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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4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
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
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범
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
급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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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4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을 “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
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친절하고신속ㆍ정확하게”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난 그외”를 “도난,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의장, 직속기관의장”을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무
단으로”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기일안”을
“출장기일 안”으로, “전보 그외”를 “전보,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를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자”를 “공무원”으로 하
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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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전단 중 “당해연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이상”을 “15일 이상”으
로, “15일미만”을 “15일 미만”으로, “소숫점이하일”을 “소숫점 이하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
상외”를 “부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
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문화예술행사
로서 국제 또는 전국단위 규모 행사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공식으로 초청
받아 참석하는 경우
제19조제5항 중 “재학중”을 “재학 중”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
무외”를 “공무 외”로 한다.
제22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46호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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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내지 제7호”를 “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제주연구원육성기금”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제주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4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납여부”를 “수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불법 무단점유 여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시”를 “대부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를 “토지 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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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시”를 “있을 때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를 “도의회의”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
4. 영 제48조의4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다만, 매
각으로 인한 처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산의 취득ㆍ처분 중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
획을 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현재 공유재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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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
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
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14조의2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제2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영구 시설물”을 “영구시설물”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을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
법"이라 한다) 제130조”를 “특별법 제130조”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
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
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
도폐지하여”를 “용도 폐지하여”로 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장가격”을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
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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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
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
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1명 이상에게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
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제1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가”를 “내구연한(耐久年限)이”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방으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
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
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
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의5제1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경우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
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
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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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
로 사용하는 재산
제21조의5제3항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
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시설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
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을 “재산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連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
여 교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은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2호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구시설”을 “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1조”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으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내재
산으로서”를 “구내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0분”을 각각 “1천
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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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제25조제4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
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
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
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제25조제5항 중 “1,000분의 5로”를 “1천분의 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지의 대부료가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를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재산 등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
고, 같은 조 제8항 중 “토지”를 “재산”으로, “임대”를 “대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본문”으로, “제3호 단서”를 “제1호 단서 및 제
3호 단서”로,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을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
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를 “「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용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26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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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지하 공간의 사용: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
하는 토지의 면적
3. 입체이용 저해율: 공중부분은 6.5퍼센트, 지하부분은 3.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0분”를 “1천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로로서”를 “결정자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분”를 “1천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지의 전용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8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공용면적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 공용면적 합
계)/해당 부지 안 건물의 연면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에”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
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
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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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
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2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본문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를 “도의회
가”로, “사용료를”를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대부 또는 사용ㆍ
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
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
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의 감
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부료ㆍ사용료”를 “대부료등”으로, “같은 법 제216조”를 “같은 법 제
161조”로, “같은 법 제217조”를 “같은 법 제1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
부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
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제10항 중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을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대부료등”
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목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
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
지 않은”을 “감정평가업자가 없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를 “복합공공시설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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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금고”를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의5제1항제25호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대부료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365

×

대부일수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365 24

×

대부시간

2. 시간별 대부료

×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는 연 4퍼센
트의”를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
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전산자료를”을 “전산자료로”로 한다.
제35조 제목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
문ㆍ단서”로,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매각대금”으로, “연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
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매각 또는 교환하는”을 각각 “매각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로 하고, “연 6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 시”를 각각 “계약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를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
37조제1항 본문ㆍ단서”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
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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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5항 중 “영”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영”으로, “연 5퍼센트의”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토지 등”을 “일반재
산”으로, “20년”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
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
업단지내”를 “국가산업단지 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36조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안”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영 제29조제5항제3호”를 “제21조의5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지방으
로”를 “제주자치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
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37조제23호나목 중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로,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00
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2003년 12월 31일”를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
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
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9호 중 “3,000㎡ 이하의”를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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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
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
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제37조의2 제목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을 “(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시”를 “납부할 때”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특별법 제78조의2”를 “특별법 제1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청사(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로, “사업소
별청사신축계획서”를 “청사신축계획서”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에”를 “별표 2에”로, “청사의 신
축시”를 “청사를 신축할 때”로, “별표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
축시”를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로,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로 한다.
제46조 중 “소속 공무원의 사용”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급 및 3급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을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
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3,0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
85조”를 “제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2조의2 중 “홈페이지등”을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요건에 대하
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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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32조, 제35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할 때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
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
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제26조,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하여는 제
25조제4항제2호,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과오납반환에 따른 가산금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의 규정에 따
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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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
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848호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이하 “아름다운 섬 만들기”라 한다)”란 가파도 지역 주민이(이하 “주민”이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가파도의 환경적 특성 및
문화ㆍ예술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사업지원시설”이란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로서 매표소, 어업
센터, 해녀목욕장, 홍보관, 생활숙박시설, 마을강당, 문화시설,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가파도의 역사성과 문화적ㆍ예술적ㆍ환경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섬이 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역)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 일원으로 한다. 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결정은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
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섬 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가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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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민의 개성과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나이,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섬 만들
기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6조(건축물 등의 정비 기준 등) 가파도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할 경우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ㆍ정비할 경우에는 현 상태의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섬의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사업주체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파도 주
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
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건축ㆍ에너지 등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사무
관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5.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6.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7.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
8.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기계설비, 집기류 등 지원사업
9.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원지형, 원식생 복원사업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전시 공연을 기획 또는 지원한 경험이 있거나 능력을 갖춘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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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시설 외 시설 : 가파리(가파도에 한한다) 내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마을자생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시설을 위탁 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
력 확보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원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도의 시책과 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
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운영) ①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도지사는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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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
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
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별표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
(제10조 제1항 관련)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시설명
소재지
(㎡)
(㎡)
매표소
1,750
202.92 서귀포시대정읍 가파리 204번지 지선
어업센터
3,353
584.43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0-13, 70-18번지
(매점 제외)
해녀목욕장,홍보관
311
81.48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219번지
370
94.2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64-1번지
261
59.94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73번지
생활숙박시설
291
51.3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42번지
555
154.37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1-1번지
마을강당
413
187.8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5-1번지
4,701
963.91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15번지
674
166.96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76번지
문화시설
717
204.00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88번지
495
29.8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1번지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1,299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9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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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49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평생교육법」 제
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
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조사 및 평가
5.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사업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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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장학계정
②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다른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
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의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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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0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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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
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
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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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
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
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제15조(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
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
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6조(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2. 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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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
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9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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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
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
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ㆍ면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
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제2항 관련)
명

칭

제주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위
치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건입동 533-3번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동)
(서귀동 321-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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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육위탁료(제14조제4항 관련)

□ 보육위탁료
구분

금액
2,000원
5,000원
12,000원

비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 적용기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9조제2항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단위
금액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비고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교육 과정별

1명 (1개월)

10,000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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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용목적
사용기간
참가예상인원
면제사유

시설구분
사용자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취선)--------------------

사

용

허

사용기간
사용목적

가

서

시설구분
사용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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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334조”를 “제330조”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을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종사자기준”을 “종사자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 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육보조금등”을 “양육보조금 등”으로, “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4조”를 “제주특별법 제330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을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시설 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제1항 및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교육감”이라 한다”를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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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의한”으로, “반영토록”을 “반영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자치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을 “학교폭력예방”으로, “제외하고”를 “제외
하고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학교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
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
폭력 예방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같은 항 중 “학교폭
력 예방 및”을 “학교폭력예방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감이”를 “도교육감이”로, “교육감과”를
“도교육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다만 홍보활동 사업비용은 자치도가”를 “이 경우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제1호 중 “매해 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
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도의 청
소년업무소관 담당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 과장”으로,
“이하“교육청””을 “이하 “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및 외부 청소년전문
가로 도지사가 추천한 1명과 도교육감이 추천한 2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를 “수립 및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제
1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교육ㆍ치료기관”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
원”을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를 “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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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9
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을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하 “자립지원아동”이라 한다)”을 ““자립지원아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조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
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외국인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이하 “외국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을”을 “어린이집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어린
이집 설치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를 “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로 선정 된”을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으로, “자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육시설에”를 “어린이집에”로,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11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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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동”을 “외국인 자녀”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외국인보육시설”을 “외국인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법인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
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
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
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
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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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
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
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
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
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
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
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
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
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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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
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
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
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
터 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
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
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
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
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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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
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
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
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
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2분의1 이하의 경사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
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종사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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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수요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시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종사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
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8조 관련)

1. 명칭
가. 외국인 어린이집의 한국어 표기는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며, 외국어는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International Daycare Center"라 한다.
나. 이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거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
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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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보육대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ㆍ비치
어린이집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
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종사자 봉급
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어린
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지
4)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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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
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
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종사자에게도 안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
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
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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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
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
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수립할 때, 도의회 해당”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할 때,”를 “수립하기 위하여”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로, “3년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조사,”를 “조사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형벌”을 “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를 둘 수 있다”를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외”를 “직무 외”로,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를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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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무외”를 “직무 외”로,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를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로, ““시행령””을 ““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사자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상자 가족””을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라 한다)내”를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로, “자가 도”를 “사람이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사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특별위로금을 지
급할 수 있다.”를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령”을 “영 제2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가위)시”를 “추석)때”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제2호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한다.
제6조 중 “의사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 조”를 “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을 “제
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로 한다.
제2조 중 “수행하기”를 “달성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을 “제주
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를 “법 시행규칙 제31조”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2조제11호”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를 “기준 중위소
득의 60%”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환기간내”를 “상환기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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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을 “4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등에 대해 금융기관 및”을 “등의 사무를 금융기관이나”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각각 “노숙인 등”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시설”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입․퇴소 관리”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부랑인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15조”로,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탁운영 할”을 “운영을 위탁할”
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 계약”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부랑인”을 “노숙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 하여야”를 “사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시사항 을”을 “지시사항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노숙인시설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로, “5명이상 10명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적인지식”을 “전문 지식”으로, “자”
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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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라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에는 다음 각호”를 “노숙자시설에
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노숙인시설 명칭과 소재지(제3조의2 관련)
명 칭
소재지
제주시 희망원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서귀포시 사랑원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홀동)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제주시 탑동로 15길 2(삼도이동)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
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인여
가복지시설로”를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노인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를 “노인실태
조사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책임하에”를 “책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10조 중 “경우에”를 “경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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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제332조ㆍ제333조 및 제335조”를 “제328조ㆍ제329조 및 제3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
람은”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범위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를 “범위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를 “제1호와 유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비용중 당해”를 “비용 중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8세이상”을 “18세 이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녀교육비”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
른 자녀교육비”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를
“사람의 입학금ㆍ수업료,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
터 제4호까지 중 “1일 부터”를 각각 “1일부터”로, 같은 호 중 “2월말일”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18세미만(당해장애인”을 “18세 미만(해당 장애인”
으로, “20세이하”를 “20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
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를 “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월분에”를 각각 “해당월분에”로, “당해월분”을 “해당월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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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지방자치단체외”를 “지
방자치단체 외”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별지 제7호 서
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7조”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게하기”를 “하기”로 한다.
제26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
조ㆍ재질등”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
점역안내책자등”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
어ㆍ점역안내책자 등”으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
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을 ““노인세대”란”으로,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한다)지원”을 “한다) 지원”으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주지사”로, “장애인 세”를 “장애인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관련”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6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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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 10월중”을 “수립하여 10월 중”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9조의5제1항”을 “제39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
4호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규정”을 “자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등)”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쉼터”를 “전용 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
3항”으로, “전용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을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시설의 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
를”을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용 쉼터”를 “전용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중 “전문기관 운영(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포함한다)”을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행규칙 등)”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할 수 있다”를 “정
한다”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
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 「방송법」 제2조 제3호”를 “ 「방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외”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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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
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자”를 “관리청ㆍ관리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출”을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활동실비 등)”을 “(활동실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7조 중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때에는 「제주특별자
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2호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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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3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등)”을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본
법””을 ““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이 장에서 “육성위원회””를 ““육성위원
회””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시책조정”을 “시책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을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담당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
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방
검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
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를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
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의 제목 “(회의 및 의사)”를 “(육성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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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육성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의”를 “육성위원회의”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을 “육성위원회 위원과 참석
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
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
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 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건조성”을 “여건 조
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얻은 대상”을 “알게 된”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지도위원
으로서의 품위”로 한다.
제14조 중 “읍ㆍ면ㆍ동당 20인”을 “읍ㆍ면ㆍ동별 25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해”를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
여”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중 “지도위원”을 “도지사는 지도위원”으로, “행ㆍ재정적”을 “행정적”으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의 일부”를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업)”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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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협의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의거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
체협의회”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
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의한 장학금을 도”를 “따른 장학금을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
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담당 국장과 행정시 청소년 육성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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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5(기금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간사)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청소년 육성
담당 과장이 된다.
제2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지도자중”을 “새마을지도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족중”을 “가족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증 장애”를 “중증장애”로, “자”를 “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내에 거주하는 자중”을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연간 행정시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
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
은 행정시당 지역 청소년지도위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행정시당
지역자율방재단원수의 7퍼센트로 하여 지원장학금은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결정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업무를”을 각각
“청소년 업무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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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4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보급”을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3 -

도보 제652호 2017년 05월 01일(월요일)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7년 4월 14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5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꾀”를 “도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미숙감귤과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
주도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인단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를 ““상인단
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8월 31일까
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주체는 감귤산업”을 “감귤산업”으로, “그”를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감귤산업발전계획 및 행정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에
게의 통보와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제3조제2호 중 “은”을 “:”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시장은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ㆍ이행하고”를 “행정시장: 감귤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집행 이행,”으로, “장에게 통보하고”를 “장에게의 통보 및”으로, “대하
여 지도한다.”를 “대한 지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생산자단체는”을 “생산자단체:”로, “주체로”를
“주체로서”로,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같은 조 제6호 중 “는”을 “:”로, “제공”을 “제공과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으로, “이행한다.”를 “이
행”으로 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운영 및 가공제품 개발
제3조제8호 중 “감귤재배농가는”을 “감귤재배농가:”로, “감귤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를 “감귤의 생산 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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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한다.”를 “시책의 성실한 이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행정시장 이”를 “행정시장은 이”로, “수립 추진
하여야”를 “수립 추진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의 수립)”을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시하여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8월, 11월 감귤생산관측조사한 결과를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행정시장”을 “행정시장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및 수급계획안”을 “계
획안”으로 하고,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한다.
제5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및 수급계획을 토대”를 “계획을 토대”로 “행정시,”를 “행정시 및”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생산농가중”을 “생산농가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감귤 산지 경매 및 풋귤 유통에 필요한 사업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익년도 부터”를 “다음연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를”을 “도지사는 보
조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발생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치”를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
환하지”로, “회수한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내 농가도 희망시”
를 “제주자치도 내의 농가도 희망 시”로,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
원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규로조성한 감귤원,품종갱신”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품종갱신”으로, “5월에”를 “1
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와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보고(통보) 하여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조성하는 자”를 “도지사는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토양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를 “토양검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산물”을 “감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립 지도하여야”를 “수립 지도하여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출하되는 감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출하하려는 감귤은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을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에서는 2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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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
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8월말”을 “8월 말”로 한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선과장별”을 “감귤선과장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과장에서”를 “감귤선과장에서”로, “선과장의”를 “감귤선과장의”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을”을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
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선과장”을 “감귤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
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선과장”을 “감귤선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도지사는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의 농장을 사전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풋귤 출하 농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풋귤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는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시 민간인인 지도원을 둘”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지정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 , 제13조, 제14조제1항․제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 및”을 “제4조제
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7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사항 등”으로, “조사”를 “필요한 조
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제2항에 따라 조사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선과장별”을 “감귤선과장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을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귤선과장”을 “제1항에 따른 선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귤
선과장”을 “선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감귤선과장”을 “선과장”으로, “극대화 하기”를
“극대화하기”로,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범위에서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0조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신고 한”을 “신고한”으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중 “300㎏이하의 감귤을 도외”를 “300킬로그램(kg) 이하의 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규격을”을 “규격과 수매단가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하고,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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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 중 “도의회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독농”을 “감귤가공
업체, 독농”으로, “40인”을 “40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1인과 감사 2인”을 “1명과 감사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하연합회내”를 “출
하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제25조 중 “및”을 “위탁금 및”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로, “행정 재정적지원”을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의2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라”로,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를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 한 자”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4조제1항 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를 “제14조제1항 제6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감귤강제착색행위,”로 한다.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사무명
6 감귤 적성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적정생산 농업인 교육 및 품질향상 참여
2.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감귤생
산량 관측조사
3.감귤품종갱신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
4.감귤원 토양검정 계획 수립 시행
5.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농업인 교육 및 지도
6.감귤원 농약사용의 지도
7.지정된 풋귤 농장의 농약 등 안전사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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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업기술원장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의2

도보 제652호 2017년 05월 01일(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2호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알리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관람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박물관내 편의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람료 명제 대상의 일괄 정비 (안 제6조)
- 일반적인 사항 (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법률상 관람료 면제가 가능한 대상(안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사항(안 제6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 현행 명예도민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지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도민 및 재외도민과 같은 권리
주체로 보아 같은 감면율 적용(안 제6조제3항)
○ 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방법의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 현행: 임대 또는 위탁 →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름
○ 그 밖에 단순 조문 정비(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전화 및 전송 : 064-710-3191, FAX 064-710-3274
- E-mail : ktw8905@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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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4. 27. ～ 5. 17.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3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규칙」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4.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당도 10브릭스( BX) 이상 고품질 감귤
에 대한 품질기준 중 크기 기준 제한 완화
❍ 풋귤 출하농장 사전 지정 및 교육 등「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시행규칙
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및 재정비함.
3. 주요 내용
○ 풋귤 출하 농장 사전 지정 및 농약 안전 사용 홍보(안 제17조의2 신설)
-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접수 절차
-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홍보시행
○ 품질검사 기준의 상품 표시 방법 및 포장 규격 확대(안 제18조제2항)
- “검사필” 표기를 날인 또는 인쇄한 스티커 부착 가능
- 상품의 포장재 규격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
○ 상품 비상품 품질 기준 중 기준 이상의 온주밀감 크기 적용 제외
(안 제18조제4항 별표3)
- 노지 온주밀감 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과 상품 기준 중 당도 구분
상 기준 당도 이상의 하우스 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 제외(이 경우
상품 비상품 품질 기준 중 크기 기준 미적용 노지 온주밀감은 당도 표시 의무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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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 결정 공표 (안 제30조)
-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가공용 감귤 규격 및 단가 결정 공표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감귤진흥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1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전화 : 064 - 710 – 3192, - FAX : 064 - 710 - 3274
- E-mail : ktw8905@korea.kr
라.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 2017. 5. 17.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개정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4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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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으
로 면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신설(안 제2조)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보완(안 제3조)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보완(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5조)
- 문화재를 무상기증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
에 따른 유족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관리 일괄 정비(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 정비(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 지정문화재에 대한 무료 시행 3곳 추가(별표 2)
- 삼양동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추사유배지
○ 현행 조례에서 무형무화재 관련 규정 삭제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 전화 및 전송 : 064-710-6642 / 팩스 064-710-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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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mail : forstupa@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2017. 5. 16.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시에 재선충 등으로 벌채된 입목에 대하여도 입목축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제주자치도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
여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을 환산하여 적용(안 별표 1 제1호)
나.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을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산림경영기술자 등으로 정
함.(안 별표 1 제2호)
다. 그 밖에 인용조문을 명확히 밝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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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건설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683, FAX 064-710-2679
- E-mail: juju00@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5. 17.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6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특별자치도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원동력 강화,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구 및 정원조례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
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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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가. 자치법규 통․폐합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나.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
- 안전관리실, 경제통상산업국, 공항확충지원본부 명칭변경
- 기획조정실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사무 신설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사무 소관부서 조정
-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등 사무 소관부서 조정 등
다.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42조)
-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
라. 하부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83조)
- 서귀포시 기구조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안전환경도시국 명칭 변경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협치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3, FAX 064-710-2239
- e-mail: fallen03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

·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5. 16.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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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7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과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행정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모직위 운영
- 행정시장이 사업시행자인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실시계획 작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사무
- 공립제주특별자치도공관어린이집, 행복한나무어린이집 운영 위탁 사무
-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에 관한 사무
- 제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대상자 선정 및 적합성 심사 관련 사무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
-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
- 수도급수 및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사무
나. 읍장 면장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4)
-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신청에 관한 사무
다. 소속기관의 장에서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2)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등 관련 사무
라.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어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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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협치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3, FAX 064-710-2239
- E-mail: fallen03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6. ～ 5. 16.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48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심의”기능을 “협의”로 수정 반영하고 단서 조문 삭제 (안 제13조
제2항, 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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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안 제31조)
다.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 조문마련(안 제61조의2 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3853, Fax (064)710 - 3949
- E - mail : lgh6621@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8. ~ 2017. 5. 18.(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220호
「2017년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역량강화」
지방보조금 지원 재공모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17년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역량강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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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지방보조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위한 워크숍, 실무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물가안정을
8,000
도력
강화교육,
결의대회
및
캠페
역량강화 사업
(보조율 50%)
인 전개 등 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업기간
‘17.7월 ~12월

2. 신청자격
m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물가안정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3. 신청 및 접수
m 신청접수기간 : 2017. 4. 26 ~ 5. 4
m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행정시에서는 미접수)
m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2017. 5. 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m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단체(법인)소개서 1부
m 신청서식 : 붙임 참조
4. 지원사업 심사 및 결과 알림
m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m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m 결과알림 :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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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절차

사업신청
지방보조금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
자체
심사
⇒
심의위원회
심사
및
⇒
(공모)
선정결과 통보
첨부
선정
(경제정책과)
(보조사업자)
(경제정책과)
(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사업시행/
⇒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교부결정/교부
정산보고
(보조사업자)
(경제정책과)
(보조사업자)

⇒

정산검사/
확정통지
(경제정책과)

5-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알림 후)
① 보조금교부신청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
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
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
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등 사본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
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④ 청렴이행서약서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① 지방보조금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②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수행상황을 지제없이 보
고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
5-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①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2
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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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액은 반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보고
하여야 합니다.
5-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합니다.
③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④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⑤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5-5) 기타사항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또는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⑤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71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 4.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370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소의
대표자
소 재 지
성 명
제주시 천수동로 30, 고현수
10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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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년월일

주된 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사업
‘17. 4. 26 ○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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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112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제주도 고시 제2010-25호(2010. 3. 8.)로 최초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2016-81호
(2016.3.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외도동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28.
제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제주시 외도1동 지역내 119소방센터 건립을 위하여 외도동 체육시설 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1-4

외도동
체육시설

면 적 (m2)

시설의
종류

위

제주시
외도1동
178

체육
시설

최초
결정일

비고

제고2010-25호
(2010.3.8.)

-

치
기정

변경

변경후

33,843

감)1,450

32,393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1-4

시 설 명

외도동
체육시설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면적 변경
- 면적 : 33,843㎡

▪ 119소방센터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 일부제척

→ 32,393㎡ (감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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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참고도면)

<도시계획시설 경계 변경전>

<도시계획시설 경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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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7-1248호
광령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12조의 2 규정에 의거 『광령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저류지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제 주 시 장
다

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칭 : 광령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령리 산128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제주시장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 면 적 : 24,600㎡
◦ 사업규모 : 저류지 1개소(A=2,100㎡), 배수로L=2,098m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수예정일 : 2015년 8월
◦ 사업 준공예정일 : 2017년 9월
5. 사용 또는 수용 하고자 하는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변경) : 붙임참조
※ 분할지번 광령리 산128-15(임야, 690㎡)과 광령리 산128-14(임야, 348㎡)은 포장공사 완료 후
도로로 지목변경
6. 실시설계도서 열람
◦ 열람기간 : 2017. 4. 27 ~ 2017. 5. 15
◦ 열람장소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안전총괄과(064-728-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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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1
애월읍 광령리 615
2
애월읍 광령리 617
3
애월읍 광령리 산128-2
4
애월읍 광령리 산128
5
애월읍 광령리 2772-3
6
애월읍 광령리 2772-2
7
애월읍 광령리 2772
8
애월읍 광령리 2769
9
애월읍 광령리 2847-2
10
애월읍 광령리 2846
11
애월읍 광령리 2847-4
12
애월읍 광령리 2848-2
13
애월읍 광령리 2845
14
애월읍 광령리 2963
15
애월읍 광령리 2963-2
16
애월읍 광령리 2960-1
17
애월읍 광령리 2959-2
18
애월읍 광령리 2959-1
19
애월읍 광령리 2921
20
애월읍 광령리 2923
21
애월읍 광령리 2924
22
애월읍 광령리 4153-4
23
애월읍 광령리 4155
24
애월읍 광령리 4154
25
애월읍 광령리 4149-1
26
애월읍 광령리 4150-2
27
애월읍 광령리 4146-2
28
애월읍 광령리 4156-2
29
애월읍 광령리 4144-2
30
애월읍 광령리 4141-2
31
애월읍 광령리 4161-2
32
애월읍 광령리 4139-2
33
애월읍 광령리 4139-3
34
애월읍 광령리 4137-3
35
애월읍 광령리 4175-1
36
애월읍 광령리 710-3
37
애월읍 광령리 711-1
38
애월읍 광령리 2831
39
애월읍 광령리 2832
40
애월읍 고성리 119-1
41
애월읍 고성리 120-2

지목
임야
임야
임야
임야
공장
공장
전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대
과수원
전
과수원
과수원
임야
전
전
전
과수원
묘지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임야
임야
임야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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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823
7,054
3,725
43,364
4,823
3,767
4,936
10,942
1,801
3,556
73
357
6,890
600
546
1,940
511
1,656
4,683
58
1,499
49
4,589
39
72
60
13
43
136
96
50
16
86
73
292
30
25
7,626
7,626
2,828
144

편입면적(㎡)
182
542
1,547
6,206
173
46
654
1,407
447
622
33
36
1,484
7
62
12
7
19
80
22
61
48
28
3
72
60
13
43
136
96
50
16
86
73
16
30
25
197
39
11
144

비 고

도보 제652호 2017년 05월 01일(월요일)

□ 물건 세목 조서
일련
소재지
번호

1

애월읍광령리 2963

2
3
4

애월읍 광령리 2960-1
애월읍 광령리 2959-2
애월읍 광령리 2959-1

5

애월읍 광령리 2921

6

애월읍 광령리 2924

7

애월읍광령리 4153-4

8

애월읍 광령리 산189

9

애월읍 광령리 4149-2

10

애월읍 광령리 2831

11

애월읍고성리 120-2

물건의 종류
정원등
우체통
가설주
감귤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편백나무
수도계량기
방풍망
삼나무
삼나무
삼나무
철조망
삼나무
비자나무
감귤나무
삼나무
동백나무
감나무
동백나무
간판(한울무인호텔)
간판(삼원산업,
광령2리운동장)
간판(백제사)
간판(맨도롱하우스)
간판(휴에이지)
노루망
삼나무
동백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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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규격
철재
철재
단상2선식,배전함
15년생
10년생
5년생
25년생
철파이프그물망
25년생
25년생
25년생
20년생
20년생
25년생
15년생
10년생
15년생
15년생
철재
철재
목재
목재
철재
파이프그물
30년생
20년생
10년생
20년생
20년생

수량
1
1
1
2
20
3
2
1
20
2
3
25
1
3
1
20
42
5
1
9
1
1
1
1
1
1
3
6
2
3
2

단위
식
식
식
주
주
주
주
식
m
주
주
주
식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식
식
식
식
식
식
주
주
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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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12

애월읍 광령리 2772-2

13

애월읍광령리 2772

14

애월읍 광령리 2845

물건의 종류
바닥포장
울타리
간판
통신주
삼나무
관리사
다용도실
견사
조형소나무(해송)
조형소나무(해송)
조형소나무(해송)
조형소나무(해송)
조형소나무(해송)
애기동백
비자나무
무화과나무
철쭉
명자나무
감나무(관상용)
백일홍
백일홍
녹나무
청귤나무
보리수(관상용)
모과나무
매화나무
화살나무
산벚나무
개나리
벙귤나무
대나무(명종죽)
후박나무
팔손이
사스레피
팽나무
팽나무
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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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규격
수량
철근및와이어매쉬콘 1
크리트(219㎡)
콘크리트및철재(15*1) 1
철재, 기초콘크리트 1
1
30년생
10
철재컨테이너
27
경량철골촤광막
20.7
철재,목재,판넬
4
23년생
1
18년생
12
10년생
8
7년생
1
h:4, r:15
1
21년생
5
30년생h:0.5,r:5
1
8년생
1
15년생
8
20년생
1
15년생
3
h:5, R:15
1
10년생
1
h:5, R:25
1
20년생
1
25년생
1
20년생
1
15년생
2
25년생
1
h:7, R:30
1
22년생
2
30년생
1
344
15년생
3
7년생
10
15년생
1
50년생
1
30년생
1
35년생
15

단위
식
식
식
식
주
㎡
㎡
식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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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15

애월읍 광령리 2847-2

물건의 종류
후박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동백나무
당종려나무
조록나무
가이스카향나무
청사철나무
예덕나무
백일홍
조선향나무
돈나무
사스레피
대나무(대만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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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규격
20년생
15년생
25년생
12년생
23년생
18년생
35년생
18년생
20년생
25년생
30년생
15년생
15년생

수량
2
5
10
13
1
1
2
3
3
1
1
1
1
700

단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