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

【법          률】

○법률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 5

○법률제12847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8

○법률제12848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284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2850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285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285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28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96

○법률제12856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1285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8

○법률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285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104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5864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4

○대통령령제25865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5

○대통령령제25866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6

○대통령령제2586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07

○대통령령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108

○대통령령제2586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10

○대통령령제25870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11

○대통령령제2587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12

○대통령령제2587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15

○대통령령제25873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16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제18415호     2014. 12. 23.(화)
2014.12.23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대통령령제25874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2

○대통령령제25875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4

○대통령령제2587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5

○대통령령제25877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6

○대통령령제25878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8

○대통령령제25879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대통령령제2588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1

○대통령령제2588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4

○대통령령제2588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135

○대통령령제2588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7

○대통령령제2588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8

○대통령령제25885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41

○대통령령제2588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42

○대통령령제2588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46

○대통령령제2588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47

○대통령령제2588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52

【부          령】

○법무부령제833호(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157

○산업통상자원부령제97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57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5호(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 15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6호(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 15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6호(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 161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0호(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 ………………………………………… 164

○법무부고시제2014-55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165

○법무부고시제2014-555호(귀화허가) …………………………………………………………………………… 165

○국방부고시제2014-440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68

○국방부고시제2014-441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68

○국방부고시제2014-442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68

○국방부고시제2014-443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169

○국방부고시제2014-44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4

○국방부고시제2014-44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5

○국방부고시제2014-44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5

○국방부고시제2014-44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5

○행정자치부고시제2014-4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 ……………………………… 18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3호(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 18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4-118호(지형도면) ………………………………………………………………… 18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18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3호(아산, 울산·미포,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 19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1호(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3호(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 29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8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2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1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29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 298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7호(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 등> 변경) ………………………………………… 299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8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299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3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 299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국적상실) …………………………………………………………… 306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국적상실) …………………………………………………………… 307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국적상실) …………………………………………………………… 30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국적상실) …………………………………………………………… 30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 3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6호(도로구역결정<변경>) ……………………………………………… 3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7호(접도구역 지정<변경>) …………………………………………… 3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8호(지형도면) …………………………………………………………… 3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2호(하천점용 허가) ………………………………………………………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0호(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7호(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승인) …………………… 3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3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 31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5호(사설항로표지 폐지) ………………………………………………… 33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6호(평택·당진항 자동자 전용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관련한 
                                      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3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하천수사용 허가) ………………………………………………………… 3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하천수사용 허가) ………………………………………………………… 3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하천수사용 허가) ………………………………………………………… 3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하천수사용 허가) ………………………………………………………… 33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0호(하천수사용 허가) ………………………………………………………… 33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1호(하천수사용 허가) ………………………………………………………… 33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7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33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3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2호(한국산업표준 폐지) ……………………………………………………… 3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33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 33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5호(한국산업표준 폐지) ……………………………………………………… 339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40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5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 340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6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 341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 34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2호(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 3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45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4호(선박투자업 인가) ………………………………………………………………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5호(선박투자업 인가) ………………………………………………………………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6호(선박투자업 인가) ………………………………………………………………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37호(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중정정) …………………… 347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347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3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48

○인사혁신처공고제2014-39호(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34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 34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52호(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3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2호(도로사용개시<폐지>) ……………………………………………… 35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2차<정정>) ……………… 35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2호(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 35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9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 35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353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공시송달) …………………………………………………………………… 353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4-465호(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 353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5호(학교<남양주샛별초>시설사업 준공) ……………………… 35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6호(학교<한별중>시설사업 준공) ……………………………… 354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93호(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355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718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 355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 35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 357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 360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 360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 36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31

◇주요내용

가.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제2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등기우편 등 특

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여야 하며,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는 구직자의 주소지나 구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도록 함.

나.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제3조)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발송

하거나 직접 전달한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및 비용부담(제4조 및 제5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구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인자는 채용

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에 한정하여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지울 수 있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서 승 환
장 관

◉대통령령 제2588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

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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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주택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

의 100퍼센트 이상
3년

1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4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5년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의 70퍼센트 미만
6년 3년

제21조의 제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60제곱미터”를 각각 “85제곱미터”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토지”를 “토지(공공택지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2조의14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

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제121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비고: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1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

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나.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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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

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

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공동주

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함.

나.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의 완화(현행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및 제40조제2항)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인가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바,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

자의 사용승낙분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등

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을 포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2)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토지는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

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는 요건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으로 완화함.

라.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의 확대(제62조의14제2항제5호 신설)

분과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하자의 유형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비 등이 부족

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

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감정 안전

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4년부터

8년까지에서 3년부터 6년까지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에서 1년부

터 3년까지로 각각 단축함.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34

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의 완화(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

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서 승 환
장 관

◉대통령령 제2588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제외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을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

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차
	【법률】
	○법률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7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8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4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0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6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85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864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5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6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6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0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3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4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5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7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8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79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588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5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588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법무부령제833호(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97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5호(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6호(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6호(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0호(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 
	○법무부고시제2014-55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무부고시제2014-555호(귀화허가) 
	○국방부고시제2014-440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1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2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3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고시제2014-44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4-4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3호(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4-118호(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3호(아산, 울산·미포,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1호(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3호(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8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1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7호(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 등> 변경)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8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3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국적상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국적상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국적상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국적상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6호(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7호(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8호(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2호(하천점용 허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0호(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7호(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승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3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5호(사설항로표지 폐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6호(평택·당진항 자동자 전용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관련한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하천수사용 허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0호(하천수사용 허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1호(하천수사용 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7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2호(한국산업표준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5호(한국산업표준 폐지) 

	【공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5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6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2호(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4호(선박투자업 인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5호(선박투자업 인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6호(선박투자업 인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37호(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중정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3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4-39호(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52호(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2호(도로사용개시<폐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2차<정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2호(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9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4-465호(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5호(학교<남양주샛별초>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6호(학교<한별중>시설사업 준공)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93호(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718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인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기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00000000000000001419137564957000
134
1
목차
【법률】 
 ○법률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2847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2848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284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2850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285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1285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285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28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96
 ○법률제12856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1285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8
 ○법률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285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10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864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4
 ○대통령령제25865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5
 ○대통령령제25866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6
 ○대통령령제2586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7
 ○대통령령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08
 ○대통령령제25869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0
 ○대통령령제25870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1
 ○대통령령제25871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2
 ○대통령령제2587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5
 ○대통령령제25873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6
 ○대통령령제25874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2
 ○대통령령제25875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24
 ○대통령령제2587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5
 ○대통령령제25877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6
 ○대통령령제25878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8
 ○대통령령제25879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대통령령제2588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1
 ○대통령령제2588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4
 ○대통령령제2588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35
 ○대통령령제2588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37
 ○대통령령제2588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8
 ○대통령령제25885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1
 ○대통령령제2588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2
 ○대통령령제2588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6
 ○대통령령제2588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47
 ○대통령령제2588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2
【부령】 
 ○법무부령제833호(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57
 ○산업통상자원부령제97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7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5호(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15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6호(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59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6호(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161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0호(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  164
 ○법무부고시제2014-55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165
 ○법무부고시제2014-555호(귀화허가)  165
 ○국방부고시제2014-440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8
 ○국방부고시제2014-441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8
 ○국방부고시제2014-442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8
 ○국방부고시제2014-443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69
 ○국방부고시제2014-44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84
 ○국방부고시제2014-44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85
 ○국방부고시제2014-44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85
 ○국방부고시제2014-44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85
 ○행정자치부고시제2014-4호(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  18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3호(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18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4-118호(지형도면)  18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18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3호(아산, 울산·미포,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19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1호(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3호(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29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8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1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29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298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7호(국가어항구역 변경)  299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8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299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3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299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국적상실)  306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국적상실)   307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국적상실)  30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국적상실)   30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3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6호(도로구역결정)  3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7호(접도구역 지정)   3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8호(지형도면)  3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2호(하천점용 허가)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0호(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7호(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승인)  3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3호(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31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5호(사설항로표지 폐지)  33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6호(평택·당진항 자동자 전용부두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관련한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3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4호(하천수사용 허가)  3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5호(하천수사용 허가)  3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8호(하천수사용 허가)  33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하천수사용 허가)  33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0호(하천수사용 허가)  33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1호(하천수사용 허가)  33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7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3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3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2호(한국산업표준 폐지)  3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33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33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5호(한국산업표준 폐지)  339
【공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340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5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340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6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341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34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2호(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3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9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345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4호(선박투자업 인가)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5호(선박투자업 인가)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26호(선박투자업 인가)  3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37호(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중정정)  347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347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3호(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348
 ○인사혁신처공고제2014-39호(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34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34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52호(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3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2호(도로사용개시)  35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2차)   35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2호(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35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9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35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353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공시송달)  353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4-465호(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353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5호(학교시설사업 준공)  35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6호(학교시설사업 준공)  354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93호(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355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718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355
【인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356
【기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7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360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360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