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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0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2018년도 월정수당
년 액

월 액

39,015,000원

3,25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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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1호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
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지며,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숙의민주주의 주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
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
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숙의형 정책개발”이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
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6.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
조사 방법을 말한다.
7.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시민패널이 일정한 기간의 심사
숙고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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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 활성
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제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든지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 공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숙의형 정책개발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숙의형 정책개발 참여하는 주민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숙의형 정책개발의 기능) 도지사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2. 도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3. 주민의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4. 도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9조(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 확인
2.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결정
3.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의 결정
4.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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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어 위촉된 위원의 수가 심의회의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
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의 숙의형 정책개발 전문가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숙의형 정책개발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교육)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밖에 숙의형 정책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3조(주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주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2. 마을공동체 숙의형 방법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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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2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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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3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문화를 보전 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양식 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 전통문화양식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을 단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교육 및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3.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재현 행사 및 체험 사업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전통문화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4. 전통문화 시설에의 편의시설의 설치 사업
5. 전통문화 교육 및 보급 사업
6.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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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문화 관리 활용 등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제6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둔다.
② 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4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다목 중 “옥상방수”를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
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제7조제3항 본문 중 “한번”을 “이 조례에 따라 한번”으로, “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재신청”을 “다시 신
청”으로,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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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5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7조(예산확보) 도지사는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
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6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도민은 자기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제주특
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
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도지사 외의 자가 법 제12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
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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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인접공시지가 면수 20/1,000 점용기간(년) 주차장운영
시간/24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25/1,000 점용기간(년)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면수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25/1,000
점용기간(년)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3조의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
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의4(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노상주차
장관리 수탁자 및노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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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
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 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 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 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담당 과장
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4조의4(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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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을 “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을 “자동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
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중 “자의”를 각각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
한 사람의 자동차
제6조제1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불시”를 “환불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시간내”를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를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로 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완화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
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전자문서포함한다)”를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따라 범위내”를 “따른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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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조사구역내”를 “조사구역 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 5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의3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0조의6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정하는
방법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쟁계약
법인 또는 개인
제3조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입찰금액(단, 제3조제4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3조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입찰금액(단, 제3조제4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비고
1. 제3조제2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및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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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7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제주특별
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도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
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호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의2제
1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40조”를 “법 시행규칙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338조제2
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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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
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로,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
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
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
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17조 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
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21일”을 “14일”로 한다.
제26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
항 및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7조제2
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
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
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참 여할”를 “참여할”로 한다.
제29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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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5.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영유아
8.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영유아
제33조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3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으로, “법 제14
조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으로 각각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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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23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
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재산 요건
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
자가 있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4.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3)
마)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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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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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
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
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
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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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
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
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
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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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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
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
사가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
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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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
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
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
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 분진 폭발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 채광 환기 온도 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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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
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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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
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
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
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
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
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
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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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
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
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
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
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
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
부와 구획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
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
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
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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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자)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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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
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
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
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
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
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
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
보하여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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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 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
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
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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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행정시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
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
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25조제3항 관련)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
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
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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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라.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지체없이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6조 관련)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시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
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
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
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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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주자치도
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공제)가입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
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
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ㆍ4)ㆍ5)ㆍ6)․8)ㆍ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1)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조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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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지사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차.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
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
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
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
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
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
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
가 중대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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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
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
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5) 원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장 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
여야 한다.
7)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ㆍ앞치마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
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
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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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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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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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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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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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된다.
7)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차량 출발 시에 차량 근
처에 사람 또는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7조 관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규제사무명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및 임면 원칙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공립어린이집 위탁 요건 및 (변경)위탁 절차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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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18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제23조, 별표 1
제24조, 별표 2
제25조, 별표 3
제26조, 별표 4
제27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별지 제8호서식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앞쪽)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10일

성별

주소
명칭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원

성명

총인원

주민등록번호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보육실

2세
명

조리실

화장실

예산

㎡
기타

㎡
간호사

명

수입액

㎡
사무실

대지

명

명

㎡

㎡
보육교사

명
목욕실

놀이터

총인원

4~5세

㎡

㎡
양호실

직원

3세
명

㎡

시설·설비

전화번호

영양사
명

조리원

기타

명

지출액
원

㎡

명

명

비고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월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뒤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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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첨부서류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
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è

접 수
제주자치도

è

검 토
제주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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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è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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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5일

생년월일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신청인

(앞쪽)

처리기간

성별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개요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변경

종류

사항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월

귀하

수수료

뒤쪽 참조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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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명 또는 인)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뒤쪽)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첨부서류

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
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
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
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
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è

접 수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è

검 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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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è

인가증 발급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 명칭:

297㎜× 210㎜[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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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1쪽)

사

진

성명

(한글)

직종

성별

(한자)

생년월일

주소
(3㎝×4㎝)

신

등록기준지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체
사

㎝

항
기
학

㎏

간

부터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까지

좌(

)

우(

)
기
부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까지

력

기
경

부터

간

근

무

처

직 위

까지

기
부터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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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까지

근

무

처

직 위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2쪽)

기
직
무
ㆍ
승
급
교
육

간

종

부 터

년

월

류

훈 련 기 관

까 지

일

종

류

시

행

청

포
상
ㆍ
서
훈

기록사항 확인
본인

어린이집의 원장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성명

월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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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일

14일

생년월일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신청인

(앞 쪽)

처리기간

법인·단체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어린이집
의 원장

명칭

어린이집
개요

소재지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
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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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결재, 선정

▼
통

보

◀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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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생년월일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신청인

2일

법인ㆍ단체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성별

변경

주소

사항

성명

어린이집의
원장

생년월일 / 성별
주소

명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변경 사유서

수수료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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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5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휴지기간(1년 이내)

폐지(재개) 연 월 일

.

.

.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첨부서류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è

접 수
제주자치도

è

검 토
제주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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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결 재
제주자치도

è

통보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8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
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18세 미만의 자
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
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
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신 출산 양육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지원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
4.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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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49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재활지원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약물치
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
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응급입원비”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
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
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자립정착지원비”란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소 또는 입원 후 퇴소나 퇴원을 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
4. 취업한 사람
- 44 -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5조(추천)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 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제6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함
2. 선발된 사람 중 취업을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
3.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교육에 참석
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
지원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다만, 취업한 정신질환자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
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
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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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0호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증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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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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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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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처리기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5일

제조국명

제조업자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및 제품설명서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è

접 수
제주특별자치도

è

확인 및 결재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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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면제확인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è

면제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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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회사명

신청인

면제확인서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국명

제조업자

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제품

수량
사용장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
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고

월

일

직인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
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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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
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
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4. 농어업인력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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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
여 설치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
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업분야를 소관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4. 지역농 축 수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
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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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제
주자치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3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
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정지역”이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리 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교량 공원 수도 그 밖
에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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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운영)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
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 복지 장학 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 환경 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 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
금 기준 보조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
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갈등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5.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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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
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3.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2.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제19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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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정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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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4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를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로, “충혼묘지를 설치
하고 운영함”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 및 충혼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장대상)”을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 유
골(수장된 자”를 “사람의 유골(수장된 사람과”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영령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복무중”을 “복무 중”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둔 자”를
각각 “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군복무중”을 “군복무 중”으로, “사
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제
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로, “중에
서”를 “중”으로, “순직한 자”를 “순직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묘지에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함이 타당하다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 봉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 봉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 봉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안장 봉안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장대상”을 각각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장위
치”를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장대상”을 “안장 및 봉안 대상”으로, “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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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리운영”을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를 “1명과”로, “1인
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장신청 등)”을 “(안장 및 봉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을 “제4조에 따른 안장, 봉안”으로, “이장은 유족이 규칙이 정하는”을 “이장의 경우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우에는 이를”을 “묘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안장비용)”을 “(안장 및 봉안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장하는
데”를 “안장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부담 안장”을 “자부담으로 안
장 또는 봉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부담 안장결의”를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 결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묘적부)”를 “(묘적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의 묘적부를”을 “사람
의 묘적부 및 충혼각에 위패가 봉안된 사람의 봉안대장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묘지관리)”를 “(묘지 등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묘지경내”를 “묘지
및 충혼각 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묘지에는”을 “묘지 및 충혼각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묘지 관리상”을 “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상”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묘의 존엄 유지)”를 “(묘 등의 존엄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묘지의 경내에는”
을 “묘지 및 충혼각 내에서”로, “묘의”를 “묘와 위패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을”로, “자가 있을 때에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묘지 외”를 “묘지 또는 충혼
각 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피 안장자”를 “안장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충혼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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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55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사업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2. 제주시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
3. 산천단마을회장
4. 그 밖에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중 “문화정책과장”을 “세계유산문화재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한라산신제 봉행에”를 “제5조에 따른 사업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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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7년 10월 25일)에서 의결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557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및 범위) ①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 및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관광해설표지(온라인을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책자
② 제주어 의무 병기는 관광해설표지와 관광안내책자로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
제3조(제주어 의무 병기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관광해설표지를 설치하거나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할 경우
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주어 병기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②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2인 이상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주어 병기를 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어 병기 기록 유지) 도지사는 제주어 병기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어 병기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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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주어 병기의뢰서(요청부서명)
부서명

담당자

병기대상

연락처

의뢰내용

신청일
신청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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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주어 병기 결과서
부서명

담당자

병기대상

연락처

병기내용

통보일: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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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주어 병기 대장
연번

요청부서

요청일자

통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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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대상

병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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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7년 10월 25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558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요금
의 원가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 산출의 원칙)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산출한
다.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
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별지 서식의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는 차명별 및 대당으로 산정하되, 연간 총 발생 금액을 산정한 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차량구입비) 차량구입비는 차량 구입에 소요된 일체의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다.
1. 차량 감가상각비(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2. 배송료
3. 등록 제세공과금
제5조(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목표 가동률(대여
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자동차대여 목표치를 말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차량보험료
2. 제세공과금
3. 차량정비비
4. 차량관리비
제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
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담금(「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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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
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용역인력을 포함한다)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경비) ① 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임차료
2. 광고․홍보비
3. 보험료
4. 복리후생비
5. 소모품비
6. 여비 교통비 통신비
7. 도서인쇄비
8. 지급수수료
9. 세금과공과
10. 기타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후생비에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퇴직공
제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의 6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이윤) 이윤은 대여요금 원가 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연도별로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연도별 산출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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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

차명:
구

총

원

가

분
차량감가상각비
배 송 료
차량구입비
등록 제세공과금
소
계
차량보험료
재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정 비 비
차량 관리비
소
계
직접노무비
노 무 비
간접노무비
소
계
지급임차료
광고․홍보비
보 험 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경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기 타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
합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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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7년 10월 25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규칙 제55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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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지원 대상자 연락처
입
금
계좌번호
읍․면․동
확인사항
행정시
확인사항

휴대폰
(

은행)

예금주명

공항소음대책지역
□ 해당
거주여부
보청기 지원
□ 해당
수혜 여부

□ 미해당

거주기간

□ 미해당

지원내용

년

월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본인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
1호, 제24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및 처리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난청진단서(의사소견서)
※ 대상자 선정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진단서 è 신청 접수 및
제출
확인
신청인

읍․면․동

è

중복수혜
여부 확인
행정시

è

지원대상자
선정
행정시

è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도

è

보청기
검수확인서
제출
신청인

지원금
è 보청기
지급
도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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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안
2. 제정 이유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회계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2조)
나.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리자의 직무위임(안 제3조)
다. 공영버스운송사업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 자산관리(안 제15조부터 안 제94조)
라. 지방직영기업 경영분석 및 결산(안 제95조부터 안 제97조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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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연동)
- 전화 및 전송 : 064-710-4352, FAX 064-710-4339
- E-Mail : xix962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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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https://www.epeople.go.kr:8055(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7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지방세
기본법」는 전부개정(법률 14474호)됨에 따라,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
정하는「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주요 내용
가.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3조)
다.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특별납세보호관, 마을세무상담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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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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710-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2.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법률 제14476호)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기
본 조례」에 규정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
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주요 내용
가. 목적,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세의 징수 순위(안 제3조)
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안 제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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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안 제5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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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9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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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이유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도
금고에 대한 의무부담 소지가 있어 삭제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도세의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 배제대상을 명확히 함
3.주요 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제외대상 세목을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추가 및 현행 세목명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도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입출금수수료 면제 등은 민간기관에 대한 의무부담 작용소지가
있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삭제 권고(안 제6조제1항)
다. 도세의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 배제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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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6884, Fax (064)710 - 6889
- E - mail : yoonjh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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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21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비자림 관람료의 현실화와 한란자생지 관람료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문화재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별표 2)
(단위 : 원)
관 람 료
구분
지구명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비자림
3,000 2,500 1,500 1,000 1,500 1,000
국가
지정
한란자생지
무 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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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및 전송 : (064) 710-6653, Fax (064) 710-6659
- E - mail : dream74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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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3. ~ 2017.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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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7-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성산일출봉,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보훈법령 및 전기차 보급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소
유자 등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 부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나. 휴관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호)
-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 별표 3)
관 람 료
관람지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공개가능한 지역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나. 관람료의 면제․감면대상을 확대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안 제9조)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와 전기차 운전자 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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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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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및 전송 : (064) 710-6653, Fax (064) 710-6659
- E - mail : dream744@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3. ~ 2017. 12. 3.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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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와 지방도 1112호선인 비자림로가 교차하는 교래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변경

변 경

②종류

지방도

지방도

③노선
번호

1118호선

1112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남조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 원

3,382

조천읍
교래리
산34-5

조천읍
교래리
산58-2

조천읍
교래리

2.08

비자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 원

1,486

조천읍
교래리
산60-11

조천읍
교래리
산56-7

조천읍
교래리

0.2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조로(교래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상습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지장물건조서:
- 붙임 용지조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064-710-86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도로계획평면도 및 지형도면의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 77 -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7.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구분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15

주간선
도 로

7,220

대1-5-2
대흘리 산44-4

교래리
산70-4

일반
도로

-

제고2010-25호
(2010.3.8)

5-13

15

주간선
도 로

7,220

대1-5-2
대흘리 산44-4

교래리
산70-4

일반
도로

-

제고2010-25호
(2010.3.8)

2

5-15

15

주간선
도 로

9,970

교래리
산137-29

교래리
15-2

일반
도로

-

제고2010-25호
(2010.3.8)

2

5-15

15

주간선
도 로

9,970

교래리
산137-29

교래리
15-2

일반
도로

-

제고2010-25호
(2010.3.8)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3

변경

중로

2

기정

중로

변경

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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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조 서
□ 남조로(교래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방도1118호선(남조로)》
지적(㎡)
순번

소재지

지번

소

유

자

관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교래리

산34-5

임

2,781

30

제주시 일도일동 1482

정용철

2

교래리

산34-9

임

3,306

75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71
213동507호(신반포 6차)

허준석

3

교래리

산36

목

860,499

130

서울강남구 115 남경빌딩408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4

교래리

297-5

전

134

5

제주시 천수로 81

허연심

제주시 금월길46-3,110동402호
(아라이동, 프로빌)
제주시 진군남2길19,103동502호
(노형동,하이어스5)

유은영
(1/2)
홍은기
(1/2)
고기진
(1/2)
이동현
(1/2)
고기진
(1/2)
김인숙
(1/2)
이덕주
(3/8)
조경국
(3/8)
조옥경
(2/8)

5

교래리

297-4

전

316

51

6

교래리

297-3

전

100

21

7

교래리

297-2

전

243

83

제주시 연신로 74,501호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9길 19
제주시 연신로 74,501호
제주시 연신로 74,501호

교래리

297

인

지목

1

8

계

전

2,003

118

서울송파구올림픽로4길42
21동201호(잠실동, 우성)
서울송파구올림픽로4길42
21동201호(잠실동, 우성)
서울송파구올림픽로4길42
21동201호(잠실동,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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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와내용

제주시 이도일동
호남새마을
1421-13
금고
서울중구통일로 120
농협은행
(충정로1가)서귀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서귀포지점

농협은행

제주시 임항로 37

제주시
수협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제주시 이도이동 1349

제주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지적(㎡)
순번

9
10
11

소재지

교래리
교래리
교래리

지번

298-2
606
산61-1

소

유

자

임
임
목

대장

편입면적

6,971

68

2,241
2,892

주

소

성 명

제주시 연신로 74,501호

고기진(1/2)

제주시 연신로 74,501호

김인숙
(1/2)

74

2,284

16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9-1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9-11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114동301호 푸르지오
경남 사천시 상향길33(향촌동)

686

근저당권

농협은행

목

23,140

농협은행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남문지점

산60-3

목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남제주지점

주식회사
블란디아
강명선
5289/10578
고봉진
5289/10578
진경란
(2/14)
박둘덕
(2/14)
최철수
(2/14)
이창렬
(2/14)
김성석
(2/14)
김정희
(1/14)
김춘식
(1/14)
신점용
(1/14)
강복순
(1/14)

교래리

산60-27

근저당권
지상권

한라신협

13

교래리

제주은행

제주시 동광로1길1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15

제주시 이도이동 1349

미니미니랜드

250

195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와내용

윤여경(1/2)

40,540

5,268

성 명

서귀포시 동홍로 46-2

198

원

목

주 소

운성현
(1/2)

산56-4

465-3

인

서귀포시 동홍로 46-2

교래리

교래리

계

제주특별자치도

12

14

관

지목

부산 부산진구 마철로98
102동503호 (블루밍아파트)
부산 서구 대영로73길39
10동105호 (삼익아파트)
부산 수영구 광일로 67길
401호(광안동, 영성빌리지)
부산 동래구 복원로5길34
9동1202호,(우성베스토피아)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55
117동1904호(sk뷰아파트)
부산 동구 초량중로30
501호(썬라이즈)
부산 동구 황령대로504
101동505호(대영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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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광장지점
부산남구우암로362번
길24(문현동)

농협은행
부산경남
우유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지적(㎡)
순번

소재지

지번

17

18

교래리

교래리

교래리

465-2

465-1

565-6

유

자

관

계

인

지목

비고
대장

16

소

목

목

체

3,967

1,870

580

편입면적

193

72

580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와내용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광장지점

농협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광장지점

농협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제주시 이도이동1348

제주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채무자
오혁진

제주시 이도이동1348

제주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채무자
오혁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강명선
9-11
5289/1057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고봉진
9-11
5289/1057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강명선
9-11
5289/10578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고봉진
9-11
5289/10578
제주시 연삼로612-1
1-105호(그린스페이스휴)

오용규
(1/2)

제주시 연삼로612-1
1-105호(그린스페이스휴)

문정옥
(1/2)

제주시 연삼로612-1
1-105호(그린스페이스휴)

오용규
(1/2)

제주시 연삼로612-1
1-105호(그린스페이스휴)

문정옥
(1/2)

19

교래리

465-5

목

5,724

55

20

교래리

산138

도

21,883

247

건설부

21

교래리

산58-2

도

718

234

북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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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지적(㎡)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1
2
3
4

교래리
교래리
교래리
교래리

산56-4
산60-33
산60-3
산60-35

5

교래리

6

교래리

7

8

소

대장

편입면적

원
원
목
목

40,540
77
2,284
2,971

130
77
157
81

465-4

목

21

21

465-3

목

5,268

513

교래리

산60-27

목

23,140

417

교래리

산60-5

도

2,392

90

주

유

자

소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미니미니랜드

제주시 동광로1길1

한라신협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10-5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58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65
제주시 조천읍 미래로
176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9-1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화로 15번길
9-11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114동301호 푸르지오
경남 사천시 상향길33
(향촌동)
부산 부산진구 마철로98
102동503호 (블루밍아파트)
부산 서구 대영로73길39
10동105호 (삼익아파트)
부산 수영구 광일로 67길
401호(광안동, 영성빌리지)
부산 동래구 복원로5길34
9동1202호,(우성베스토피아)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55
117동1904호(sk뷰아파트)
부산 동구 초량중로30
501호(썬라이즈)
부산 동구 황령대로504
101동505호(대영비치)

주식회사
블란디아
박명숙
(1984/5289)
조순아
(1653/5289)
금종윤
(1652/5289)
강명선
5289/10578
고봉진
5289/10578
진경란
(2/14)
박둘덕
(2/14)
최철수
(2/14)
이창렬
(2/14)
김성석
(2/14)
김정희
(1/14)
김춘식
(1/14)
신점용
(1/14)
강복순
(1/14)

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남문지점

농협은행

북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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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광장지점
부산남구우암로
362번길24(문현동)

농협은행
부산경남
우유조합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와내용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비고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6호

○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항만공사 시행고시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 2. 항 만 명 : 제주항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명 칭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제주항 탑동지역
2017년 11월 14일
전면 해상 일원
4. 공사의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방파제 1,100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원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6. 총사업비 : 41,167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7호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

서귀포시고시 제2015-132(2015. 5. 2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강정항)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11(2017. 10. 20.)호로 지방어
항(강정항) 개발계획이 변경고시 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어항
세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항만)
1) 항만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기정

도면표시
번호

1-3

면 적(㎡)
시설명

강정항

시설의 세분

지방어항

위 치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81,944

-

81,944

제주도고시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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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호
(2002. 4. 24)

비고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2) 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시 설 명

구성비(%)
기정

합 계

변경

비 고

변경후

81,944

-

81,944

100

소 계

70,062

감)3,280

66,782

81.5

외곽시설

2,740

-

2,740

3.3

계류시설

3,795

증)1,760

5,555

6.8

수역시설

63,527

감)5,040

58,487

71.4

소 계

1,916

증)1,220

3,136

3.8

어촌·어항법 제2조

수송시설

1,481

증)1,220

2,701

3.3

제5호에 의한 시설

보급시설

435

-

435

0.5

소 계

9,966

증)2,060

12,026

14.7

어항

환경정비시설

2,744

증)1,114

3,858

5.2

편익시설

레저용기반시설

4,529

증)560

5,089

6.2

관광객이용시설

2,693

증)386

3,079

3.3

기본시설

기능시설

3)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1-3

시설명

강정항

변 경 내 용
․항만시설 세부시설 결정면적 변경
-계류시설 :
3,795㎡→5,555㎡ 증)1,760㎡
-수역시설 :
63,527㎡→58,487㎡ 감)5,040㎡
-수송시설 :
1,481㎡→2,701㎡ 증)1,220㎡
-환경정비시설 :
2,744㎡→3,858㎡ 증)1,114㎡
-레저용기반시설 :
4,529㎡→5,089㎡ 증)560㎡
-관광객이용시설 :
2,693㎡→3,079㎡ 증)386

변 경 사 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의 일
환으로 추진하는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강정항 및 크루즈터미널과 연계한 테
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

도하고 크루즈관광객과 승무원 등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어항 세부시설을 확
충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별 첨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 710-2684), 해양산업과(☏710-3255)에 관계도면을 비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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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도시계획시설(항만, 강정항) 세부시설 결정(변경) 관계도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2480호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안
m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 산146번지
m 도시계획시설(신설)
- 공공청사(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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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소로 1-1호선)
2. 열람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14일)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m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710-2686), ※ E-mail: kang3879@korea.kr
m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710-3534), ※ E-mail: ksg0522@korea.kr
m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512) 및 애월읍사무소(☎728-8895)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24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35조 위반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23조,「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
업자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기준
제주-주택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2014-0011 ㈜케이앤씨개발 윤성준
번길 37
제3조 별표 1 제2호 차목 8)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3개월)
5. 처분일자 : 2017. 10. 31.
6.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 제3조
7. 공고기간 : 2017. 11. 9. ~ 2017. 11. 23.
8.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064-71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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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2504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제주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제주항 탑동지역의 파랑내습에 따른 월파 피해방지를 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항 탑동지역 전면 해상 일원
2) 공 사 비 : 41,167백만원
3) 공사내용 : 방파제 1,100m,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064-710-648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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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303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8.
제주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최윤식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717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50mm) : L=100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3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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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307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0.
제주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김양권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9길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40-1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00mm) : L=100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3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7.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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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31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폐기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17일
제주시장
□ 요금계기 폐기에 관한 사항
폐기

연번

구분

소속기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1

폐기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

민원실

F21010247

‘17.11.17.

2

폐기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지소

민원실

G8112138

‘17.11.17

연월일

비고

제주시 고시 제2017-312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3.
제주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김주홍 외 1명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오라이동 513-6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00mm) : L=16.05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1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7.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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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제주시 공고 제2017-3115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11(2012.2.8)호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
2017-73(2017.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의 열람을 같은법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5.
제주시장
다

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사업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

A=64,443㎡

제주시 아라1동 6-2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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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간
- 당초 : 2012. 10. 10. ~ 2017. 12. 31.
- 변경 : 2012. 10. 10. ~ 2018. 12. 31.
※ 변경사유 : 공익사업법에 따른 평가의뢰, 안건산정, 재결 등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 장소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열람기간 : 2017. 11. 15. ~ 2016. 11. 29.(14일간)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728-3514)
제주시 공고 제2017-311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
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
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2012-70

㈜제주
준투어

고O준

제주시 노형로 395,
3층(노형동 단일빌딩)

변경등록
(소재지)위반

17.11.23.

수취인불명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 위반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근거법령

1차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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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2차
3차
사업정지

사업정지

15일

1개월

4차

등록취소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2017. 11. 8. ~ 2017. 11. 23.(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8.
제주시장

- 93 -

도보 제687호 2017년 11월 15일(수요일)

서귀포시 고시 제2017-213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윤옥*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23-20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74-1번지 연립주택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시 행 목 적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74-1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VC이중벽관 D300mm) L=166m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TEL 064-760-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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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17-214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이미*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번길 24-15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405-3번지 단독주택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시 행 목 적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405-3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VC이중벽관 D250mm) L=64m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TEL 064-760-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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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17-215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신정*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73-27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580번지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시 행 목 적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580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VC이중벽관 D200mm) L=110m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TEL 064-760-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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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7-2387호
일반여행업체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청문조서를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제327호

(주)가락**

김*

서귀포시 동홍서로**(동홍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4차 행정처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

·

·

·

근거법령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법제35조
제1항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

1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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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사업정지

사업정지

1개월

2개월

4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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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문조서 통지
가. 청문조서 주요내용 ※청문조서는 관광진흥과 내방하여 확인
- 제목 : 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보험미가입) 청문
- 당사자등 출석여부 : 통지하였으나 불출석
-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8. 30.(수) / 서귀포시청 1청사 3층 중회의실
- 청문공개 : 비공개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 불출석
- 기타 : 당사자 불출석으로 행정청의 의견만 들음. 위 청문 일시에 청문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 별첨.
- 청문주재자 : 서귀포시청 변호사 이지원
나. 청문조서 정정요구 방법 : 문서 제출 또는 구술
- 제출처 : 서귀포시청 별관 6층 관광진흥과 관광산업담당
wedf65@korea.kr 팩스 064-760-2659
- 연락처 : 064-760-2863
7. 게시장소 :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8. 공고기간 : 2017. 11. 14. ~ 11. 28.(14일간)
2017. 11. 14.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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