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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49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제1호 중 “날부터 30일 이내”를 “날부터”로 한다.
제3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례 제206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도보 제788호 2019년 05월 08일(수요일)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
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 및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3.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⑤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기관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세무업무담당 실 국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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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대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는 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
정한다.
④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대상기관의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10조(대상기관 선정결과 공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
페이지에(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 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
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정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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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
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
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
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
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
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
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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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이용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1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
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경기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4.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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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2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
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
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내 문학인 또는 문학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5. 문학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7. 그 밖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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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주 지역 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
주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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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립문학관 설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3호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
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
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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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
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접수 일”을 “접수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및”을 “별지 제3호서식 및”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로, “하지 아니 할”을 “제한할”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9조 중 “따른 시설의”를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
다.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중 “제12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를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
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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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유자 및 그 가족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
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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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4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을 ““작
은도서관”이란”으로,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
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료” 라 함은”을 ““자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호”를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구축하여”를 “마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치”를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
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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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비에 대한 조건”을 “시
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서가 구비되어야”를 “장서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마련되어야”를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작은도서관”을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은도서관의”를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ㆍ확대ㆍ 보수”를 “작은도
서관 설립ㆍ확대ㆍ보수”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관리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
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주5일”을 “주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은 도서관마다”를 “작은도서관마다”로 한
다.
제10조 중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을 “공휴일에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로, “임시”를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자료의”를 “운영자는 자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받아야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의 도
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제3항 중 “위원과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를”을 “운영위원회를”로, “통 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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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5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분야”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로 한다.
제4조의2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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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6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경제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
의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
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정책감시 및 제
안 등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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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연구ㆍ개발ㆍ조사ㆍ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에너지빈곤층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정책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다소
비로 인한 환경피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
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노력
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절약 확대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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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8.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확대 방안 마련
9.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행 시행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
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 건설 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대
한 교육 시설을 부대시설로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시설의 실내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은 정부가 인
정하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건
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축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도로ㆍ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
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
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
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 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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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에너지ㆍ도시계획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 또는 본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3.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참여 보장에 대한 조정
4.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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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
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세제ㆍ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이나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
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
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도민 등과 협력강화)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온
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도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
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
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백서 작성) ①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5.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추진현황
6. 제주자치도 에너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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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위원 정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만료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7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
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
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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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
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공기업 등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보고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ㆍ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
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지역 공공기관 및 공
기업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
보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 위촉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공공구매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공기업 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2. 제주자치도에 있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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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8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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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 치 기 준
시 설 물
“가” 지 역
“나” 지 역
․ 1객실 당 1대
3의2. 생활숙박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6 제3호의2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9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통비 면제)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
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하여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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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0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 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
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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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
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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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도민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도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인력제공, 재원확보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6. “관련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민건강관리 시책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제5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도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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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
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
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도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
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4. 학교보건ㆍ산업안전보건 관계자
5.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④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참여가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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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업체,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정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
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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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 등
제19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③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신청) 건강주치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사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도ㆍ감독ㆍ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기관 확충)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도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8.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제5장 보 칙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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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건강정
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도
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
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2호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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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람사르 습지 등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를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
전 관리에”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2조의 예”를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 등”이”를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람사르 습지(이하 “습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습지 등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
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지질ㆍ인문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습지보전 심의 위원회”를
“습지보전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
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습지보전”을 “습지보전과 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및 변경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내륙습지와 연안 습지, 람사르 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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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9조) 중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주민에 대
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으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주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습지조사
2.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모니터링
3.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및 검토지원
4.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자료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ㆍ조사사업
③ 도지사는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람사르 습지도시(마을)의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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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3호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
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관리”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
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말한다.
3.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
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
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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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3.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저감방안
4.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 ①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
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
서 제외한다.
③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지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제외 대상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른다.
제8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
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착용 또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
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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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 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저감 사업의 사업비 지원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4. 제12조의 도민제안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의 과
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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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
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
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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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
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사회적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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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5.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6.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제9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5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
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
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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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수난구호협력기
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로, “주
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정책을”을 “정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를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
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들”을 “도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 및 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여성보행자”를 “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운전자”를 “운전자”로 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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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호 중 “여성 대중교통 승객”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 임신ㆍ출산”을 “임신ㆍ
출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 보육ㆍ영유아동반”을 “보육ㆍ영유아동반”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애주기별”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과 가족이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5장의 제목 “기타”를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5장제24조를 제6장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티터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도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제26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실비 변상)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참여단의 활
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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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에서 의결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7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
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제주비엔날레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
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비엔날레의 가치 함양
2. 제주비엔날레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주제연구
3.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경향을 소개하는 국내 외 미술교류 협력
4.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비엔날레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주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주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주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및 개선사항
6. 그 밖에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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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 사항이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제주비엔날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란에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대
외협력국

6의2

제주도립미술관장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1. 제주비엔날레 개최
2.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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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조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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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9년 3월 22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2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
22호서식과 같다.
제2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9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표와 같다.
제25조(압류재산의 인수 인계서) 영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인계 인수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
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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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평점

전문
성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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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1)
신청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
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연평균

회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징수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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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수신
(경유)
제목

기관명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직인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팩스번호(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홈페이지 주소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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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9년 4월 29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21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
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
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
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
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
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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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동강령책임관 지정기관(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행동강령책임관

도 본청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직속기관

소속 주무부서의 장

사업소

소속 주무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소속 주무부서의 장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주무부서의 과·국장

행정시

청렴 업무 담당 국장

2019년도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19년 4월 29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622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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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 “고령해녀수당 및”을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령해녀수당 및”을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수당 신
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령해녀수당 및”을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 조건

70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해녀

70세∼79세

월 10만원

◦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달에 현직을 유지한 날
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

80세 이상
고령해녀

물질시까지

80세 이상
물질작업 은퇴
해녀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40세 미만
신규해녀

은퇴일부터
36개월까지

어촌계
가입일부터
36개월까지

월 20만원

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월 30만원

◦ 은퇴하는 달에 고령해녀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은퇴수당을 지급함
◦ 은퇴 후 현직해녀 복귀 시 이미 지급된 은퇴수
당은 환수(반납)하며 이후 고령해녀 수당 지급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외 거주자는 지급 제외함

월 30만원

◦ 어촌계 최초 가입일이 속한 달은 일수와 관계
없이 1개월로 본다.

※ 비고: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은 최초 지급 후 60개월 이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정착지원금은 환수(반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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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해녀수당(□고령해녀수당, □고령해녀은퇴수당)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성 남,여 나 만 세
별
이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확인

조업일수

수산물 생산량(kg/원)
소라

성게

우뭇가사리

기타

일
③지급계좌
④은퇴신청
일자

예금기관

계좌번호

년 월 일

예금주

은퇴신청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해녀수당(□고령해녀
수당 □은퇴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구비서류 : ➀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해녀증(사본) 1부.
➁ 조업일수, 수산물생산량 확인관련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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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

소

성

생년월일

별

남,여

(전화 :

나
이

만

세

)

물질조업 및 수산물 생산실적
② 관내생산

수산물 생산량(kg/원)

조업일수

소라

확인

성게

우뭇가사리

기타

일
③ 어촌계

최초

가입일
④지급계좌

년

월

일(

예금기관

년차)

계좌번호

예금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구비서류

(인)

➀

어촌계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최초신청시) 1부.

➁

해녀학교 전문과정 이수증(사본) 또는 현직해녀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 받은 증명서 1부.

③ 수산물생산확인관련 서류 1부
④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⑤ 해녀증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개인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행정시, 당해 읍·면·동, 관내 수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착지원금 선정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당 지급일로부터 5년 간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을 미제공할 수 있으며, 미제공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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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9-49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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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합니다.
·

2019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한라수목원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료 면제 대상 확대와 입장료 및 주차료 금액 관련 조문을 재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타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나. 주차료 초과요금이 부과되는 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탐방객에게 합리
적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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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길 72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
• 전화 및 전송 : (064)710-7575 Fax(064)710-7599
• E-mail : vivaree1004@korea.kr
라. 제출서식
·

입 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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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19. 5. 1. ∼ ’19. 5. 20.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9-50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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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시행 2019. 3.14)에 따라 야영장을 등록한 자에게 재난 또는 안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야영장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등록 신청을 받은 야영장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
우 해당 시설과 지하수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4조제4항제3호의3 제3호의4)
나. 야영장을 등록한 자에게 야영장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
록 함(안 제15조제6항 제7항 제8항,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56 -

도보 제788호 2019년 05월 08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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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345, FAX 064-710-3319
- E-mail : mary9636@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9. 5. 3. ∼ 2019 . 5. 20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9-5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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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조정 등 민선7기 인사혁신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인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청원경찰 징계의결 사무를 공무원과 통합하여 인사위원회 소관사무로 분장 (안 제7조)
나. 지역인재 선발채용 자격요건 완화(안 제18조)
-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어학기준 점수 적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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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조정(안 제22조 및 별표 6)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6급(연구사 지도사 포함)은 3년 6월, 9급은 1년 6월로 각각 확대하고,
반영비율도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균형있게 적용
라. 금품 향응수수 및 성폭력 등 주요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안 제23조)
- 가산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마.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안 제36조)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확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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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4, FAX 064-710-6449
- e-mail: kdho911@korea.kr
라. 제출서식
·

·

·

·

입 법 안

수 정 안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9. 5. 3. ∼ 2019.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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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9-76호
산천단유원지 일부 (천체테마파크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산천단유원지 일부 (천체테마파크야간관광자원 조성사
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산천단유원지 일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나. 사업의 명칭 : 산천단유원지 일부(천체테마파크야간관광자원(제주별빛누리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
다.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0-34
라. 면적 및 규모 : 33,603㎡ (당초 33,637㎡)
마.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바. 변경사유 :
- 디자인건축지적과-4651(2018.02.12.)호 관련하여 “임야(산)토지 등록전화사업 지적공부정리”로
인한 측량 결과 반영
이 동 전
행정시

이 동 후
면적
증감

동
지번

지목

계

면적

지번

지목

33,637

비고

면적

33,603

감 34

제주시

오등동

산32-1

임

4,343

10-30

임

4,333

감 10

제주시

오등동

산33-1

임

2,202

10-31

임

2,083

감 119

합병
(오등동
10-34)
제주시

오등동

산34

임

27,092

10-32

임

27,187

증 95

※ 오등동 10-30외 2필지가 오등동 10-34번지로 합병 처리되었음. (2018.11.28.)
- 제주별빛누리공원내 증가하는 방문객으로 보조 관측실이 협소하여 원활한 관측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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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토지이용계획(변경)
부지면적 (㎡)
구 분

주요도입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계

33,637

33,603

감 34

특수시설

33,637

33,603

감 34

전시관람시설(제주별빛누리공원)

아. 건축계획
시설규모(㎡)
세부

구 분

시설명

연면적
기정

합 계

층 수

건축면적
1,935.66

4,328.85

계

418

주관측실

48

보조관측실

100

세미나실

120

연구/사무실

150

변경

증감

4,393.77

증 64.92

482.92
3층

관측시설

164.92

증 64.92
2층

계
전시․
영상시설

지원시설

2,880

2,880

천체투영실

255

2층

4D영상관

225

1층

전시실

2,400

2층

계

1,030.85

로비
/안내데스크

180

기념품판매점

180

카페
/페밀리레스토랑

330

통로/기타

340.85

- 60 -

1,030.85

1층

비 고

도보 제788호 2019년 05월 08일(수요일)

자.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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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필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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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천단유원지 일부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0-34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다. 사업명칭 : 산천단유원지 일부(천체테마파크야간관광자원(제주별빛누리공원)조성사업) 개발사업 - 제
주별빛누리공원 보조관측실 증축공사
라. 면적 및 규모 :
- 부지면적 : 33,603㎡ (기정 33,637㎡)
- 건축규모
지상1층

건축면적

기존 : 1,935.66㎡
변경 : 1,935.66㎡

도로관계

해당없음

연 면 적

기존 : 4,328.85㎡
변경 : 4,393.77㎡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용적률산정연면적

기존 : 3,985.19㎡
변경 : 4,050.11㎡

최고높이

19.1m

건 폐 율

기존 : 5.76%
변경 : 5.76%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 적 률

기존 : 11.86%
변경 : 12.05%

주차계획

기존주차

정 화 조

단독정화조800인조

규

모

마.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9. 5. ~ 2019. 12. 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변경사유
- 제주별빛누리공원내 증가하는 방문객으로 보조 관측실이 협소하여 원활한 관측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증축
차. 기타사항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하여 인 허가를 득하여야 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 고

오등동 10-34

임야

33,603

33,6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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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77호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 지원 및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추자항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항만시설(추자항)에 대하여 어촌 지원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수산물 가
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 항만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면 적(㎡)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

7-1

추자항

연안항

추자면 대서리,
예초리일원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74,401

-

74,401

2010.3.8

비고

-

항만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시 설 내 용

합 계

-

848,400

-

848,400

100.0

①기본시설

방파제, 파제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항만법 제2
조제5호가목

10,654

-

10,654

1.3

②기능시설

대합실,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
장, 연료공급시설, 급수시설, 얼음생산 및 공급
시설 등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

5,058

증)2,243

7,301

0.9

③지원시설

복합화물터미널, 항만업무용시설, 주차장, 연구
시설 등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

1,123

-

1,123

0.1

④항만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항만법

배후단지

제2조제7호

7,738

감)2,243

5,495

0.6

823,827

-

823,827

97.1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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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도면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시설명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어촌지원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특
7-1
추자항 -기능시설(증 2,243㎡)
수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항만배후단지(감 2,243㎡)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710-2686), 해운항만과(☏710-63695), 제
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728-351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추자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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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78호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
당리 산168번지 등 3필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

래-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명 칭 :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등 3필지
○ 규 모 : 67,741㎡
2. 사업시행자 : ㈜에스앤가든 대표이사 김우석
3.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4. 사 업 비 : 7,834백만원
5. 지정고시 연월일 : 2019. 5. 8.
6. 사업개요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67,741

100.0

기본시설

1,617

2.4

농업전시관, 학습관 등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19

0.8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카페테리아

휴양문화시설

8,529

12.6

제주돌문화원, 야생초화원 등

영농체험시설

28,089

41.4

제주자연체험장, 가든체험장 등

조성녹지

11,236

16.6

-

산책로

8,778

12.9

-

기숙사

1,065

1.6

-

공공시설

7,908

11.7

주차장, 도로,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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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서
연번

소 재 지

본 번

부 번

공부상면적
(㎡)

지 목

합계

편입면적
(㎡)

비 고

67,741

67,741

-

1

구좌읍 송당리

산166

3

목장용지

7,951

7,951

-

2

구좌읍 송당리

산167

3

임야

19,900

19,900

-

3

구좌읍 송당리

산168

임야

39,890

39,890

-

7. 기타사항
○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377
도로구역 결정(폐지)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건설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로(4구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폐지)에 앞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로구역을 결정(폐지)하려는 사유
○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와 헬스케어타운 진입
도로(4구간) 건설공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도로구역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받고자 함.
2. 도로구역의 위치
도로구간

읍면동

도로의
종류

시점

종점

총연장
및 면적

사업명

서귀포시
대정읍

시도
19호선

구억리
1037-1

보성리
2057-1

4.2Km
163,666㎡

영어교육도시 제2집입도로
건설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시도
371호선

토평동
1945

토평동
3069-2

1.19Km
17,35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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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4.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9. 5. 3. ~ 2019. 5. 16. (14일간)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064-710-2732)
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39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동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05. 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 : 주식회사 지씨산업개발
2. 등록 연월일 : 2019. 4. 18.
3. 등록번호 : 제주190002
4. 자 본 금 : 300,000,000원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제주시 승천로6, 303호(이도이동, 하늘그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419호

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

음

「제주특별법」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의 수립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1. 공 고 명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변경)
조례」제41조의2에 따라 수립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2. 공고내용
조절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변경사항 : 붙임
3. 시행일 : 2019. 5. 7.
2019. 5. 7.
4. 열람장소 :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064-710-2472)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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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변경)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공고 시행 중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제5차 회의(‘19. 5. 3.) 상정․결정 결과 반영
하여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
□ 계획변경
❍ 자율감차 기준 변경
현 행
변 경
 (자율감차)
 (자율감차)
“생략”
현행과 같음
❍ (감차목표) “생략”
❍ 현행과 같음
❍ (감차기간) “생략”
❍ 현행과 같음
❍ (감차기준)
❍ (감차기준)
- 업체별 보유대수 등급구간별 감차율 차등적용 - 업체별 보유대수 등급구간별 감차율 차등적용
(비율표 변경)
❍ 변경내용(자율감차 기준 변경)
∙(현행) 1~30% 차등 적용(101~200대 구간 5대당 1%씩 체증 적용)
❍

보유
대수

100대
이하

감차
비율

0%

101
~
200
1 ~
20%

201
~
250

251
~
300

301
~
350

351
~
400

401
~
500

501
~
700

700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변경) 1~23% 구간 현행 유지, 24%이상 구간 23% 일괄 적용
보유대수

100대 이하

101~200

201~250

251~300

301~

감차비율

0%

1~20%

21%

22%

23%

기타 수급조절을 위한 사항 중 추가증차 허용대상 변경
현 행
변 경
□2 (수급조절)
□2 (수급조절)
② (추가증차)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허용시기) “생략”
❍ 현행과 같음
❍ (허용대상)기존 감차 업체가 증차를 원할 경우 감 ❍ (허용대상)증차수요 발생 시 기존 감차 업체에 자
차 비율에 따라 증차, 증차규모에 따라 기존업체
율감차 범위까지 감차 비율에 따라 증차, 자율감
와 신규업체 비율 조정
차 범위 초과증차 또는 기존업체 증차 포기 시 신
규업체 허용 검토
❍ 변경사유
-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및 제주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
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공고 시행중에 있으나, 자율감차 참
여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 조합 총회(‘19. 4. 17.)를 거쳐 감차비율 조정
건의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결정(’19. 5. 3.)하여 수급조절계획 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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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9.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4-2

353

청지기

대표자
성 명

변경등록
년 월 일

홍경환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인프라구축 및 행정위탁 사업
○ 사회적자본 형성 등 시민사회역량
‘19. 5. 1.
강화사업
○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
능한 미래전략 사업

주 된 사 업

◇ 변경내용
 단체명칭 변경
- 당 초 : 네트워크고리
- 변 경 : 청지기
 대표자 변경
- 당 초 : 김 정 찬
- 변 경 : 홍 경 환

끝.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9. 5.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3길 5

133

(사)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
성 명

변경등록
년 월 일

오옥성

○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합리적인 생활개선 보급 및 청소년
‘19. 5. 3.
선도 사업
○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 등

◇ 변경내용
 대표자 변경
- 당 초 : 고 복 신
- 변 경 : 오 옥 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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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9-1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4. 29.
제주시장
-다
❏

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점용 사용
점용 사용
점용 사용 점용 사용
피허가자 비고
목 적
장 소
면 적 기 간
전기사용신청에
2019. 4. 29.
해안동2818-7, 0.788㎡ ~시설물
2019-1 2019.4.29. 따른 안정적 제주시
존치시 한국전력공사
2817-8번지
일원
전력공급
까지

제주시 고시 제2019-145호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30.
제주시장
❏

하천 점용 허가(변경) 내용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점용
목적

점용
피허가자 비고
기간
2019. 4. 30.
~
제주시장
2019-16 2019. 4. 30. 보안등 설치 원장천 노형동 3769번지 0.9㎡
시설물
(건설과장)
존치시까지
하천명

점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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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9-147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5. 02.
제주시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표 자 고미*
시행자 대
등록번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8길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삼양일동 1260-3번지 일원
․오수관(PVC관
D200mm): L=52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3개소
공 사 기 간
2019. 05. ～ 2020. 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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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9-149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5. 03.
제주시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표 자 이지*
시행자 대
등록번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97-3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00mm): L=68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2개소
공 사 기 간
2019. 05. ～ 2019. 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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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9-1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
제주시장
❏

하천 점용 허가 내용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점용
목적

점용
피허가자 비고
기간
2019.5.1.
건입동
~
산지천보존
2019-17 2019. 5. 1. 어린이테우
산지천 1430번지
체험
일원 382.85㎡ 2019.5.30. 사랑회
(30일간)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제주시공고 제 2019-1400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2018.11.28.(제주특별자치도고시 2018-23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제주
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환지계획을 같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공람하
신 후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제주시장
1. 사 업 명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3. 시 행 자 : 제주시장
4.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5. 공람기간 : 2019. 5. 7. ~ 2019. 5. 21.
6. 공람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1층회의실(제주시청 정문 맞은편)
7.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8. 기타사항 : 해당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하오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미 수
령되는 것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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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9-1408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277호(2016.10.26.)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 고시 제
2019-135호(2019.4.24.)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
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7.
제주시장
다

음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 주 배관
기정

구 분

▢

변 경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애월BV ~ 제주화력
(1공구)

36,197.48m

20,132.97

-

-

애월기지 ~ 한림화력
(2공구)

30,087.18m

15,604.74

-

-

비 고

-

관리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폐지

1-1

애월
BV

신설

1-1

기정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7-1 일원

3,359

감)3,359

-

애월
BV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6-4 일원

-

증)1,795

1,795

1-2

광령
VS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413 일원

8,542

-

8,542

기정

1-3

제주
BV

제주시 노형동
1859

1,845

1,845

기정

1-4

봉개
GS

제주시 봉개동
1050 일원

16,578

16,578

기정

2-1

한림
CGS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 일원

16,914

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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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변경)의 요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공급관리소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3.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8.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번지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등 : 열람장소에 비치
7. 열람기간 : 2019. 5. 7. ~ 2019. 5. 21. (14일간)
8.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728-3514), 애월읍사무소(☏728-8891)
제주시 공고 제2019-1425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업종
등록번호

음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동신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605호
일반여행업 2017-4 ㈜인성국제여행사 (JIANG
(연동, 로얄쇼핑오피스텔)
DONGXIN)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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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
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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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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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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와 같
다
[별표2] 2.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법제35조
사업정지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 제1항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1개월
2개월
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9. 05. 03. ~ 05. 20.(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9. 05.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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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019. 05. 03.
제주시장
제주시 공고 제2019-1427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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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유승원
일반여행업 349
승원(주)
(liu shengyuan)

소재지
제주시 원노형3길 17, 201호
(노형동, 재형파크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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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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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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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법제35조
사업정지
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 제1항
시정명령 사업정지
취소
1개월
2개월
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6.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19. 05. 03. ~ 05. 20.(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19. 05. 03.
제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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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9-1428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
(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
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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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의견제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반송사유
기한
도령로 40, 315호 ‘19.05.31. 폐문부재 등
2015-93 주식회사 투어마켓 유○미 제주시
(노형동, 하와이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 법 제35조
사업정지 등록취소
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 제1항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2개월
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2019. 5. 7. ~ 2019. 5. 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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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7.
제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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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 2019-91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결정된 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서귀포시장
하천구간
하천명

하천등급

면적(㎡)
기점

종점

거리(㎞)

동홍천

지방하천

서귀포시 동홍동
산15번지선

서귀포시 서귀동
299번지선 해안

7.35

236,202

의귀천

지방하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64번지선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077번지선 해안

9.21

499,311

송 천

지방하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87-1번지선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55번지선
해안

7.40

297,924

변경일, 사유

2019.04.25.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서귀포시 공고 제2019-1202호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시행하는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신청
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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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0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19. 5. ～ 2020. 12.(예정)
라. 사업내용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L=1.36km
마.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2. 보상대상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사, 측량, 감정평가, 공사관련 등
나.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다.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계자
라. 출입대상 토지 :“붙임”토지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5. 7. ~ 5. 2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복구지원팀), 제1청사 본관4층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별표 1)바
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19년 5월 이후(추후 개별 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또는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후에 예금통장 계좌
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
인별로 통지 예정입니다.
7.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2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나.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서귀포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사 추천양식은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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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하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064,760-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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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
사

신

업

청

명

의

신

청

서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
(이의신청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제출(이의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제 출 자

일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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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조 서
사업명 :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소재지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소

지 번

지 목

면

공부상

대장

적 (㎡)

소

편입면적

자

소

관 계
성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
용

비고

임야

4,471

658

임야

7,977

산71

임야

43,896

349

산71-2

임야

3,306

153

505

전

9,524

196

502

전

2,982

79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53

663

임야

2,245

451

제주특별자치도

670

임야

1,828

197

제주시 황사평6길58,108동101호
(화북이동, 황사평갤럭시타운)

고성기

668

임야

15,792

113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671

임야

3,613

679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562

구문회

광주 북구일곡로100,106동1505호
(일곡동, 일곡1차현대아파트)

서해성

1/6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41

서연자

1/6

김미숙

1/6

전현득

1/6

이승은

1/6

서연화

1/6

계

임야

2,112

97,746

서울강남구잠원동64-4 대림아파트3동 1101호

명

인

659-8

674

45

주

유

5,672 서울용산구서빙고동241-21신동아아파트14동207호

176

서울강남구대치동307-2은마아파트29동604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4,
동1901호(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87,113동307호
(강정동, 대림한숲빌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425번길24(전포동)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문태서길16
부산 부산진구전포대로306번길10,에이1201호
(전포동, 대우리치빌)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32-35,101호
(증산동, 거봉빌라)

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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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
유광훈
강창보
김순임

서울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광장지점)

강경민

서귀포시 중앙로75(서귀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귀포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권

김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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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9-1202호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시행하는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신청
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0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19. 5. ～ 2020. 12.(예정)
라. 사업내용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L=1.36km
마.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2. 보상대상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사, 측량, 감정평가, 공사관련 등
나.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다.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계자
라. 출입대상 토지 :“붙임”토지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5. 7. ~ 5. 2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복구지원팀), 제1청사 본관4층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별표 1)바
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19년 5월 이후(추후 개별 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또는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후에 예금통장 계좌
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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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
인별로 통지 예정입니다.
7.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2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
다.
나.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서귀포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사 추천양식은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하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064,760-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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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
사

신

업

청

명

의

신

청

서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
(이의신청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
제출(이의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제 출 자

일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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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조 서
사업명 : 수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소재지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남원읍
수망리

소

지 번

지 목

면

공부상

대장

적 (㎡)

소 유

편입면적

소

관 계
성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
용

비고

임야

4,471

658

임야

7,977

산71

임야

43,896

349

산71-2

임야

3,306

153

505

전

9,524

196

502

전

2,982

79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53

663

임야

2,245

451

제주특별자치도

670

임야

1,828

197

제주시 황사평6길58,108동101호
(화북이동, 황사평갤럭시타운)

고성기

668

임야

15,792

113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671

임야

3,613

679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562

구문회

광주 북구일곡로100,106동1505호
(일곡동, 일곡1차 현대아파트)

서해성

1/6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41

서연자

1/6

김미숙

1/6

전현득

1/6

이승은

1/6

서연화

1/6

임야

계

2,112

97,746

서울강남구잠원동64-4 대림아파트3동 1101호

명

인

659-8

674

45

주

자

5,672 서울용산구서빙고동241-21 신동아아파트14동207호

176

서울강남구대치동307-2 은마아파트29동604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4,
동1901호(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87,113동307호
(강정동, 대림한숲빌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425번길24(전포동)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문태서길16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306번길10, 에이1201호
(전포동, 대우리치빌)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32-35,101호
(증산동, 거봉빌라)

8,110

- 88 -

강원석
유광훈
강창보
김순임

서울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광장지점)

강경민

서귀포시 중앙로75(서귀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귀포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권

김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