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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고시 제2018 - 84호

국화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ㆍ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국화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ㆍ생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국화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ㆍ생태)사업
 
2. 사업목적 : 장복1리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장복1리 일원
나. 면 적 : 287ha
다. 사업개요

- 지역경관개선 : 마을환경개선사업, 소공원 및 쉼터 조성, 국화동 향수길
조성, 수변산책로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국내 선진지견학, 컨설팅, 제경비 등

4. 소 요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350, 도비45, 군비105)

5. 사업예정기간 : 2017년 ∼ 2018년 (2년간)

6. 사업의 효과 : 마을경관자원을 활용한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으로 지역 이미지개선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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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기능)별 투자계획

기능별 세부공종 단위 수량 총사업비
연차별

비고
2017년 2018년

합   계
500,000

<4,315>

110,000 390,000

<4,315>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362,573

<4,315>

59,929 302,644

<4,315>

○마을환경개선사업 식 1 93,438 -
93,438

<4,315>

○소공원 및 쉼터 조성 ㎡ 809 106,504 59,929 46,575

○국화동 향수길 조성 ㎡ 371 32,345 - 32,345

○수변산책로 조성 ㎡ 2,528 130,286 - 130,286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50,000 - 50,000

○교육 식 1 20,000 - 20,000

○국내 선진지견학 식 1 10,000 - 10,000

○컨설팅 식 1 20,000 - 20,000

기타

경비

소  계 87,427 50,071 37,356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식 1 41,871 41,871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 식 1 45,556 8,200 37,356

< > : 자부담,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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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국화동
향수길
조성

예산 대술 장복

499-4 도로 552.0 83.0 우＊＊

668 구거 796.0 1.0 국(농수산부)

679 도로 564.0 58.0 국(농수산부)

680 구거 1,028.0 3.0 국(농수산부)

688 도로 1,642.0 226.0 국(농수산부)

소계 4,582.0 371.0

소공원 및 쉼터 
조성

예산 대술 장복

349-3 임야 271.0 271.0 조＊＊ 외1
인

358 대지 400.0 6.0 장복1리
구새마을회

606 하천 58,447.0 517.0 국(건설부)

610-5 도로 3,922.0 15.0 국(건설교통부)

소계 63,040.0 809.0

수변산책로
조성

예산 대술 장복

359 전 466.0 145.0 이＊＊

360 전 88.0 18.0 김＊＊

387-1 전 387.0 151.0 김＊＊

599-16 도로 268.0 95.0 국(건설부)

606 하천 58,447.0 2,110.0 국(건설부)

610-5 도로 3,922 9.0 국(건설교통부)

소계 63,578.0 2,528.0

마을환경
개선

예산 대술 장복

350-1 대 178.0 4.0 정＊＊

357-2 전 298.0 7.0 김＊＊

499-3 대 255.0 4.0 안＊＊

606 하천 58,447.0 - 국(건설부) 소공원에
면적포함

610-5 도로 3,922 - 국(건설교통부) 소공원에
면적포함

678 하천 2,993.0 19.0 국(농수산부)

소계 66,093.0 34.0

계 　 　 197,293.0 3,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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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고시 제2018 - 85호

오산2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오산2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오산2리 창조적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
 
2. 사업목적 : 지역특성과 주변여건 분석을 통한 중ㆍ장기 계획수립으로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수행능력
배양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산2리 일원
나. 면 적 : 144.4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행복증진센터, 마을광장, 공동주차장
- 지역역량강화 : 교육, 문화복지, 제경비 등

4. 소 요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350, 도비45, 군비105)

5. 사업예정기간 : 2017년 ∼ 2018년 (2년간)

6. 사업의 효과 : 문화생활 기회 확대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주민간 결속력 강화 기대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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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기능)별 투자계획

기능별 세부공종 단위 수량 총사업비
연차별

비고
2017년 2018년

합   계 500,000 110,000 390,000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396,000 54,000 342,000

○주민행복 증진센터 ㎡ 120.75 318,000 52,000 264,000

○마을광장 ㎡ 300 42,000 - 42,000

○공동주차장 ㎡ 300 36,000 - 36,000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30,000 10,000 20,000

○교육 식 1 20,000 10,000 10,000

○문화복지(동아리활동) 식 1 10,000 - 10,000

기타

경비

소  계 74,000 46,000 28,0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식 1 39,000 39,000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식 1 35,000 7,000 28,000

(단위 : 천원)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주민행복 
증진센터 외

예산 신암 오산 585-8 전 2,379 1,000 안기＊ 외 
1인

소   계 2,379 1,000

계 　 　 2,3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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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9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1.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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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3-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2-23
2018052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광시)와 방위를 활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165-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417-65
20180521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

적 상징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24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64
20180521 신축 20091113

옛 지명(간량골,간량동)을 이용하여 간양길

로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141-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44-16
20180521 신축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

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292-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62-17
20180521 신축 20091113

벚꽃로 3,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17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시왕길 328-6
20180521 신축 20091113

불원리와 시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

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36-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루미안길 24
20180521 신축 20091113

시루봉밑의마을이라 시루미라 불리는 자연

마을 이름에서 유래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6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길 101-36
2018052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여래미)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7-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2길 26
2018052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월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5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새터길 13-79
2018052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장신리)과 고유지명(새터)을 이

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48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37-9
20180521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

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

적으로 부여

1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485-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237-15
20180521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

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

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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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변 경 사 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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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2-23 20180519 전소멸실(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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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9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8.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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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3-1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823-9
20180528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

반영하여도청대로로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00-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74-7
20180528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98-1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명산로 318
20180528 신축 20091113

봉명산을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72-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삽티길 45-47
20180528 신축 20100315

삽티고개 밑의 마을 길로 자연마을이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49-37, 149-4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19

201805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6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부흥길 6-9
2018052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과 고유지명(부흥)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362-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하천길 163-86

20180528 신축 20091113
신양리와 하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706-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원평길 141-31
20180528 신축 20091113

신장리와 원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396-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원효봉길 38-6
20180528 신축 20091113

원효봉 중계소 가는 길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39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원효봉길 38-8

20180528 신축 20091113
원효봉 중계소 가는 길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235-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232
20180528 신축 20091113

조곡리와 예림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50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99-18
20180528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1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40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산단1길 7
20180528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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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변 경 사 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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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부흥길 6-9 20180525 철거(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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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8-6호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m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산물가공을 통

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

정함.

3. 주요내용

❍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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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제3조)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안 제11조)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

조)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자 의무와 책임(안 제20조)
❍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무의 위임(안 제2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5. 18. ~ 6. 6. (20일간)

5. 의견제출

 m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

군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단, 주소 :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우편번호 : 32418)에게 서면이나 메일(wooe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단 생활자원팀 

【☎(041)339-8172】으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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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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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

업인 육성과 농산물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 라 한다)

2.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

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 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완

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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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대학교, 식품업체, 연구기

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가공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

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 판매

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

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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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효율적인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

정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가공센터 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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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책임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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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가공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제12조(가공시설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이 예산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

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

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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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 하고자하

는 소속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 서

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실

습,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기간) 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 사용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

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행정절

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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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안

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식품안전관리기준의 원부재료 입고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허가 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

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수수료) ①사용수수료는 가공기계설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

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

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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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정된 사용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예산군 금고에 직

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한 사용수수료는 기계사용 전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하고, 미납시 기계 사용이

불가하다.

제17조(사용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

6조의 사용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수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입한 사용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 ㆍ 정지 되었

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생산이 취소 ㆍ 정지되었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ㆍ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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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

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

음 각 호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

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의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군수는 가공센터 건축물ㆍ기계설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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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

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

무의 전부를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

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세법」ㆍ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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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 제1항 관련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신청서
 1. 신 청 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업기술센터 내)

구  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면적 지상1층, 852.44㎡

 3. 사용기간 20   .   .   . ∼ 20   .   .   .

 4. 사용목적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  예산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  예산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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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 제1항 관련 앞면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가공센터 20    -  

 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

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구  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면적 지상1층, 852.44㎡

 3.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특이사항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

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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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 제1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

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보

육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

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예산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예산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예산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예산군 직원 입회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예산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예산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예산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군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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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 제4항 관련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
 1.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주    소

업    종 e-mail

 2. 신청내용
사용자명 외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

제품명
(품목)

주원료명 및 
원료량(㎏)

가공유형 비  고
(시험용,판매용)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수첩 사본

 예산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6.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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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 제4항 관련 앞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사용료

특이사항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

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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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 제4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라.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마.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

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

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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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720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

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

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특별

휴가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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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 규정의 준용 법령인 공무원증규칙 이 국가공

무원 복무규칙 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준용 법령을 국가공무원 복

무규칙 으로 수정(안 제12조)

나. 상위 법령에 따라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출 계산식”을 조문의 제목

과 같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휴직일수의 산출 계산식”으로 수

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수정(안 제20조)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특별휴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관성 있는 항목별로 순서를 재분류(안 제23조)

1) 출산휴가 규정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내용과 같이 상

세히 규정(안 제23조제2항)

2) 육아시간 규정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남성공무

원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3)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돌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8항)

4) 직원 편의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제한횟수를 “2회”에서 “3

회”로 완화(안 제23조제10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

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

는 등 각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8. 5. 16. ~ 6. 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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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m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총무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5층), 우편번호 : 32435)에
게 서면이나 메일(mout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2】으로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제 507호                     군             보              2018. 5. 30.(수)

- 36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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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사항을”을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조 중 “수행하기위하여”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성실로서”를 “성실로
써”로 한다.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으로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을 삭제하며, 단서 조항으로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항으로”를 “사항으로서”로 하며, “경우”
를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중 “사항으로”를 “사항으로서”로 하며, “경우”를 
“사항”으로 하고, 제4호 중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
의 이익이나”를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으로 하며,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하고,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외”를 “밖의”로 하고, “그 이외의”를 “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귀청하면”을 “사무실로 돌아오면”으로 하고, “구술이나”를 “말

이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복직기관의”를 “본직기관의”로 하며, 

“겸임업무에 관한”을 “겸임업무와 관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로 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면”을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으로 하고, “복직기관의”를 “본직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
이”로 하며, “되면”을 “되었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직 된”을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으로 하고, “직무처리상”을 
“직무처리를 위하여”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15일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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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 중 “착용하여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인사혁신처령)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는”
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해에서만”을 “해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의”를 “소속 공무원의”로 하고, “한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 할”을 “허가
할”로 하고, “연가1일로”를 “연가 1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
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을 “연가 신청을 받았
을”로 하며, 같은 제5항 중 “허가 할”을 “허가할”로 하고, “아니할”을 “아니
한”으로 하며, “범 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
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군수는”
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
다.

제20조제2항 중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
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로 하고, “15일미만은”을 “15일∨미만은”으로 
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
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를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
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하고,

 계산식

 

                          12 - 해당 연도휴직기간(월)
 ᄋ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월 를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개월 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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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연간일수에서”를 “연가일수에서”로 하고, “이를”을 삭
제하며,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를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
하지”를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
의”를 “소속 공무원의”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로 한다.

제22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를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임명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을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로 하며, “참석하는”을 “참석할”로 한다.

제23조(특별휴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
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
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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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
는 무급으로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
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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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년 이상 : 10일
  ⑪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

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 위상을 높인 경

우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고,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연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2.23>

  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
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중 “산입하지”를 “포함하지”로 하고, “산입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
다.”로 한다.

제2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목 “복무조례”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범위내에서 

공무외의”를 “범위에서 공무 외의”로 하며, “있다 .”를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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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과 같음)

제1장 (생  략) 제1장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한 사항을 ----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완수)공무원은 주민 전체
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
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 수행하기 위하여 ---- 
-- 성실로써 ---------------- 
----------.

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이나 공무
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 ------ (삭제) 
- - - - - - - - - - - - - - - - 
-----------------------------
-------------.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
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
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2. ------------------------ 
---- 사항으로서 ----------- 
--------------------------
--------------------------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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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
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 
사항으로서 ---------------- 
--------------------------
------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
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국민의 권익보호 또
는 ------------------- 비밀
로 ----------------- 사항

제4조 (생  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이
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
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
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 
----------------------- 밖의 
----------------------------
--------------------------등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①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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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
치고 귀청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
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사무실로 돌아오면 ------ 
------------------- 말이나 
-------------------------.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
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한 복무
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① ------------- 
--------------- 사람의 ----- 
본직기관의 ----------------- 
--. ---- 겸임업무와 관련한 
- - - - 
----------------------------
---.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
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
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
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② ----------- 사람이 ------ 
---------- 징계사유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에는 ----------- 
---------------- 본직기관의 
-------------------------.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
는 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① ------------ 
--------------------------- 
사람의 ---------------------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
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사람이 ------------------- 
-------- 되었을 때에는 ----- 
--------------------------
--------------------------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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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
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

--------------------------
--------------------------
----------------------

   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 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예산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는 ------------- 
--------------------------
--------------------------
-----------------.

제11조(해직공무원의 근무)해직 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직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공무원의 근무)소속기관
의 장은 해직된 ------------ 직
무처리를 위하여 -------  15일
을 
--------------------------.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2조(복장 등)① ------------- 
----------------------------
----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인사혁신처령)
을 준용한다.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

제3장 (생  략) 제3장 (현행과 같음)

제17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① (생  략) 제18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과 직위해  제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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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
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1. 임신·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
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
간 전부로 한다)

   1. ----------------------- 
-------------------------
-------------------------
------------------ 둘째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서
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 
--------------------------
--------------------------
------ 사람에게는 --- 해에∨
한정하여 ---------------- 
--------------------------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 받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생  략) 제18조의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

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① ------ 
소속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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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
이 포함되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
---------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
25조의 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
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
다.

  ② ------------------------ 
---- 사람에게는 ----------- 
--------------------------
--------------------------
--------------------------
-------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③ ------------------------ 
----- 허가할 -------------- 
-------- 연가 1일로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
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④ 군수는 ------------------ 
연가 신청을 받았을 --------- 
--------------------------
-------------------.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
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연가일
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⑤ ------------------------ 
허가할 ------------------- 
-------------- 아니한 ----- 
-------- 범위에서 --------- 
------------------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 
--------------------------
--------------------------
---------.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   ⑥ 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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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
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

--------------------------
--------------------------
----------------- 범위에서 
-----------------------

   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
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
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
--------------------------
--------- 한정하여 ------ 
----------.

제20조 ① (생  략) 제20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
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
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
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 
--------------------------
---------------- 휴직의 경우
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
다. ----------------------- 
----------------- 15일 미만
은 ---------------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
는 반올림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 - 해당 연도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연가일수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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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
는 이를 연간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④ ------------------------ 
--------------------------
- 연가일수에서 ------------ 
--------------------------
---- (삭제) -------------- 
---- 아니한다.

제21조(병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
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한 지각·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이 ------------------------ 
----------------- 범위에서 - 
----------------------------
----------------------------
----------------------------
----------------------------
------------- 병가는 병가일수
에 포함하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의 ----- 
--------------------------
--------------------------
------- 범위에서 --------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③ 병가일수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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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가)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
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임명되어 단체교
섭·협약체결을 위하여 참석하는 
때

  10. ----------------------- 
--------------------------
--------------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 
-- 참석할 --

제2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
의 결혼이나 자녀의 입양,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
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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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삭제  <2010.12.30.>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

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
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
다.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

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
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고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
우 연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10.12.30.>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
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
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
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
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
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
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
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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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
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
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
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
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
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
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
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
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
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
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
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
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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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
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
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
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
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
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
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
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
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⑫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
정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
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30년 이상 : 10일
  ⑬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
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
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
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
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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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
가할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
에 기여한 경우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
을 수 있다.

 ⑩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 위
상을 높인 경우

   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

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30년 이상 : 10일
  ⑪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
가할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
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 위
상을 높인 경우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
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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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
가를 받을 수 있고, 기관·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연 2
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
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
입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포함하지 
----------------------------
----------------------------
-------------------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조례에
서 ------------------------ 
------------.

제25조의2(복무조례)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
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 범위에서 공무 외
의 ---------------------- 있
다.

제28조 (생  략) 제28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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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

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상

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와 문구를 한

글로 바꾸며, 조문 내용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총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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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박우현 전화번호 041-339-721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4월   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와 문구를 
한글로 바꾸며, 조문 내용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
로 성별영향 관련 조항 해당없음으로 표기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

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4월   일

주민복지실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유지선/041-339-7422)

총무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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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

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

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

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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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

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

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전문개정 2010.7.15.]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

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4.]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

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

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

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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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ᆞ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4.]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

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10.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

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ᆞ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ᆞ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

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

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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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

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

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ᆞ수해ᆞ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

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

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⑫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6.>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 및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

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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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시행 2017.7.26.] [총리령 제1408호, 2017.7.26., 타법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관계 법령 등의 체계화ᆞ간소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복무와 연관성이 높은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정부항공운송 의뢰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증 규칙｣을 통ᆞ폐합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무원증을 분실한 후 즉시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공무원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임.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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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 – 73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

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국(局)  신설 

및 부군수 보좌기관(담당관)을 설치하는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설치(2) (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행정복지국 :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 산업건설국 :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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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나. 보좌기관(담당관) 설치

  - 기획실 ⇒ 기획담당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참조 : 행정팀 ☏ 

041-339-7202, fax : 041-339-7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5. 16. ~ 2018. 6. 5.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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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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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군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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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심사분석

3.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4. 광역권 및 초광역권 개발사업 관리

5. 예산군의회 관련 업무

6. 각종 지시사항 관리

7. 공약사항 총괄 관리

8. 예산편성 및 운영

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1. 군행정의 사무감사

12. 공무원의 소청업무

13. 국제교류 및 협력

14.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평가관리, 홍보에 관한 업무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

과, 재무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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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선거, 행정구역, 여론, 교육, 서무, 포상, 문서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통계, 법제, 규제개혁,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등 총무에 관한 사

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보훈,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경로, 여성, 보육, 아동, 다문화 등 복지에 관한 사항

3. 민원, 지적관리,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 새주소, 부동산관리, 지적재

조사 등 민원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축제, 관광, 문화재, 온천관광지 관리,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5. 지방세, 세외수입, 세출, 물품관리, 체납세금 징수, 국․공유재산 관리, 청

사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 식품과 공중위생, 청소

년 등 교육체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

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를 둔다.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지원, 기업유치, 에너지, 고용

촉진 및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맑은 물 보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및 축산폐수시설, 자

연공원관리, 야생동물보호, 쓰레기 청소, 환경시설 관리 등 환경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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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3. 농업행정 종합기획, 농지, 영농기계화 및 농업경영합리화, 양곡, 농산물유

통, 과수, 원예, 특용작물, 직불제, 급식지원 등 농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경영․보호, 도시공권, 임산물, 산림병충해 방제, 축산사업, 가축방역,

내수면어업 등 산림축산에 관한 사항

5. 건설정책, 기반조성, 도로, 지역개발, 교통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개발, 복합민원,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광고물 관리 등 도시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정책, 재난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민방위, 특별사법경찰, 사회

복무요원 관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상하수도 시설 관리, 상수도 확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등 상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ㆍ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

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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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이나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업무)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

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

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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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인의 상담과 기술지도 및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읍․면에 농업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

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전문인력육성과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개선, 농업기술, 농업정책지도에 관한 사항

5. 식량ㆍ경제 작물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6. 우량가축 사양과 축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물 육성과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환경개선과 토양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10.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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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시설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도서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추모공원(납골묘지, 봉안당 포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광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소장)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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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충의사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5.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내포문화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효율적인 보부상촌 조성 및 내포신도시 관리

를 위해 군 내포문화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내포문화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20조(소장) 내포문화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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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전 전시에 관한 사항

3. 보부상촌 축제, 기획공연,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포신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5. 내포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부상촌 및 내포신도시에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22조(읍·면장)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에 따라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

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24조(부읍·면장)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

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법 제120조에 따라 예산읍은 총무과, 민원과, 도시산업과를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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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읍·면 출장소

제26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

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

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제7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56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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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1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 규정) 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

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 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별표 10과 같이 한다.<개정 2016.12.27>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운용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

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

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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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

로 한다.

④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⑤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⑦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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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⑩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⑪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⑫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⑬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⑮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

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⑯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⑰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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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⑱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⑲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비고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별표 제4호서식 비고란의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

복지과”로 한다.

별표 제6호서식 비고란의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

지과로 한다.

⑳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㉑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㉒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㉓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㉔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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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9조제3항제1호 가목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

복지과”로 한다.

㉕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㉖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㉗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㉘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㉙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

과”로 한다.

㉚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

다.

㉛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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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㉝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㉞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㉟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

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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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등(제5조 관련)

 보건소의 명칭․위치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각 읍․면 총괄 및 예산읍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삽교보건지소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5 내포보건지소 관할구역을 제
외한 삽교읍 일원

내포보건지소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이리, 수촌리, 
목리, 신리, 송산리 일원

대술보건지소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7 대 술 면

신양보건지소 예산군 신양면 신양1길 7 신 양 면

광시보건지소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16-1 광 시 면

대흥보건지소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5-9 대 흥 면

응봉보건지소 예산군 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1 응 봉 면

덕산보건지소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덕 산 면

봉산보건지소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73-4 봉 산 면

고덕보건지소 예산군 고덕면 용고길 334-6 고 덕 면

신암보건지소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0 신 암 면

오가보건지소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오 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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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예산 수철 보건진료소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60 수철리, 신례원2리, 신례원6리

삽교 보성 보건진료소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4 이리, 수촌리, 신리

대술 장복 보건진료소 예산군 대술면 장복국화동길 54
장복1․2리, 화산리, 송석리, 
궐곡1․2리, 상황리, 방산리

대술 예동 보건진료소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337-2 이티1․2리, 마전1․2리

신양 만사 보건진료소 예산군 신양면 만사1길 39-5
만사리, 가지1․2리, 여래미리,죽
천2리

신양 황계 보건진료소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2 무봉리, 황계리, 광시면 월송리

광시 서초정 보건진료소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길 35 서초정1․2리, 장전리

광시 장신 보건진료소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19-2 장신1․2리, 신흥리

대흥 동부 보건진료소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4-1
탄방리, 하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응봉 입침 보건진료소 예산군 응봉면 입침큰말길 30-29 입침1․2리, 등촌리, 후사리

덕산 나박소 보건진료소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55-14
외나1․2리, 내나리, 복당1․2리,
대동리, 낙상1․2리, 사천1리

봉산 서부 보건진료소 예산군 봉산면 사석하평길 61
봉림리, 사석리, 옥전리, 
당곡리, 하평1리

봉산 금치 보건진료소 예산군 봉산면 금치1길 9
금치1․2리, 궁평2리, 옹안리, 마
교리

고덕 몽곡 보건진료소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22
상몽1리, 몽곡2리, 오추리, 
호음1리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4-6
별1․2리, 중예리, 예림1․2리, 조
곡1․2․3리

오가 양막 보건진료소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224 양막리, 내량1․2리, 분천2․3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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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위치(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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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위치(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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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관광시설사업소의 명칭․위치(제1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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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내포문화사업소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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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7조 관련)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삽교읍 내포출장소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삽교읍 수촌, 이, 목, 신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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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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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9% 이

내

33% 이

내

24% 이

내
6%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연구직․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보건진료 직렬 총 14명중 6급 10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6급 상 당

비 율 100%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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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0

정 무 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37

4급 4 3 1

5급(지도관 포함) 36 12 3 5 4 12

6급 이하 697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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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8-790호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예산군 공고 제2018-628호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변경없음

3. 재 입법예고 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제영

향분석서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 

6. 5일까지 예산군수(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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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도시재생과

     - 주소 : 우 32435/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도시재생과

     - 전화 : 041-339-7702(FAX 041-339-77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수신확인요망), 인터넷(예산군 홈페이지

http://yesan.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붙임 : 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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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 주거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이나 12미터 이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

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

관도로”를 “경관도로”로 하고, “미관”을 “경관”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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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

며,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전법」”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

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

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

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3조 “(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ㆍ수산업지구”를 “농ㆍ수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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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구”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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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

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 1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

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시

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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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
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
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
는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기준
지반고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지가 주택형성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진출입을 위
한 공용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
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
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
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
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
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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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
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
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미만(이   
경우 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
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    
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산정 한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2,000㎡ 초과 15,000㎡ 이하시 직선거리 100m, 15,000㎡
초과 20,000㎡ 이하시 직선거리 150m, 20,000㎡ 초과 시
에는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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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
청 면적이 2,000㎡초과 15,000㎡ 이하시 직선거리 300m,  
15,000㎡ 초과시에는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   
설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    
   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
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
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
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
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
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
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
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
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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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

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

다.

  3)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교통 및 자연경

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토지분할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

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

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에도 이를 적용한다.)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

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또는 문화재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

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

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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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과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 리

기존 개

발행위 

전체 면

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

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

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50m

이내

40,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

결도로 : 너비 12m 이

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

과 동일할 것

2. 농림지

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

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

결도로 : 너비 8m 이

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

과 동일할 것

< 비   고 >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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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
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
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
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
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
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
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

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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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
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
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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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
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미
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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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
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
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
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
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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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
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
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

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

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
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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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과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
목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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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
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
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
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
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
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
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주 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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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
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

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
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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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
목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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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
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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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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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
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
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
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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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
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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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

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
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
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
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
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
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19 제11호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
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
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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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
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

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

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

서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
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

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
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

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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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

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
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
함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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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11호 (1) 부터 (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
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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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

특화경관지구--------------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

하로 한다(단, 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에서는 3층이나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

------------------------

-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

<신 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

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

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신 설>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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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

에 한한다)

<신 설> 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

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

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1조(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

지구에서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

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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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

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

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

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접하여 미관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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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

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

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

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건축을 허가할 수 있

다.

③ 공업지역에 미관지구가 지정

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

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

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다.

제32조(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

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

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삭 제>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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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

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

쪽으로 하여야 한다.

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

항-- 시가지경관지구--------

------------------------

------------------------

---------------.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

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경관도로-----

------------------------

--------------- 경관-----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형

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

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

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

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

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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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

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경관지구-------------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

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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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

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

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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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

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

장,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

장, 공연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

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

차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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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

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

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

장,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

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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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

센터, 대형점포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

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

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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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

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

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① (생 략)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

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

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

------------------------

------------------------

------------------------

------------------------

------------------------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

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둔 갖춘 것

1. ----------------------

------------------------

------------------------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

가. -------------------

「물환경보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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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

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이 아닐 것

----------------------

----------------------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

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

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

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

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

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

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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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

축물

제4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

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

의 건축제한) --------- 농ㆍ

수산업보호지구------------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

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

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

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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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

리 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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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

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

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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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

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
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
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
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
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
하는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
는 사업 수행상 기준지반고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
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
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
칙 별표 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
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
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
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
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
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
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
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
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
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
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
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
하는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
는 사업 수행상 기준지반고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지
가 주택형성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
고, 진출입을 위한 공용도로를 확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
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
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
칙 별표 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
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
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
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
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
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
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
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
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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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
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
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 할 수 있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

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

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

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

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

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

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

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

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

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

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

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
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
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 할 수 있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

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

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

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

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

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

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

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

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

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

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

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

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미만

(이     경우 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

계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이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 및 공공기관

이 공익상     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     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
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        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200m안
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
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산정 한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관련부서

와 협의한다.

   (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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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생 략)

라. 토지분할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

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

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마.  (생 략)

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

청면적이      2,000㎡ 초과 15,000

㎡ 이하시 직선거리 100m, 15,00    

  0㎡초과 20,000㎡ 이하시 직선거

리 150m, 20,000㎡      초과시에는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     면적이 
2,000㎡초과 15,000㎡ 이하시 직선
거리 300m,     15,000㎡ 초과시에
는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의 경계로부터 3m 이      상 이격
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발전시      설상호 간 접하는 경
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또
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
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
가 기준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가)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
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        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 할 것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토지분할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

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

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

를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토

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의 판

결 등을 통하여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에도 이를 적용한다.)

마.  (현행과 같음)

[별표 4]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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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23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
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
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
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
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
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
다.)

1. ~ 8.(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 13(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

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23조제3호 관련)

(--------------------------
-------------- 제10조제1항제
2 호
---------------------------
- 제 3 호
---------------------------
---------------------------
---------------------------
---------------------------
---------------------------
---------------------------
---------------------------
---------------------------
---------------------------
---------------------------
-----)

1. ~ 8.(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10. ~ 13(현행과 같음)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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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

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 (6) (생 략)
<신 설>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
-----------------------
(5) ~ (6)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

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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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생 략)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14호 (1)부터 (6)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및 「소음ㆍ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 21 (종전의15. ~ 20현행과같음)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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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제23조제4호 관련)

1. ~ 8.(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 13(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

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

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물(제23조제4호 관련)

1. ~ 8.(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10. ~ 13(현행과 같음)

14.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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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 (6) (생 략)
<신 설>

---------------------------
-----------------------
(5) ~ (6)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

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별표4 제14호 (1)부터 (6)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

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

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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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1 (생 략)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 22 (종전의15. ~ 21현행과같음)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23조제5호관련)

1. ~ 8.(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 13(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

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

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23조제5호관련)

1. ~ 8.(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10. ~ 13(현행과 같음)

14.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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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 (6) (생 략)
<신 설>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
-----------------------
(5) ~ (6)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

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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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1 (생 략)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별표4 제14호 (1)부터 (6)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

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

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

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 22 (종전의15. ~ 21현행과같음)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15호 관련)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
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
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15호관련)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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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
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
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
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
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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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까지 해당하는 것

 13. ~ 22. (생 략)

----------------------
----------------------
--------------------

 13. ~ 22. (생 략)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18호 관련)

1.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

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

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18호 관련)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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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

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 20. (생 략)

------------------------

------------------------

--------

(4) 「물환경보전법」-------

------------------------

------------------------

------------------------

------------------------

-----------------------

12. ~ 20. (현행과 같음)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

조제19호 관련)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

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

조제19호 관련)

1. ~ 8. (생 략)

9. ------------------------

------------------------

------------------------

------------------------

------------------------

------------------------

------------------------

------------------------

------------------------

------------------------

------------------------

「물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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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

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19 제11호 (1)부터 (4)까
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
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
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
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
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
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
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

------------------------

------------------------

------------------------

--------------

(1) ----------------------

------------------------

------------------------

--------------「물환경보전

법」---------------------

------------------------

------------------------

-------

 ( 2 ) 
-----------------------
-----------------------
-----------------------
------------------------
------------------------
- 「 물 환 경 보 전 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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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
(起源)으로 하는 산물(이
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
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
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
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
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
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
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

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

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 ) 
-----------------------
-----------------------
-----------------------
-----------------------
-----------------------
-----------------------
-----------------------
-----------------------
-----------------------
-----------------------
-----------------------
-----------------------
---------------------- 
「 물 환 경 보 전 법 」 
-----------------------
-----------------------
-------------------

1)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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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 (4) (생 략)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

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

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

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

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

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

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

--------------군수가

군계획위원회-----------

---------------------

---------------------

---------------------

(3) ~ (4) (현행과 같음)

(가) -------------------

---------------

(나) -------------------

-------------------

-------------------

-------------------

-------------------

-------------

(다) 「물환경보전법」 ---

-------------------

-------------------

-------------------

----------

(라) ------------------

-------------------

--------------「물환

경보전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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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

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

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

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

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

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

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

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

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

-------------------

-------------------

----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

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

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

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

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

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38

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

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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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

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

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

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

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

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

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

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

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

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

는 제외한다.

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

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

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

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

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

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

소는 제외한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22호 관련

1. ~ 13. (생 략)

<신 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23

조제22호 관련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11호 (1) 부터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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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
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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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예산군 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 작 성 자 : 도시계획과장 인영환, 도시계획팀장 이익수, 복합민원팀장

장석우, 담당자 송민철, 손범상, 유상협

4. 근거법령명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3)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3)항의 개정(신설)로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기존에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
침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기준 및 설치기준과 토지분할 기
준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임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 )의 
내용

ㅇ (종전규제)
국토계획법, 예산군계획조례,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ㅇ (신설규제)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심의기준 [별표1]
- 2,000㎡미만의 경우 연접개발제한 20m(건물위 제외)
- 도로법 : 2,000㎡~15,000㎡(100m), 15,000㎡~20,000㎡(150m),

20,000㎡초과(200m)
- 주거밀집지역 : 10호 이상(500m), 10호 미만(200m)
- 문화재, 관광지 등 : 2,000㎡~15,000㎡(300m), 15,000㎡초과(500m)

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별표1]
- 부지경계에 3m이상의 완충공간 확보(단, 발전시설간 상호 경계는
높이 1m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m이상 차폐막(수)설치시 제외

3)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시설의 허가기준
- 주거밀집지(10호)로부터 100m안 입지불가(주택부지경계에서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제외)
-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 100m안 입지불가

4) 토지분할
-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없이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분할 불허(법원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분할도 이를 적용)

7. 규제 존속기한
ㅇ 조례 개정 시 까지
- 환경‧경관 훼손에 따른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향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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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 및 토지분할로 인한 주변 환경‧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입

지 및 설치를 도모

- 토지분할 제한을 통해 부동산 투기식 토지분할을 미연에 방지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계획적 입지유도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환경‧경관훼손을 최소화

- 기반시설이 없는 토지분할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규제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대체수단 없음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금회 조례 개정에 따라 지침의 내용 중 태양광발전

시설 등의 입지기준 및 토지분할을 조례에 직접 규정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규제 신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

(계량화 불가)

- (편익)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는 환산되지 않는 이익(경관, 생활 및 통행불

편, 농작물  생육부진 등으로 부터의 최소화)이 발생되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입지로 인하여 경관, 통행 등의 여러 가지 환경민원

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

한 상쇄 기준이 될 수 있음.(계량화 불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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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 도로법에 의한 거리제한 및 주거밀집지역(주택10호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

업무시설에서 거리제한의 단서 조항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로 경관훼손 

및 주거환경 침해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이격거리 설정을 통해 입지기

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설치는 차폐를 위한 3m이상 완충공간 설치 등의 기준

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한 환경훼손 최소화 및 주변 토지의 위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타법에 의한 허가나 기반시설의 설치없이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분할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

료됨.

(실효성)

- 이미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기준 및 설치기준과 토지분할 제한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등에 대한 인 허가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

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군 전체적으로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 등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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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