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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0호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운영”을 “예산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운영”으로, “군민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예산군민(이

하 "군민"이라 한다)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에는 군외”를 “경우에는 예산군 외”로 한다.

제3조 중 “예산군의회 의장”을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4조 중 “감사장 (패)”를 “감사장(패)”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관ㆍ 단체”를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군의회 의원, 군민 10인”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 군민 10명”으로, “기관ㆍ단체의 장이”를 “기관ㆍ단체장이”로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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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중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10일전까

지”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공적심사위원회의”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군의회 공적심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으로, “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을 “의회사무과장을 포함

하여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때에는”

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의결하며”를 “의결하며”로, “제5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

을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적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제14조 중 “제6호 서식”을 “제6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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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

은 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

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 -----------

-경우에는 예산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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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예산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

장 (패)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감사장(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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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표창장ㆍ패) 표창장(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ㆍ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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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

관ㆍ  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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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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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 제8조(포상방법) 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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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른다.

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

---.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

계 법령ㆍ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에서 상금, 그 밖의 부상품을 함

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우에는 --

-------------------------범위에

서 -----------------------------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는 군의회 의원,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

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회사무

과 직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 10명 ----기관ㆍ단체장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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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

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까

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 -------------

----------------1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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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1조(공적심사) -----------------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

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의회 공적심사 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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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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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로 구성한다.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명 -----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

정할 경우 ----------------------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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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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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하며 ---------------------

제5호서식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⑤  ----------------------------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상장의 경우와 포상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

---------------위원회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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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포상대장관리)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

다.

제14조(포상대장관리) -------------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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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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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1호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예산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지 1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예산군의 역사, 문화, 공간의 정체성 확립과 예산 군민의 긍지

와 자부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이란 919년 예산이라는 지명이 명명된 지

1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예산군과 관계기관 단체가 예산지명 탄생 11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념사업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념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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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 1100년 경축 기념행사

2.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홍보사업

3. 예산 문화재 복원 및 보존사업

4. 예산 역사 연구 집필 편찬 전시 사업

5.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구성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2.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군민제안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

2. 군의 역사ㆍ문화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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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5. 유관 기관 및 관내 사회 단체장

6.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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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기념사업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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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기념사업 업무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② 분과 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의견청취와는 별도로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26호                     군             보              2015. 11. 16.(월)

- 11 -

제15조(포상)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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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자문료 지급기준(제14조제3항과 관련)

자문(연구)기간 지 급 금 액 비   고

1주일까지 1건당  30만원 이내

2주일까지 1건당  50만원 이내

1개월까지 1건당 100만원 이내

1개월 초과시
기획실장, 자문위원, 해당 부서장간 

협의된 금액

※ 자문료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기획실장과 자문위원 및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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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2019년은 919년 고려 태조 2년 “예산”으로 명명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로,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을 맞아 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제1조)

나. 조례 적용 범위 및 기념사업 범위 규정(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6조)

라.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규정(제14조)

마. 유공자 포상 규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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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2호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노인복지법」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예산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분회, 읍면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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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

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노인 관련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 진단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의 보조 등) 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읍면 분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간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5개년 단

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사회복지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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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에 따른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노인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및 관계시설의 설치·운영

4. 노인교육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및 노인지도자 양성

6.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시책 홍보,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7. 경로 및 효행장려사업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경로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2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제11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비

2.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비품지원 및 유지관리비

4. 경로당 주·부식비

5.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을 활용한 일거리사업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재정상황,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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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공동일거리 관련사업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

치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3장 노인의 사회참여

제14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

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

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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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로당의 활용)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4장 노인관계기관

제17조(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군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관련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관계기관 비품지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ㆍ평생교육ㆍ노인대학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 지역봉사원 활동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경로효친 및 효행장려사업 추진

8. 노인취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출판, 국내외교류 등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등 노인 여가활동 관련행사 개최 및 참가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필요한경우지원된예산의집행에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

환을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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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떄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장 보 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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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m 지방재정법 개정(2015. 1. 1.)에 따라 사업비 지출시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바,

m 예산군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관련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상 혼선을 방지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용어 설명(안 제2조 1항〜5항)

나. 노인복지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시(안 제4조, 제9조 1항〜7항)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노인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및 관계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 여가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및 노인지도자 양성

-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시책 홍보,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경로 및 효행장려사업 

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계기관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안 제9조, 제11조)

- 노인관계시설 지원사항(안 제18조)

라. 기존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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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3호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    

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은 양성평등의 촉진,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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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8.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9.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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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① 군수는「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    

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    

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    

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담당부서에 성별구분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    

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촉진 등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군정참여 확대)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    

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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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 승진·

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   

직제와 유연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    

다.

제14조(성차별 개선 등) ①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내에서 양성이 평등    

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    

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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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등을 지원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6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취   

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    

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인적자원의 개발) 군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    

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2. 방과 후 아이돌봄의 활성화

3.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4.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국제협력의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 참여촉진)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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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    

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    

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

2. 사랑의 김장담그기 

3. 가족사랑 걷기대회

4. 장애인 나들이 체험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정책 추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    

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군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군 여성단체 협의회    

장과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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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2.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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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모든 사무    

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예산군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1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5조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수립에 따    

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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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실장

2. 기금출납원 : 여성가족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은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기금의 결산보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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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를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상위 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제한됨

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전부 정비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 5조)

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만간단체 지원(안 제21조)

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 제30조)

마.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안 제31조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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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4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7명”을 “7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3

명”을 “715명”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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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정원의 총수)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

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제27조(정원의 총수) -------------

-------------------- 7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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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1. --------------- 71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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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9

정 무 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2

4급 4 3 1

5급 32 13 3 1 3 12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지도직 계 33

지도관 4 4

지도사 29

  
※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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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 마련에 따른 현장 중심형 

예방․대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조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727명 ⇒ 729명(증 2)

- 재난안전조직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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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5호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예산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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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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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14.5.28공포)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개
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관리, 평가 등 지방보조

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편성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으로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 규정(제1조)

나. 보조금 지원 사항(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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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6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3,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

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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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주민세(개인균등분) 탄력세율 도입이후 장기간 현실화에

부합되는 세율개정이 미반영 되어 전국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현실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맞게 현실화 반영(제6조)

- “3,000원”을 “10,000원”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현실화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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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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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1. ---

가. --------------- 10,00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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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7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

차의 등록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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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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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현재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가능한바 지방세법 개정(2015.07.24.)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의무화되어

❍ 납세편의를 고려하여「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시·도간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

세 신고가 가능토록 조문신설(제5조의2 신설)

- 현행 법령 및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시·도간 협약서」에 부합하도록 개정

- 지방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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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8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협중앙회군지부장”을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정담당”을 “농정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정담당”을 “농정팀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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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

장은 농협중앙회군지부장과 농민단

체협의회장 2명으로 한다.

② -------------------------

----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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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

정담당으로 한다.

④ ------------------------

농정팀장--------.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생 략)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유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으로 한

다. ,

② -------------------------

---------------- 농정팀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

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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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존속기한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m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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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69호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4.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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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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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m「교통안전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m「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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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70호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자전거

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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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1.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활성화 기여를 위해 군민의 자전거 이용

대상자를 위한 보험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

전과 불의의 사고에 사전대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보험가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

- 군민자전거이용자의사고대비에서군민이자전거이용때문에 발생한사

고시 상해 보험 가입 범위를 정함

- 군민자전거 :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군소유의 자전거

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안 제25조제1항)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자전거의 보험) 군수는 군민자

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

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

람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

관에 따른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5조(구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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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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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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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조례  제2271호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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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 조례의 제정 근거인「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이 1996. 7. 1.

폐지되었고 주택대량보급을 목적(1977년 주택보급율 74%)으로한

「주택건설 촉진법」은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주거

복지향상을 위한 2003. 11. 30.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같은 목적의 사업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사업(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으로 추진하고 있어 

「 2011 및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시 특별

회계 폐지 이행철저, 특별회계 편성 부적정 지적된 바 있음.

2. 주요내용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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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79호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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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

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에서 투자사업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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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0호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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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폐지되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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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1호

예산군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예산군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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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 본 규칙은「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시행 1964.9.11.] [대통령령제
1932호, 1964.9.11. 제정]에 따라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대책수립을 위해

예산군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제

정[1972.1.17. 규칙 제188호] 하였으나

❍ 규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은「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시행 

1977.8.27.] [대통령령 제8670호, 1977. 8. 27. 제정] 으로 

개정·시행되었으며, 1988. 6. 9. 이 규정도 폐지  [대통령령

제12460호, 1988.6.9., 타법폐지] 되었음. 따라서 본 규칙은 사문화된 

불필요한 자치법규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군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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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2호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

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

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

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서 등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

다.

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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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① 사무과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

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

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

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

한다.

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

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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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

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그 밖의 본 진정서 등 처리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

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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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

접수

건명

진정인 등
처리

기한

이송 처리

결과

(요약)

비고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위원

회명
이송일 처리일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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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자

주소

성명

제  목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예 산 군 의 회 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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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진정서 등 요지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

건      명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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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 등 검토의견

건    명 접수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접 수 일 회 부 일

검 토 일 전문위원

진정요지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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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위원회

건    명 접수번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소관위원회
회부년월일

처리년월일

처 리 결 과

예산군의회 000위원회위원장 (인)

예산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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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진정서 등의 접수, 불수리 사항(제3조- 제4조)

다. 진정서 등의 처리순서(제5조)

라. 처리기간(제6조)

마. 준용 규정(제7조)



제 426호                     군             보              2015. 11. 16.(월)

- 68 -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3호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 회(이하 "의회" 라 한

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예산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의원"이라

한다)”를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을 “기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ㆍ첨부 하여야”를 “작성ㆍ첨부하여야”로 한다.

제3조 중 “"의장" ”를 “"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히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

호의 규정”을 “제4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장이 제1항의 규

정”을 “의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임위원회나 제6조제3항의 규

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제6조제3항에 따

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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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중 “의장이”를 “의장은”으로,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를 “위원회의”로,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이하”를 “본회

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년월

일을 기록한다”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위원

회”를 “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폐회중의”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

회 중의”로, “보고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면”을 “보고하여

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원 심사”를 “청원심사”로,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수당, 여비지급”을 “여비, 일비지급”으로, “회의 수당

을”을 “일비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원으로 하여금”을 “의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원”

을 “그 청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완료 되어”를 “완료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사정”

을 “예산 사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청원철회요구서”를 “청원 철회요구서”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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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

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  회

(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

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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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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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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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

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

하 "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예산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

--"의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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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과 주소를 기록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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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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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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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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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

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 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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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ㆍ첨부하여야 ------.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의회의장(이

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

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을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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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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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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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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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수리 사항의 알림) 의장은 청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

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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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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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밝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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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 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

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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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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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

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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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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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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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생  략)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현행과 

같음)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

관계인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

청원심사 -----------------------

-----------------------사람으로

부터 --------------.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회의 수당을 지급

  ②  ----------------------------

-----여비, 일비지급 ------------

------------일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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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의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

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

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

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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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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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

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원

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

-------------------------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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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

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

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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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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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

미 완료 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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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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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어 ------------------

---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2. -----------------------------

--예산 사정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보고) ① (생  략) 제11조(심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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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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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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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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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청원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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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 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

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

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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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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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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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알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

려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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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가 청원을 본 회의에 올

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

에게 심사보고 한 때

  2.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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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면 철회이유를 분명하

게 밝히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

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

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14조(청원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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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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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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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철회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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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야 한다.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다

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

원이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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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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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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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

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과 「예산

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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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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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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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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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4호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군의회의”를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 중 “업무추진비를사용ㆍ집행하여야”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심야시간(23시이후)”을 “심야시간(23시 이후)”으로, “관련이적은”

을 “관련이 적은”으로, “다만”을 “.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산군의

회”를 “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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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중 “예산군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공개범위)”를 “(정보공개 범위)”로 하고, 제7조 중 “예산군의

회”를 “의회”로, “명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군의회 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예

산군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군의회 의장”을 “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군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를 “의회 윤리특별위

원회에 넘겨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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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행

동강령」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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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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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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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추진비"란 예산군의회의 의

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

진비를 말한다.

1. ---------------예산군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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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원"이란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

의회 의원을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

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

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예산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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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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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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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

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

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사용ㆍ집

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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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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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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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

야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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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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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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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

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

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야시간(23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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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적은 -------------

----.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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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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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예산군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7. --------의회 --------------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예산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

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

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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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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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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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예산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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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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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공개범위) 예산군의회는 업

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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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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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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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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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예산군의

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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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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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있는 경우

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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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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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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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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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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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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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

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서는 그 행위자를 예산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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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윤리특별

위원회에 넘겨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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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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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5호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

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예산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장”을 “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외여행 하는”을

“국외여행하는”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의회의장(이하”를 “예산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장(이하”로, “국외여행”을 “국외여행 ”로 한다.

제3조 중 “하나의 규정에 따른 의원”을 “하나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군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며”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과반수”를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을 “심사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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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

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의 직능”을 “심사위원회의 직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한정되어야”를 “한정하여야”로, “부여하는”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를 “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참석한 때에는”을 “참석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알수 있도록 군의회”를 “알 수 있도록 의

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

정”을 “제1항”으로, “군의회”를 “의회”로,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을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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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예산군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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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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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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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

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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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

4.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4. --------------------------

---------국외여행하는 ---

5.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5. --------예산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장(이하 -----------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

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3조(허가권자) ----------------

-하나에 따른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공

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

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

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

-------------------------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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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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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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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며을 포

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의회사무과장은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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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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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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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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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

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

의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

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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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으로 -----------------------

------------2분의 1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

사팀장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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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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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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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7명 이하

의 의원이 제2조의 공무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 --------------------

------------범위에서 --------

----------------공무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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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

가 정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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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심사기준) (생 략) 제6조(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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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

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

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한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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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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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

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

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조

번호이동 2014.10.10.]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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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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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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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

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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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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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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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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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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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

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서명

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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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

항 -------------------------

----------3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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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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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과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조번호이동 2014.10.10.]

제8조(수당과 여비) -------------

------------참석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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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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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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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

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여행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여행 전에 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여행계획서를 주민들이 알수 있

도록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조번호이동 2014.10.10.],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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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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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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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도록

의회 -----------------------

--.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

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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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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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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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

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②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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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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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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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하여야 한다.[조번호이동 2014.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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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조번호이동 2014.10.10.]

제11조(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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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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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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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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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5년 11월 16일

예산군 규칙 제1386호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군의회 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을 “예산군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산군의회 의원”을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을 “(규격, 제식과 색상)”으로 하고, 제

3조제1항 중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를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신분증의 발급권자)”를 “(발급권자)”로 하고, 제4조 중 “예산군의

회 의장(이하”를 “예산군의회의장(이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을 “(발급과 재발급)”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신분증”을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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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

분증을”을 “신분증이”로, “변동”을 “변경”으로,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신분증”

을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신분증의 회수 등)”을 “(회수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회수

하여야”를 “회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분증발급대장”을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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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

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예산군의회

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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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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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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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의

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

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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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발급권자) --------------예

산군의회의장(이하 -------------

---------.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

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과 재발급) ① ---------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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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②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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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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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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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이 -----------------

-----------변경 -------------

------------제2호서식에 따른 의

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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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분증의 회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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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하여야 ------.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

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

증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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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전  면) (후  면)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7×33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후면 중앙에 의회 문양을 삽입한다.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랑색 = C 80%:M60%

  나. 노랑색 = Y70%:K10%

  다. 녹  색 = C70%:Y60%:K10%

  라. 하늘색 = C60%:M30%

  마. 빨강색 = M70%:Y50%:K10%

  바. 회  색 = Y10%:K10%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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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개정에 따라 의원 신분증을 교체 발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 제식 변경(안 별표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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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9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30.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6길 28외 8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북문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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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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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면  상궁

리 92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

덕로 531-103
2015-10-30 신축 2009-08-25

예산 상궁리와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

칭 조합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

리  201-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

덕사로  766-22
2015-10-30 신축 2009-08-25 전국 대표적인 사찰인 수덕사 명칭 활용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

리  367-5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

내북문길 27
2015-10-30 신축 2009-08-25

읍내리와 북문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

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

리  64-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

치6길 28
2015-10-3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

리 458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

촌향교길 84
2015-10-3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교촌리)과 지형지물(향교)을  이용

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

리  259-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

산향교길  61-18
2015-10-30 신축 2009-11-13

덕산향교로 진입하는 길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
　

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592-4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다

락로 50
2015-10-30 신축 2009-11-13

다락처럼 생긴 산이 있다하여 다랑미에서  

유래
　

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

리  109-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

산온천로  151-27
2015-10-30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

(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

방리 69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15-9
2015-10-30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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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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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북문길 27 2015-10-30 건축물멸실 　



제 426호                     군             보              2015. 11. 16.(월)

- 98 -

예산군 고시 제 2015-194호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예산군과 홍성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추구하기 위해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1월  04일

예  산  군  수

가. 명    칭 : 예산 ․ 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나. 해당시군 : 충청남도 예산군 ․ 홍성군

다. 고시기간 : 2015. 11. 4 ~ 11. 24 (20일간)

라. 고시장소 : 예산군 홈페이지 및 공고게시판

마.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

3.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집행

4.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한 재원의 분담 및 투입

5.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증진

6.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의 확보

7. 그 밖의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

붙 임 :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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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예산군·홍성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약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 제3조 및 제7조의2와 

관련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과 지역간의 연계된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적용한다 .

제3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예산․홍성 생활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라 한다.

제4조(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충청남도 예산군

2. 충청남도 홍성군

제5조(조직) ① 회장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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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사무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

3.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집행

4.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한 재원의 분담 및 투입

5.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증진

6.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의 확보

7. 그 밖의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

제7조(의안 및 정족수 ) ①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한다.

②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지역발전 관계 전문가, 시민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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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

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미합의 사항 조정 요청 ) 회장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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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사무인계 )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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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9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6.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232-33외 7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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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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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면  사동

리 479, 477-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

산온천로 232-33
2015-11-06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

(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

리  596-9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황

금뜰로  1407-1
2015-11-06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

정리  826-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

초정2길  158-15
2015-11-0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서초정)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리 15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464번길  39-29
2015-11-06 신축 2009-11-13

벚꽃로 4,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

는 도로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

리 9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

원탄중길  159
2015-11-06 신축 2009-11-13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

리 63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

목1길  26-15
2015-11-0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시목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

리 16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

항방산로  327-16
2015-11-06 신축 2009-11-13

상항리와 방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

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

곡리 101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1길  13
2015-11-06 신축 2014-09-25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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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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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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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9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3.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덕산면 홍덕서로 464외 12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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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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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면  낙상

리 164-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홍

덕서로 464
2015-11-13 신축 2009-08-25 홍성읍과 덕산면의 행정명칭  조합 및 방위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

리  87-9, 87-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

암산로 161
2015-11-13 신축 2009-11-13 수암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형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

리  산8-1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

분양막로  382-30
2015-11-13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

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

리 6-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182번길  83
2015-11-13 신축 2009-11-13

벚꽃로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

로
　

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

리  170-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

분양막로  342-11
2015-11-13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

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

리  648-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

촌진말길  20-6
2015-11-13 신축 2009-11-13

법정리명(계촌리) 및 고유지명(진말)을  조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

리  525-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

천오촌길  151
2015-11-13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

리  165-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 43-8
2015-11-13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

리 165-1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 43-1
2015-11-13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

리 165-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

꽃로 43-3
2015-11-13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무봉

리 134-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형

제고개로  118-15
2015-11-13 신축 2009-11-13 형제고개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

리 748-95, 493-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

원시왕길  4-18
2015-11-13 누락 2009-11-13

불원리와 시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

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

리 10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

당산단1길 9
2015-11-13 신축 2014-09-25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

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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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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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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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5-1195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예  산  군  수

1. 조례명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 개정의 이유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이 약화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인구의 외부유출을 감소하고자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및 정비를 통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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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출산가정 지원시책 강화

 나.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신설

 다.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대상의 명확화

    - 예산군 소재의 대학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대학생으로 명확화 

 라.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 최초 전입 후 전입유지 기간에 따라 생활용품 구입비 차등지

      급하는 조항을 신설     

 마. 지원대상자의 명확화 및 전입세대 지원확대

     - 지원대상자 중 타 지자체로 전출 후 우리군으로 3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는 제외 대상자 명확화

     - 전입실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및 전입세대 

태극기 세트 지원 신설

 바. 개정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자동차번호

판 교체비용관련항목 삭제(붙임 관계법령 참조)

 사.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4. 입법예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17.(19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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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견제출 기간 : 2015년 11월 18일까지 

  나 의견접수 기관 : 예산군수( 참조 : 총무과장)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

    -  홈페이지 : www.yesan.go.kr

    -  전    화 : 041-339-7206   - 팩    스 : 041-339-7209

 라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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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

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산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

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증가 시책”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2.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3.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주민세 등 

전입실비.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용품비

5. 수업료 납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학생이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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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대학(교)입학 축하금.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7.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생활용품비.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군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경제과장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내 대학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관내 지역사회 관련 단체 또는 인구증가 시책관련 기관 대표, 관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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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
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사전 통지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

이 되고, 서기는 인구증가시책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유

공자에게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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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 관련)
지원내용 지  급  기  준 비고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 500,000원
•둘째아이 : 1,000,000원
•셋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 지급

제3조 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본인부담금 중 80%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제3조 제2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 20ℓ 60매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제3조 제3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제3조 제4호

고등학생 수업료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 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입학시만 
지급)

제3조 제6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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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

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

산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

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

산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란 

부모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주민세 

등 전입실비”란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란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증가 시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 6.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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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란 타 

시·도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기업체기숙사 거주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미혼모, 직업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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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부모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2.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비용 지원.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서비스(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3.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전입실비」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생활용품비」

5. 수업료 납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학생이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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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주민세 

등 전입실비는 예산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자.

③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

④ 전입에 드는 경비는 충청남도 

외의 타 시·도에서 예산군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한 

자.

⑤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 거주자

⑥ 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 등

대학(교)입학 축하금」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7.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생활용품비」

② 제3조 제1항에 의한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⑥ <삭  제>

 

제4조(지급액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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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신생아 

1명당 첫째아이는 300,000원, 

둘째아이는 500,000원, 셋째아이 

이상은 3,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년에 

1,000,000원씩 3회 지급하되 신생아 

부모나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7.5.1>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세대당 

20ℓ규격봉투 60매 이내로 하고, 

주민세 등 전입 실비는 세대당 

5,000원 이내로 한다.

3.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4. 전입에 드는 경비는 자동차 

변경등록으로 차량 번호판 교체에 

드는 경비로 한다.

5. 기업체기숙사 거주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1명당 50,000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설 2007.12.27>

6.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평가를 

근거로 선발된 유공자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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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

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하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예

산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

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

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

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증

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

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

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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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

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총

무과장, 주민지원실장,경제과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내 대학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관내 지역사회 관련 단체 또는 인

구증가 시책관련 기관 대표,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

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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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

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증가시책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  설>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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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포상)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예산군 포상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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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 계 법 령 발 췌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 자동차 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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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 2015 - 1208호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24,432㎡(L=850m)

○ 사업규모

- 토 공 : 흙깍기 29,489㎥, 사토 28,911㎥, 비탈면보호공 22,071㎥

- 배수공 : L형측구 L=1,045m

- 비탈면보호공 : 계단식옹벽 159㎡, 영구앵커 177공

- 포장공 : 아스콘포장 A=2,202㎡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11월

○ 준공예정일 : 2016.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참조

6. 실시설계도서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열람 가능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426호                     군             보              2015. 11. 16.(월)

- 129 -

예산군계획시설(도로:소로2-125호선)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5 8
국지
도로

1,052 11호 광장
주교리
산32-1

일반
도로

　-

충청남도
고시

제2000-122호
(’00.09.01.)

변경 소로 2 125 8
국지
도로

1,045 11호 광장
주교리
산32-1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2-125호선 소2-125호선

- 연장: L= 1,052m

→ L= 1,045m(감 7m)

- 폭원: B= 8m(변경 없음)

- 면적: A= 8,106㎡

→ A=8,010㎡(감 96㎡)

○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로선형 및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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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조 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44-1 임 3,895  1,441  공 예산군 　 　 　 　
2 산44-2 임 188  147  공 예산군 　 　 　 　
3 산44 임 34,512  11  정지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2 대
교아파트 2/111

　 　 　 　

4 산45 임 3,385  103  정지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2 대
교아파트 2/111

　 　 　 　
5 산45-2 임 954  954  공 예산군 　 　 　 　
6 산45-1 임 1,616  1,616  공 예산군 　 　 　 　
7 산46 임 25,686  37  국 교육청 　 　 　 　

8 산50-15 임 574  574  공 예산군 　 　 　 　

9 산50-14 임 111  111  공 예산군 　 　 　 　

10 산50-13 임 2,064  1,513  공 예산군 　 　 　 　

11 산50-10 임 15,646  14,608  공 예산군 　 　 　 　

12 산50-18 임 3,948  2,495  공 예산군 　 　 　 　

13 산50-11 임 71,872  5,458  공 예산군 　 　 　 　

14 산50-17 임 705  705  공 예산군 　 　 　 　

15 산50-1 임 52,715  2,007  공 예산군 　 　 　 　
16 산50-16 임 318  157  공 예산군 　 　 　 　
　 소  계 　 218,189  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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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5-1209호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예  산  군  수

1. 조례명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2. 조례 제정의 이유

  예산군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따른 내
용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한 후 주민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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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므로 이를 개정하여 결과를 

통보 하도록 개정

나.「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공직자윤리법」에

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위원은 법관, 교육

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

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에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

으며, 지자체 관할 공직유관 단체(지방공사ㆍ공단, 업무 수탁자 등)의 임직원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사항 반영

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민법」등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군수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16조제2항은 

법령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

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 조례 제9조에서는「민법」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였으나,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민법」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개정(2013.07.01.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

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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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으나, 위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격사유 등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

바.「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예산군 폐기물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60일 

이내이나 위 조례는 30일로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사.「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 제16조제2호로

부과하는 내용은 위임없는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삭제

아.「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1조에따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 

조례 제5조에서는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총피해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등의 경우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피해보상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여 해당 내용 삭제

자.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근거없이 주민의 입장제한 및 행위를 제한 하는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삭제

차.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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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1호와 관련하여 국민여가 캠핑장 사용자 수칙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는 관리자의 귀책유무와 상관없이 관리자를 면책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 무효인 조항이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사용자 수칙을 개정

카.「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잉여금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

업법」제37조제1항에 맞도록 조례 개정(배당납부금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5. 11. 5. 〜 2015. 11. 17.(13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5년 11월 17일까지 

  나 의견접수 기관 : 예산군수( 참조 : 총무과장)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홈페이지 : www.yesan.go.kr

    -  전    화 : 041-339-7232   - 팩    스 : 041-339-7209

 라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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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

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2조(「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

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로 한다”를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청소년수

련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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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한정후견인

제6조(「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7조(「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제16조제3호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    한 비

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    목 중 “내용(배

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    용”으로 한다.

제8조(「예산군 폐기물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폐기물등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의 개정)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봉수산자연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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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4]

예산군 국민여가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9조제3항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  9. (생 략 )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후단 신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생 략)

제12조(「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6조제4호 중 “전1, 2, 3호”를 “제1호,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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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생  략) 제7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

------------------- 제출한 제안

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제2조(「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

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

다.

제2조(구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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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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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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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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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

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3조(기능)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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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허가 취소나 정지) ①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취소나 정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

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2. --------- 제12항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법 제9조제

2항제6호에 따른다. 

  1. 예산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삭  제>

  2. 예산군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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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변상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변상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제5조(「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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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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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

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군

수에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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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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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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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

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업장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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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

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

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

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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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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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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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

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

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

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

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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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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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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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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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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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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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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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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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산군 폐기물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 6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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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사본(제15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

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

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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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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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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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

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라.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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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10조(「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장의 제한) 휴양림 관리ㆍ운

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자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

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

되   는 자

  3.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

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피해보상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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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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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 피해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삭  제>

  3.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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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 경작이나 산림사업을 위한 

휴양림지구 경유시나 버섯류, 산

나   물류 등의 임산물 굴ㆍ채취를 

위한 소득활동의 경우에는 제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용객의 퇴장)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 또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미풍   양속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 

2. 술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이용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4. 각종 행상행위를 하는 자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자 

6. 각종 시설물을 손상 또는 

이전시키는 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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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별표4]

현        행 개   정   안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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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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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신설>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12조(「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

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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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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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삭  제>

  4. 잉여금에서 전1, 2, 3호를 처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

을 건설적립금으로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 제1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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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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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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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

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

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

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

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

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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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

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

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

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

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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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

물, 제19조 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

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

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

작물등”이라 한다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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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

다.  <개정 2012.1.26., 2014.12.3.>

1. 〜 16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

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

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

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개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

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

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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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12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제출 및 
복구 촉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 통지

 3. 공고기간 : 2015. 11. 05 ~ 11. 20(15일간)

 2.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4. 공시송달 대상

산지 소재지
허가면적(㎡) 용도 수허가자 비고

군 면 리 지번

예산 광시 노전 410-1 4,523 창고 신축 정율개발(주) 대표 이정호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예산군청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자 류우현
주    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군청)) 전화번호 041-339-7744
전자우편
주    소

hyun1215@korea.kr 팩스번호 041-339-7198

제출기한 2015년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

습니다. 끝.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041-33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05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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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1213호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2015. 7. 1일부터 시행한 섬김택시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

의 추지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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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섬김택시』운행방법 중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나. 『섬김택시』운행구간을 변경(안 제3조)

 다. 『섬김택시』운행비용 지원방법의 변경 및 횟수의 제한(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건설교통과(참조 :

교통팀)

☎ 041-339-7692, fax : 041-339-7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5. 11. 05. ~ 2015. 11. 25.(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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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예산군청(별관) 건설교통과 교통팀

(우편번호 : 32430)

※ 붙임 :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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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 1의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마을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를 “버스승강장에서 0.6k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주 주민으로 한다.”를 “가구 중 차량이 없는 가구의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섬김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최근거리 농어촌버스승강장,

별표 2의 지역으로 한다.”를 “섬김택시 운행구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3에 따른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별표2, 별표 3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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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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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섬김택시운행대상마을”이란대

중교통소외지역으로 별표 1의 마

을을 말하며 그 대상마을은 예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다.

2. ------------------------

--- 버스승강장에서 0.6k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

을을 말한다.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 ① 섬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섬

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

으로 한다.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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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가구 중 차량이

없는 가구의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⑤ 섬김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

서 최근거리 농어촌버스승강장,

별표2의 지역으로 한다.

⑤ 섬김택시 운행구간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

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

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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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을 부담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

액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신 설> 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

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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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신

청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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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일

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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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1235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주교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44-1번지 일원

3.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예산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72)

4. 열람기간 : 2015. 11. 16. ∼ 2015. 11. 30.

5. 보상시기 : 감정 평가 후 별도 통지

6. 토지조서 : 붙임 목록과 같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라 3인(2

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함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041-339-777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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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예정용지조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44-1 임 3,895  1,499  공 예산군 　 　 　 　

2 산44-2 임 188  170  공 예산군 　 　 　 　

3 산44 임 34,512  256  정*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892 대교아파

트 2/111

　 　 　 　

4 산45 임 3,385  570  정*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892 대교아파

트 2/111

　 　 　 　

5 산45-2 임 954  954  공 예산군 　 　 　 　

6 산45-1 임 1,616  1,616  공 예산군 　 　 　 　

7 산46 임 25,686  43  국 교육청 　 　 　 　

8 산50-15 임 574  574  공 예산군 　 　 　 　

9 산50-14 임 111  111  공 예산군 　 　 　 　

10 산50-13 임 2,064  1,513  공 예산군 　 　 　 　

11 산50-10 임 15,646  14,608  공 예산군 　 　 　 　

12 산50-18 임 3,948  2,495  공 예산군 　 　 　 　

13 산50-11 임 71,872  5,458  공 예산군 　 　 　 　

14 산50-17 임 705  705  공 예산군 　 　 　 　

15 산50-1 임 52,715  2,007  공 예산군 　 　 　 　

16 산50-16 임 318  157  공 예산군 　 　 　 　

　 소  계 　 218,189  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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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의신청서 양식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5.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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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5 - 1243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수렴   
1. 공고기간 : 2015. 11. 16. (월) ~ 2015. 11. 30. (월)

2. 공고방법 : 예산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보
3. 공고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조서(첨부1)

4. 도로명의 결정절차

5. 의견제출(첨부2)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방문접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 우편접수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339-716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합  계 도로명 부여 도로명 변경 도로구간 변경 비  고

합   계 5 4 - 1 

도로명부여
신청 ⇒

의견수렴공고
⇒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

도로명부여 
고시

사업시행자등 14일이상
의견수렴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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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2단계 주택지구 주민의견 수렴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 · · · · · · · · · · · · · · · · ·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조서도로구간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 및 현황도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2015. 11. 16.

예  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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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도로명 부여 및 변경 조서

1. 공고기간 : 2015. 11. 16.(월) ~ 2015. 11. 30.(월)

  2. 공고방법 : 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3. 의견제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방문접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 우편접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339-716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도로명(안) 기 점 종 점 도로폭
(m)

길 이
(m)

기초간격
(m) 비 고

1 홍예로488번길 삽교읍 목리 248-1 삽교읍 목리 276-2 16 270 20 부여

2 예학1길 삽교읍 목리 175-3 삽교읍 목리 288 8 730 20 부여

3 예학2길 삽교읍 목리 4 삽교읍 목리 288 8 755 20 부여

4 예학3길 삽교읍 목리 179 삽교읍 목리 4 8 290 20 부여

5 예학로 삽교읍 목리 517-3
삽교읍 목리 276-2
(삽교읍 목리183-1)

25
2330

(1673)
20

변경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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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현황도2. 도로구간 중심선 및 현황도

: “로”급 도로명 1개 구간 변경(기존구간)

m 예비도로명 : 예학로

: “길”급 도로명 4개 구간 신설

m 예비도로명 : 예학1길, 예학2길, 예학3길, 홍예로488번길
★ 새로운 구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결되는 로급 도로명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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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부여 주민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안)

신청(의견)도로명

신청(의견)도로명

부여의견

도로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

※ 의견이 많은 분은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