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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1호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

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

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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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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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

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

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

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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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지원(안 제6조제1호)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제2호)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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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2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다른법령의규정”을 “다른 법령”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

물도매시장, 가축시장”으로,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을 “일시적으

로 계류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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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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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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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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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

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도

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7. 다른 법령---------------

----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축시장, ---------------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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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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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제7호에 

“가축시장”을 추가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일부개정(안 제5조제7호) 

  - (현행)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일시적으

로 사육하는 경우

  - (개정안)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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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3호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

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공개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

비ㆍ대응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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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

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야 한다.

② 취급자는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ㆍ취약시설의 점검, 개선

및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

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계획

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구역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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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및 위험저감 계획

2.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3.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

5.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6.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 계획

7.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정보교류체계 확립

8. 그 밖에 화학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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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및 재난ㆍ안전관리 분야의 담당 국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학ㆍ환경ㆍ보건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

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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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5.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

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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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

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ㆍ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

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심의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화학사고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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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

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2. 비상대응계획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중 군에

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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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소방관

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환경 및 재난ㆍ안전 관련 대응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연계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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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를 반영하여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

험성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7조)

 ❍ 화학사고 주민고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 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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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4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란「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를 “란「오지

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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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19 -

■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 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

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

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

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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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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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마. “공영버스”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

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마.----------「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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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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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인 아동․청소년

<신 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

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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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

(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및 보호

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

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

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

과 바목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

자

   (애국지사, 상이등

급 1급, 5.18 부

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

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

과 바목에 해당

하는 유족(수권유

족 1명)

100분의 

100

<신 설> <신 설> <신설>

[별표]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및 보호

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

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

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

과 바목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

자

   (애국지사, 상이등

급 1급, 5.18 부

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

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

과 바목에 해당

하는 유족(수권유

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22 -

1. 제안이유

 ❍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아동․청소년)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 (개정안)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할인율 100%

 ❍ “대중교통운영자” 정의 및 책무 추가(안 제2조 및 제3조)

 ❍ 그 밖에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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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5호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 :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경우 : 3회

3. 제2항제1호, 제5호(농막에 한정한다.)의 경우 : 3회

제43조제5항 중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6조제

3항제2호 나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으로,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을 “낮은”으로, “(도시형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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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한다”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2

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

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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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8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

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경우: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경

우: 3회

3. 제2항제1호 및 제5호(농막에

한정한다)의 경우: 3회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

략)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

는 0.8배)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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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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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

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의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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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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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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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의 경우에는 0.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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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

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존

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항)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 3회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3회

   -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구조의 창고․차고․작업장과 

농막: 3회

 ❍  띄어쓰기 정비(안 제43조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

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안 제43조제6항)

   - (현행)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

우에는 0.8배) 이상

   - (개정안)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는 0.8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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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조례  제2766호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란”을 ““임대농기계”란”으

로, “본”을 “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기계 임대사

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작자가”를 “「장애

인복지법」에 따른”으로, “농가를”을 “경작자의 농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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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농기계사고”를 “임대농기계 사고”로, “가입 할”을 “가입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기계 내용연수”를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 훈련에 필요

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용 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농기계 출고”를 “임대농기계 출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기계의”를 “임대농기계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사용일전”을 “사용일 전”으로, “포함으로 본다”를 “포함한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자”를 “신청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입고시간이

오전 10시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입고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고시간이

오후 4시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출고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작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로 하며, 우선 순위

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고령농업인이 0.5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는”을 “고령농업인

이면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농업인이 0.5

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는”을 “여성농업인이면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장애인 농가

4. 그 밖에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희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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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

기계”를 “임대농기계”로 한다.

② 농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농작업 지원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기

계 사용료의 경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하며, 농기계 임차인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카드 결제 또는 지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전액”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 할”을 “제한

할”로 한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

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농가

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전액 감면

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 할”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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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 또는 그 밖의”로, “임대를 받았”을 “임차를 하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기간중”을 “임대기간 중”으로,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기계”를 각각 “임대농기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위반시 :”를 각각 “위반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

목까지 중 “위반시 :”를 각각 “위반시:”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 중 “관리대장 :”을 각각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영수원부 :”를 “영수원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작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5. 농작업 지원 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6. 농작업 지원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17조제3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를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궐”을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를

“전임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부적합하다

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심의 하기”를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를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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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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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예산군 농기계임대사

업소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

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

여 분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

칭 및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위치) ---- 농기계 임대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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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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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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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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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란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본 조례에 의하여 운

영ㆍ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

다.

2. “임대농기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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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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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료”란 농기계임대사업

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

려 사용 하는 대가로 부과ㆍ징

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 농기계 임대사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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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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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소규모 고령농가”란 경작면

적이 0.5ha 이하로서 경작자의

연령이 만 80세 이상인 농가를

말한다.

①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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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농가”란 경작자가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농가

를 말한다.

6. -----------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 경작

자의 농가를 --------------

-------.

7. “고령여성농업인”이란 직접

영농을 하는 만 70세 이상의

여성을 말한다.

① <삭 제>

제4조(기능)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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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원

활한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의

추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의 농기계 신기종 확보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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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임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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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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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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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농기계사고에 대비

하여 농기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

-------- 임대농기계 사고---

--------------- 가입할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농기계 내용연수 경

과, 잃어버림ㆍ파손 등으로 매

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⑤ ----- 임대 농기계의 내용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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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

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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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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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설> ⑥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

비를 임대용 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

는 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 농기

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

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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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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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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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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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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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농기계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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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

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과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다만, 수

도작 동력 농기계 및 도로 주행

농기계는 임대기종에서 제외한

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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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농기

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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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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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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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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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임대 및 농작업 지원 기준) 제8조(임대 및 농작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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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기계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원활한 운영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0일

이내에 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농가당 농기계 1대(부속 작업기

는 본체에 포함으로 본다)를 임

대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

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대기

신청자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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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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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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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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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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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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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

로 계산하되 입ㆍ출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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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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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입고시간이 오전 10시 이

내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입고

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고시

간이 오후 4시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출고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작업 지원 우선 순위는 다

음과 같다.

⑤ 농작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가로 하며, 우선 순위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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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이 0.5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

는 농가

1. ------------ 고령농업인

이면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인 ---

2. 만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이 0.5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

는 농가

2. ------------ 여성농업인

이면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인 ---

3. 장애인 농가로 0.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가

3.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장

애인 농가

4. 그 밖의 0.5ha 이하의 농경지

를 보유한 희망농가

4. 그 밖에 경지면적이 0.5ha 이

하인 희망 농가

제9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제19

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의 기

종별 사용료를 매년 군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삭 제>

②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

라 1일 기준으로 임차인으로부

터 별표 2에 따라 부과ㆍ징수하

고 농작업 지원료를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농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

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농작업 지원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사용료의 경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하며, 농기계 임차인은 농

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카드 결제 또는 지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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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

류대 등과 같은 모든 비용은 임

차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④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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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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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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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

부를 --.

1.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

1.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농가

라.「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전액 감면

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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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를 감면받는 자가 임대 목적 외

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추후 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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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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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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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할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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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

전액

1. --------- 경우: --------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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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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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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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

---- 임차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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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중 계약조

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

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 임대기간 중 -----

--------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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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

야 한다.

② ----------------------

-- 게을리 ---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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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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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

은 농기계를 청결하게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로 임대기간 종료 당일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

--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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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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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청소상태,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② ------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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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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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임대 및 농작업 지원의 제

한) ①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기계 임대계약을 1년 범위에

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임대 및 농작업 지원의 제

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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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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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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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

약이 취소된 경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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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 위반시 : 6개월 제한 가. -- 위반시: ---------

나. 2회 이상 위반시 : 1년 제

한

나. ------ 위반시: -------

-

2. 농기계의 반환을 지체한 경

우 및 세척불량 등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2. 임대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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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1회 위반시 : 3개월 제한 가. -- 위반시: ---------

나. 2회 위반시 : 6개월 제한 나. -- 위반시: ---------

다. 3회 위반시 : 1년 제한 다. -- 위반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장비치) 군수는 임대사

업과 농작업 지원의 효율적 운

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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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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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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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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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1. -------- 관리대장: ------

-------

2. 임대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2. --------------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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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 별지 제8호서

식

3. ----------------------

-- 영수원부: -------------

-

4. 농작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9

호서식)

4. 농작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

9호서식

5. 농작업 지원 승인서(별지 제1

0호서식)

5. 농작업 지원 승인서: 별지 제

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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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작업 지원 대장(별지 제11

호서식)

6. 농작업 지원 대장: 별지 제11

호서식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및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

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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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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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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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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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

제) ① (생 략)

제18조(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

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

로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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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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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로 위촉된

------- 전임자의 ---------

-----.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

회이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1. ------------------ 3

회 이상----------------

--- 적합하지 않다고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제19조(위원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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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43 -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①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연 1

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② ----------------------

------------ 해당연도 ----

---- 심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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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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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

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④ ------------------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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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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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

업지침서(농기계 임대사업)와

「지방세 기본법」및「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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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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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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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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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농기계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하여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현행 조례 별표 2 임대농기계의 사용

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의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중복된 정의 용어 삭제(안 제3조제5호 및 제7호 삭제)

 ❍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안 제5조제6항)

 ❍ 농기계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함(안 제8조제3항)

 ❍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

표1의2 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함(별표 2 및 안 제9조제1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신설(안 제10조제1항제1호)

   - (100분의 50 감면 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농

가, 여성 농업인 등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

항 삭제(제19조제21호 삭제)

 ❍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 삭제(제22조 

삭제) 

 ❍ 띄어쓰기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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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2년  4월  15일

예산군 예규 제27호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예산군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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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군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기획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

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

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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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

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

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

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

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

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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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

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

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군수(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군수인 경우에는 이

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

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

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군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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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

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

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

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

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

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군,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군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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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

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

여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

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 통보

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

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

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

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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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

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

는 예산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

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군수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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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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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가덕도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승인

6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7
국방·군사시

설사업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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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8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
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
가

9
기업도시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
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
성

10

마을정비구역

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2
도청이전신도

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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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
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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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

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의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
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행정중심복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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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도시 건설 

사업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
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

23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
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
인

제11조의
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
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
인

24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
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7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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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의 승인

30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3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

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혁신도시개발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6  예비타당성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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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조사 제1항
제2호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7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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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

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
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
2항·제3항을 위반
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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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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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

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

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

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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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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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

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

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

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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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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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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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

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

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

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

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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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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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

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

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

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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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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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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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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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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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예외 

해당 여부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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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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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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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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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예산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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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예산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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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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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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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

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

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

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83 -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법제화 됨 

 ❍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22.5.19.)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혼선 예방 및 법령

의 이해를 돕고자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4조)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제5조)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1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2조)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의 처리(제13조∼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및 종결처리(제15조∼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 교육 및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19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0조)

 ❍ 징계양정 기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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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고시 제 2022-61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4 차 변 경 승 인 고 시

   토르시디유한회사 임태규가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L-3블록 도나우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토르시디유한회사 대표 임태규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5(오치동, 도나우타운)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계획3차변경승인 사업계획4차변경승인

주택건설
 
 ◦ 대지면적 : 21,129.40000㎡

 ◦ 연 면 적 :  37,733.4221㎡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9동(지하1층,6∼7층)/ 

                223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165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58세대

 ◦ 사 업 비 : 38,283,56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1∼2022.07.30

 
 ◦ 대지면적 : 21,129.40000㎡

 ◦ 연 면 적 :  37,711.0438㎡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9동(지하1층,6∼7층)/ 

                223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165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58세대

 ◦ 사 업 비 : 38,283,56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1.∼2022.07.30.

   [첨부] 변경세부내역

  5. 사업승인 : 2017.02.01. (2017-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1차변경: 2020.03.17., 2차변경: 2020.06.17., 3차변경: 2021.01.19.
  6.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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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건
축

A-001,002,
   006,007,

설계개요,
층별면적표,

⦁연면적
 -당초:37,733.4221

지상층총면적: 24,490.5859

지하층총면적: 13,242.8362

⦁연면적 
 –변경:37,711.0438
     (22.3783㎡감소)
지상층총면적: 24,513.5369
          (22.9510㎡증가)
지하층총면적: 13,197.5069
          (45.3293㎡감소)

⦁면적오류정정
   (오기정정)

⦁용적율
 -당초:115.9076%

⦁용적율
 -변경:116.0162% 

A-018,021,024
,025,026,039

단지배치도,
지상층주차

계획도,
조경면적계획도,
조경식재계획도

⦁쓰레기이송설비 위치 ⦁쓰레기이송설비 위치이동
    (충남개발공사 협의)

⦁입주민
  이용편의 향상

A-042-000,
  ,144,145

단위세대 
평면도
(A형),

단위세대 
창호도01,02

⦁공용홀 옥내소화전 ⦁공용홀 옥내소화전 
위치이동

⦁유지관리 용이 및
  입주민이용편의

⦁현관세면대 없음 ⦁현관세면대 설치 ⦁견본주택과 동일
  하게 시공

⦁거실창호 3개분절 ⦁거실창호 2개분절  
⦁견본주택과 동일
  하게 시공⦁공용욕실 미서기

  -WD5
   850x2,100

⦁공용욕실 여닫이
  -WD5
   850x2,300 

A-044-000,
   ,146,147

단위세대 
평면도
(B형),

단위세대 
창호도01,02

⦁거실창호 3개분절 ⦁거실창호 2개분절

⦁견본주택과 동일
  하게 시공

⦁주방/식당 창호
  - PW3(1,200x1,000)

⦁주방/식당 창호
  - PW3(1,500x1,000)

⦁공용욕실 미서기
  -WD5
   850x2,100

⦁공용욕실 여닫이
  -WD5
   850x2,300

A-042-000,
A-044-000,
A-091,092,
   096,097

단위세대 
평면도
(A형),

단위세대 
평면도
(B형),

단위세대단면도
(A형,B형)

⦁각실출입문 높이
  - 2,100
⦁각실천정고 높이
  - 2,400
⦁바닥마감
  - 데코쪽마루

⦁각실출입문 높이
  - 2,300
⦁각실천정고 높이
  - 2,500
⦁바닥마감
  - 지정품마감재(강화마루)

⦁견본주택과 동일
  하게 시공

토
목

C-101,301 공사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오수관로
 -PE이중벽관D250

⦁오수관로
 -PE이중벽관D300

⦁오수관로 규격상향

⦁마감자재 향상C-101,501,
502,

공사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포장표준단면도

⦁소형고압블럭(차도)
 -200*100*T80

⦁인조화강석블럭(차도)
 -200*200*T80

⦁소형고압블럭(보차도) ⦁인조화강석블럭(보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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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100*T60  -200*200*T60

구
조

S-504,613,614
  ,615,616,617
  ,618,803,804
  ,805,806,807
  ,808

스라브구조
평면도

보및스라브
구조평명면도01
구조평명면도02
구조평명면도03
구조평명면도04
구조평명면도05
구조평명면도06
데크플레이트

상세도-1
데크플레이트

상세도-2
데크플레이트

상세도-3
데크플레이트

상세도-4
데크플레이트

상세도-5
데크플레이트

상세도-6

⦁지하주차장 슬래브
  (재래식 RC거푸집공법)

⦁지하주차장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공법)

⦁품질확보 및
  작업효율성 확보

S-206,211
  ,220,226
  ,231,236
  ,241,246
  ,251

옥상층평면도
(101동~109동) ⦁경량철골위 칼라강판 ⦁경량철골위 칼라강판(징크) ⦁구조계산서에 

따른 부재변경

기
계
/
가
스

MG-007
MG-008

단위세대가스
배관 평면도

(A형)
단위세대가스
배관 평면도

(B형)

⦁단위세대 가스배관설치 ⦁단위세대 가스배관삭제 ⦁견본주택과 동일
  하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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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
방
기
계

MF-004
MF-010,011,
    012,013,
    014,015,
    016

101동 
소방기계 
계통도
102동 

소방기계 
계통도
103동 

소방기계 
계통도
104동 

소방기계 
계통도
105동 

소방기계 
계통도
106동 

소방기계 
계통도
107동 

소방기계 
계통도
108동 

소방기계 
계통도
109동 

소방기계 
계통도

⦁101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1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단위세대 SP 

자진

   설비설계로 되어 

   있으나, 

소방법규  

   맞게 설치하여야  

 되는데 설계상 

   오류, 법적으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대상,

⦁PIT실내 

알람밸브 

  설치 할 공간이 

  협소하여 삭제 됨

⦁102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2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3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3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4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4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5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5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6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6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7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7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8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8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109동 층별SP, 알람밸브
  반영

⦁109동 층별SP, 알람밸브
  삭제

MF-007
지하1층 
소방기계
평면도

⦁지하주차장 각동PIT SP
  헤드 설치

⦁지하주차장 각동PIT SP
  헤드 삭제

⦁지하PIT는 통행 
주구조가 아닌 
막혀 있는 공간 
으로 SP헤드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

소
방
전
기

EF-001
지하1층 
소방전기
평면도-1

⦁지하주차장 각동PIT
  차동식 감지기 설치

⦁지하주차장 각동PIT
  차동식 감지기 삭제

⦁각동 지하PIT
  SP삭제로 인한
  차동식 감지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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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고시 제 2022-62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4 차 변 경 승 인  고 시

   엘리움주식회사 대표 노승호 외 2인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M9블록   
(삽교읍 목리 127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
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M-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엘리움주식회사 대표 노승호 외 2
            (엘리움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현석, 엘리움주택주식회사 대표 이종열)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04호(아이비프라자)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M-9블록 (목리 1275번지)
  4. 사업개요

사업
종류 사업계획3차변경승인 사업계획4차변경승인

주택

건설
 ◦ 대지면적 : 50,490.7000㎡
 ◦ 연 면 적 : 131,419.8037㎡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분양
 ◦ 사업규모 : 주15동(지하1층,15∼20층)/   
                868세대
   - 59A형 (전용 59.9710㎡) :  17세대
   - 59B형 (전용 59.9138㎡) :  34세대
   - 75A형 (전용 75.9392㎡) : 106세대
   - 75B형 (전용 75.7975㎡) : 374세대
   - 76 형 (전용 76.9852㎡) :  96세대
   - 84A형 (전용 84.9726㎡) : 184세대
   - 84B형 (전용 84.9594㎡) :  19세대
  - 84C형 (전용 84.9144㎡) : 38세대
 ◦ 사 업 비 : 252,810,34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3.∼2022.12.
17.

 
 ◦ 대지면적 : 50,490.7000㎡
 ◦ 연 면 적 : 131,423.9936㎡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분양
 ◦ 사업규모 : 주15동(지하1층,15∼20층)/    
               868세대
   - 59A형 (전용 59.9710㎡) :  17세대
   - 59B형 (전용 59.9138㎡) :  34세대
   - 75A형 (전용 75.9392㎡) : 106세대
   - 75B형 (전용 75.7975㎡) : 374세대
   - 76 형 (전용 76.9852㎡) :  96세대
   - 84A형 (전용 84.9726㎡) : 184세대
   - 84B형 (전용 84.9594㎡) :  19세대
  - 84C형 (전용 84.9144㎡) : 38세대
 ◦ 사 업 비 : 252,810,34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3.∼2022.12.17.
    [첨부] 변경세부내역

  5. 사업승인일 : 2020.05.07. (2020-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6. 변경승인일 : 1차 – 2020.07.06., 2차 - 2020.07.31., 3차 – 2021.04.26.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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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역(건축)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

1

A1-009~010

건축개요  및

 동별개요  - 지하연면적 : 40,931.7371㎡
 - 연면적 : 131,419.8037㎡

 - 근린생활시설 : 1,107.3505㎡

 - 지하연면적 : 40,935.9270㎡
 - 연면적 : 131,423.9936㎡

 - 근린생활시설 : 1,111.5404㎡

▲ 4.1899㎡
근린생활시설
평면변경A1-045

근린생활시설

면적산출근거표

2

A1-019~020
쓰레기

수송관로도 및
분리수거

설치도

 - 쓰레기 분리수거장 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 이동 
및 개소 변경 - 입주자 환경개선

3
A6-101~104

근린생활시설

 -
 - 101동 하부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주차구획 보행통로 계획
-

입주자 환경개선 - 바닥 단열 T115  - 바닥 단열 T125 -

 - 근린생활시설 창호 계획  - 근린생활시설 창호 변경 -

■ 세부내역(기계설비)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

1
M08-001~005

지열 시스템
 -  - 지열 시스템 추가 - 입주자 환경개선

2

M00-021

근린생활시설

시스템에어컨

 -  - 근린생활시설 시스템에어컨 추가 - 입주자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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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2 - 68호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사항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에 따라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예   산   군   수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예산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 예산군 일원(1읍5면, 28리) 35.60㎢
- 당 초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 상 사 업

행정구역 편입면적
(㎢)

합 계 542.23 1개읍 5개면 28개리 35.60 -

삽교읍 49.60
두리, 방아리, 평촌리, 월산리, 
효림리, 신가리

5.05
․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광시면 58.04
광시리, 시목리, 대리, 하장대
리, 가덕리

14.21
․ 황새마을 조성사업
․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대흥면 35.76 교촌리, 동서리, 상중리 5.54

․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응봉면 26.31
송석리, 주령리, 증곡리, 노화리, 
운곡리, 후사리, 평촌리, 등촌
리, 건지화리, 신리

7.34

․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덕산면 59.65 시량리, 사동리, 신평리 2.79
․ 덕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오가면 32.29 월곡리 0.67 ․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그 외 지역 28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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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 해제(개발촉진지구 범위 35.60㎢ ⇒ 0㎢)

3. 개발사업의 개요

- 당 초

사 업 부 문 사업규모 사 업 비 비고

합    계 A=4,469,751.5㎡  L=7.56㎞ 403,677

문 화 · 관 광 사 업 A=1,189,143.5㎡ 344,270

1.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A=724,185.5㎡ 308,248 추진완료

2. 예 당 관 광 지  조 성 사 업 A=143,000㎡ 9,300 추진완료

3.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A=185,000㎡ 8,172 추진완료

4. 황 새 마 을  조 성 사 업 A=136,958㎡ 19,000 추진완료

생 활 환 경 개 선 사 업 A=3,203,906㎡ 14,000

5.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A=42,124㎡ 10,000 추진완료

6.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A=3,161,782㎡ 4,000 추진완료

기 반 시 설  확 충 사 업 A=76,702㎡, L=7.56㎞ 44,957

7.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L=0.7㎞, B=8→22m 5,240 추진완료

8.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A=26,389㎡ 8,141 추진완료

9.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 A=15,324㎡ 4,688 미추진

10.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느린호수길  L=4.7㎞, B=2〜3m
휴게쉼터(4개소) A=14,913㎡

옛고을마당 A=12,110㎡
17,531

추진완료
(휴게쉼터 
미추진)

11.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A=6,558㎡ 보행육교 L=60m 1,076 추진완료

12.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도로 L=2.1㎞, B=12m 휴게쉼터 A=1,408㎡ 8,997 추진완료

- 변 경 : 해제(개발사업 12개소 ⇒ 0개소)

4. 해제사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개발지원법)로 통합(시행 2015. 1. 1)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구역)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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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실효 또는 지정해제·취소됨에 따라 금회 미추진 사업을 해제 

고시하며,

◦ 또한, 지역개발지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 해제 

고시하고자 함.

5. 열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6. 열람기간 : 고시 익일로부터 14일간

7.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8. 기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 041-339-7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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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2022 -710호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농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5.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처분 의무기간 : 2022. 4. 1. ~ 2023. 3. 31(1년간) 
5. 대상농지 현황 : 붙임
6. 의견제출 : 2022. 5. 30.까지
  - 우편제출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 팩스제출 : 예산군 농정유통과 (Fax : 041-339-7559)
7. 기타사항
  ○ 처분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
으로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
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  공사
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처분  명령
은 유예됩니다.

  ○ 기타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지담당자 (☏041–339-755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94 -

2021년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 1)

농지의 표시
이용
현황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예산읍 수철리 122-1 답  350.3 휴경 김*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33, ***

(쌍용동, 라이프타운)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술면 화천리 266 답 2,284 휴경 강*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1-12, ***(성정동)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술면 화천리 269 답 2,499 휴경 강*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1-12, ***(성정동)

폐문부재
(보관경과)

신양면 불원리 13 답  1,527.5 휴경 이*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50, 

107동 ****

(원곡동,벽산블루밍아파트)

주소불명

대흥면 동서리 340 전  278.7 휴경 최*민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로1길9 402

동 ***

(학의동,백운밸리레이크포레)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흥면 동서리 340 전  278.7 휴경 최*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4길 

7-3, ****(녹번동)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흥면 상중리 80 답  645 휴경 박*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17번

길 15(인계동, 선경3차아파트) ****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흥면 상중리 80-2 답  645 휴경 박*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17번

길 15(인계동, 선경3차아파트) ****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흥면 상중리 80-3 답 111 휴경 박*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17번

길 15(인계동, 선경3차아파트) ****

폐문부재
(보관경과)

대흥면 탄방리 409 전  1,355 휴경 박*수

인천광역시 서구 칠천왕로33번길4 

****

(석남동, 전원아파트)

폐문부재
(보관경과)

봉산면 금치리 564-1 답  1,634 휴경 이*훈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3길 

****

폐문부재
(보관경과)

봉산면 금치리 843-10 답  2,175.1 휴경 차*복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1길 ****
폐문부재
(보관경과)

봉산면 효교리 532-1 답  1,049 휴경 김*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257  

****(지곡동 에드빌2차)

폐문부재
(보관경과)

신암면 계촌리 233-3 답 2,680 휴경 조*희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668번길 

****

폐문부재
(보관경과)

오가면 신장리 757 답 1,762 휴경 유*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9길 

111-6, ****

폐문부재
(보관경과)

오가면 역탑리 122-5 전 45 휴경 이*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36, 

*****(연화마을8단지)

폐문부재
(보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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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관련 이의 제기 의견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소유토지

읍·면 리 지  번 면  적(㎡)

이의제기

내용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내용란에는 농지 처분 의무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내용 또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내 주세요. - 별지 농지 처분의무 면제 사유 안내문 참조

  - 예시 : 질병으로 휴경하는 경우 →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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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2 - 738호

2022년 솔잎혹파리 예방나무주사 사업 시행공고 

솔잎혹파리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긴급)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2022년 솔잎혹파리 (긴급)예방나무 주사 사업

2. 대 상 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임)외 1필지

3. 사 업 량: 11.45ha

4. 방제기간: 2022년 5월 중

5. 방제방법: 예방나무주사

6. 공고기간: 2022. 4. 12. ~ 2022. 4. 26.(14일간)

7. 방제목적: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예방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8.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산

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39-7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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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솔잎혹파리 (긴급)예방나무주사 사업 대상지 조서

연번 읍·면 리 지번 방제예정본수 비고

1 대흥면 상중리 470-1(임) 약 1,751본 　

2 대흥면 상중리 산11-1 약 3,896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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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22 - 762호

지곡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지곡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체

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7조의 2

(재난 예보·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설치예정지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

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예  산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여 군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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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4월  15일 ~ 5월  4일 ( 20일간)

5. 설치예정지 :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예산군 홈페이지 등

다. 제 출 처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전 화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75

라. 제출기한 : 2022년 5월 4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http://www.ye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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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〇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내역

연번 지구명 품명 설치장소 수량 단위 비  고

1

지곡

경보방송장치 폴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372 1 식

2 경보방송장치 폴,
하천감시용cctv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316-7 각1 식

3 레이더식 수위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040-41
(황금교) 1 식

4 레이더식 수위계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369
(지곡2교) 1 식

5 기상관측장비AWS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593-5
(구만1리 마을회관 옥상) 1 식

6 하천감시용cctv 예산군 신암면 별리 548 1 대

7 하천감시용cctv 예산군 신암면 별리 502-1 1 대

8 방범용cctv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77 3 대

9 방범용cctv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06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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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지곡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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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

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고하오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5㎝×4.5㎝)과 학생증(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

는 형제자매 신분증 지참 동행)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

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4. 11. ~ 2022. 4. 25.

2. 공고 대상자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

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41-339-8432)

2022. 4. 11.

예  산  읍  장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1 전*양 050415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2022.5.1. ~ 2023.4.30.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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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6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

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고하오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5㎝×4.5㎝)과 학생증(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

는 형제자매 신분증 지참 동행)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

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4. 6. ~ 2022. 4. 21.

2. 공고 대상자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

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41-339-8432)

2022. 4. 6.

오  가  면  장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1 신*윤 050303 오가면 오신로 1**-5 2022.4.1. ~ 2023.3.31.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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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2-646호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1.1.12. 공포, ‘22.1.13. 시행)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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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위임사항과 필요사항 규정 (안 제1조)

나. 군수 당선 결정일로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규정 (안 제3조)

다.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등 당선인에 필요한 지원 (안 제4조)

라. 군 조직ㆍ기능 및 예산파악,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 및 취임행사 준비, 그

밖에 사항 (안 제6조)

마. 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10명 이하 구성 (안 제7조)

바. 당선인 보좌 및 지시사항 처리 (안 제9조)

사.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등 지원 (안 제12조)

아. 활동결과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안 제14조)

자. 「예산군 실비 변상 조례」 따라 수당ㆍ여비 지급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총무과 행정팀

우편번호 : 32435,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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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339-7203, 팩스: 041)339-7209, E-mail: kimkh89@korea.kr

붙임 1.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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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

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

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59호                   군             보              2022. 4. 15.(금)

- 108 -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

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

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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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

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

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

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

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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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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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