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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03호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노원구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고 시 명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 고시
2. 고시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목별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에 활용
3. 고시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지목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지가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지

목
전
답

임 야
대 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 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평균지가(㎡당)
1,392,675
1,417,892
309,693
3,848,036
3,444,000
2,495,133
3,065,904
4,802,491
3,407,103
1,105,437
2,095,106

연번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

목

평균지가(㎡당)

제
방
하
천
구
거
유
지
수도용지
공
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묘
지
잡 종 지
과 수 원

745,376
642,463
827,352
4,505,125
225,218
743,202
1,689,691
3,308,428
777,100
2,604,659
527,525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 2116-0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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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0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공릉동 557-6

동일로182길 47-12

2010. 6. 10.

2021. 7. 8.

동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
으로 일련번호방식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0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
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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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2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
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공고기간 : 2021. 7. 8. ~ 2021. 7. 22.(14일간)
□ 공고대상 차량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포터Ⅱ

차대번호

운행정지일

KMFZCZ7KAFU139229 2021.6.15.

비고

1

84수3250

소유자요청

2

54어0406

디스커버리 스포츠 SALCA2BN4GH572031 2021.6.17.

〃

3

22로0639

쏘나타(SONATA) KMHE341DBGA251527 2021.6.17.

〃

4

서울83가1657 와이드봉고1톤 KNCSC0142RS771480 2021.6.22.

〃

5

서울54너5721 에스페로1.5AT KLAJA19V1PB960938 2021.6.23.

〃

6

24노4874

Kuga 2.0 AWD WF0AXXWPMGFJ74431 2021.6.23.

〃

7

89주9227

카라반보트트레일러 5KTBS1915EF515868 2021.6.29.

〃

8

58두8407

S350 d 4Matic WDDUF3DB8HA320854 2021.7.5.

〃

9

231조8342

마세라티기블리디젤 ZAM57TSA5G1168256 2021.7.5.

〃

□ 공고내용
1.「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1항(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81조(벌칙)7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면 같은 법 제82조(벌칙)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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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2.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제8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2116-4054)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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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2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구에 재난ᆞ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가족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7. 8. ∼ 2021. 7. 28.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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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담당)

- 전

화 : 02)2116-3736 / FAX : 02)2116-4628

- 이 메 일 : hwang3421@nowo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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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노원구에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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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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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
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
사회 노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
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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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
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
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에 따
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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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향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여성가족과 황윤정 (02-21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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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
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
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13 -

노원구보 제1953호

2021. 7. 8.(목)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의견 제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안 의견조회
성
명
(개인/단체)
주

생년월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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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2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자전거세척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에 해당 서비스
의 대상․방법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세척기 신규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1조제5항)
다. 자전거세척기 사용자의 파손 및 도난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1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교통지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2116-0631, FAX :
2116-4642, email : neon28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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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자전거세척기를 자전거대여소 등에 설치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함에 있어, 조례에 해당 서비스의 대상․방법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세척기 신규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1조제5항)
다. 자전거세척기 사용자의 파손 및 도난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1조제6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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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2021. 7. 8.(목)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시설 로서”를 “시설로서”로 하
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구청장”이라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
다.
제5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시에서”를 “서울특별시에서”로, ““정비계획” 이”를 ““정비
계획”이”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민간단체”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
항과 제4항”으로, “이용요금과”를 “이용요금,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으로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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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전거 대여소”를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세척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여자전거를”을 “자전거와 자전거
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로, “변상 하여야”를 “변상하여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
대여소 내에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제시.”를 “제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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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
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
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
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
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

개

정

안

제1조(목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필요한 --------------------------------------------------------.
제2조(정의) --------------------------------------.
1. -------------------------------------------------------------------- 장애인용 --------------------------------------- 시설로서 -------------------------.
2. ∼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 서울특별시---------------------------------- 19 -

노원구보 제1953호

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
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한다)은 자전거 이용시
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
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
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 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시에서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
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참고 하여 노원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
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
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2021. 7. 8.(목)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에서 ---------------------------------- “정비계획”이------------------------------------------------------------------------.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 자전거이용민
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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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
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
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
용요금과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ㆍ운영
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
거 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
금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
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

2021. 7. 8.(목)

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
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
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 내에 자전거세
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
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 이
용요금, 자전거세척기 이용요
금, --------. -------------------------------------------------------- 자
전거대여소, 자전거세척기 ------------------------------------------------.
⑥ ------------------------- 자전거와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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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여
야 한다.
제15조(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③ 노원구민 패트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
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2.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
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2021. 7. 8.(목)

--------------- 변상하여야
-----.
제15조(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제시
2.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
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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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세척기 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지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교통지도과 박수인 (02-2116-063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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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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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제출기관
□담당자

:

:

현행규정

부서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검 토 의 견
개선(안)

- 25 -

검토사유

노원구보 제1953호

2021. 7. 8.(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30호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0.05.07.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266호(2018.08.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

(2020.09.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1호(2020.09.03.)로 특별
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 7. 8. ~ 2021. 7. 23.(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02-2116-3928)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932-3800)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02-2116-3928)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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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위치 :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00,842㎡ (공동주택:74,159㎡, 종교용지:720㎡, 도로:17,699㎡,
공원:1,195㎡, 녹지:5,433㎡, 문화시설:1,636㎡)
4) 건립규모 : 2,200세대 (임대 515세대 포함)
5) 시 행 자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건축계획
· 획지2-1-1(공동주택) :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15동 및 부대시설
· 획지2-1-2(공동주택) : 지하3층~지상4층, 아파트 7동 및 부대시설
8)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마. 공람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람 시 코로나19확산방지 대책으로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후
37.5℃이상일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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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3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제9조의2)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준 명문화
-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음식물류폐기물 무상 수거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규정 신설(제12조제4항·제5항)
- 2002년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 지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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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 2116-3811, FAX :
2116-4631, E-mail : key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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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대
비한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등(제9조의2)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규정 신설(제12조제4항 ·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규제심사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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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
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
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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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
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
출하는 경우는 1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 및 도시미관 개선등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경우에
는 지급방법,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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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
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
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0조제
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경
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급할 수 있다.
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
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
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
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
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출하는 경우는 1
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
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
⑤ㆍ⑥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
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
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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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
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
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
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대상자가 공동주택 거주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
는 하는 경우 : 가구당 매월 1,
500원 범위 내에서 감면
2. 감면대상자가 단독주택 거주
자로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분리 배출하는 경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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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준 매월 12리터 또는 10
킬로그램 범위내에서 감면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의 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 및 도시미관 개
선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급방법, 관리 책
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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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
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
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
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
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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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가
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3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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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제출부서 :
□제출자:
현행규정

(전화번호 기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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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1953호

2021. 7. 8.(목)

인 사

노 원 구
연번

성 명

(발령 제134호)
발

령

내

용

소

현

직

속

직

급

1

황 태 현 지방시설서기보( 토목) 에

임함

도 시 계 획 국 지방시설서기보
도 시 관 리 과 시보( 토목)

2

안 경 은 지방시설서기보( 토목) 에

임함

교 통 환 경 국 지방시설서기보
치 수 과 시보( 토목)

3

조 유 나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에

임함

도 시 계 획 국 지방시설서기보
도 시 재 생 과 시보(건축)

4

박 정 연 지방시설서기보( 건축) 에

임함

교 통 환 경 국 지방시설서기보
교 통 지 도 과 시보( 건축)

2021. 7. 7.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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