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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 조정 및 정원 재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변경(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

기상청의 관측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신규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으로 재배

정된 지방기상청 인력 4명(8급 2명, 9급 2명) 및 기상장비 첨단화에 따라 단순 관측업무를 민간

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기상청 정원에서 감축되는 인력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

마.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변경(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

표 7)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

명, 8급 1명)과 지방기상청 인력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함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제3호 본문 중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을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촉진장

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3

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

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를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

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30으로”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터넷을 통한”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인터넷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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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제10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고용보험산재보험란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를 “22. 자활

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를 “22. 자활근

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

특례ㆍ차상위계층)”을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

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의 ⑫란 다음에 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

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⑦란 다음에 ⑧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⑦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

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

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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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

용안정 지원금을 각각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및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원금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주기를 6개월로 하는 등 지원금 제도 개선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근로계

약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일정 기간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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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6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5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3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4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5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6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7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68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6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2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68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7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7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0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2호(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0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1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3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4호(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일부 변경) 
	○교육부고시제2016-361호(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 
	○교육부고시제2016-365호(2017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법무부고시제2016-352호(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법무부고시제2016-377호(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법무부고시제2016-378호(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구사요건)  
	○국방부고시제2016-12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7호(민원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1호(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2호(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6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7호(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2호(산업기술 확인 요령)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33호(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57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53호(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54호(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제2016-255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56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57호(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환경부고시제2016-258호(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59호(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0호(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1호(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2호(토양정화 검증방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3호(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4호(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환경부고시제2016-265호(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6호(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제2016-267호(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5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7호(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8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9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0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1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2호(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3호(진폐고시임금)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2호(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4호(청소년유해매체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7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8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9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3호(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4호(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5호(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8호(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9호(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1호(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5호(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3호(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4호(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5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7호(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8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9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정관 A-4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0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오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1호(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고등 A-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2호(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C-3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4호(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5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6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제주봉개지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7호(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35호(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6호(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7호(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0호(국가하천<굴포천> 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5호(선원 최저임금)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7호(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개정)  
	○국세청고시제2016-20호(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국세청고시제2016-21호(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관세청고시제2016-64호(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관세청고시제2016-65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통계청고시제2016-419호(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문화재청고시제2016-145호(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문화재청고시제2016-148호(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용기준중정정)  
	○문화재청고시제2016-149호(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6-150호(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 
	○산림청고시제2016-13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9호(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0호(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2호(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9호(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관한 규정 개정)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8호(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국적상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0호(접도구역 지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2호(접도구역 지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3호(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32호(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5호(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7호(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8호(하천수 사용허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2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7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9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7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8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9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0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1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5호(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5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취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2호(공시송달)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70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외교부공고제2016-114호(공시송달)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0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1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2호(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7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62호(사업재편계획 승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8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3호(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5호(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6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7호(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6-878호(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8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6-24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6-246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0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5호(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2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조성사업 3차지역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7호(도로사용 개시<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8호(도로사용 개시<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9호(도로사용 개시<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1호(도로사용 개시<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공시송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공시송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공시송달) 

	【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99호(재산등록사 공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규칙제383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제384호(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제385호(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439호(’16년도 부산광역시<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42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충청남도고시제2016-463호(2017∼2018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전라남도고시제2016-509호(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5호(학교시설사업 완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6호(학교시설사업 완료) 
	○강원도공고제2016-1356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283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인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상훈】
	○서훈(행정자치부) 

	【기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압수물환부공고(울산지방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879</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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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
 ○미래창조과학부령제8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3
 ○법무부령제88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행정자치부령제94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38
 ○행정자치부령제96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8
 ○행정자치부령제97호(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8
 ○행정자치부령제98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9
 ○행정자치부령제99호(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  101
 ○행정자치부령제10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2
 ○행정자치부령제10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3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6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6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45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8
 ○해양수산부령제216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8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5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0
 ○보건복지부령제45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8
 ○보건복지부령제46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1
 ○보건복지부령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74
 ○보건복지부령제463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40
 ○보건복지부령제464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41
 ○보건복지부령제465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43
 ○보건복지부령제466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0
 ○보건복지부령제467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0
 ○보건복지부령제468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58
 ○보건복지부령제46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65
 ○보건복지부령제47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2
 ○보건복지부령제47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3
 ○보건복지부령제472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94
 ○환경부령제68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2
 ○환경부령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15
 ○환경부령제68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20
 ○환경부령제68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1
 ○환경부령제68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95
 ○고용노동부령제17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10
 ○고용노동부령제177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12
 ○국토교통부령제377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27
 ○국토교통부령제37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27
 ○국토교통부령제380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41
 ○국토교통부령제38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43
 ○국토교통부령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466
 ○국토교통부령제38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94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2호(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0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0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508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1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508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3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508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34호(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일부 변경)  512
 ○교육부고시제2016-361호(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  514
 ○교육부고시제2016-365호(2017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515
 ○법무부고시제2016-352호(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516
 ○법무부고시제2016-377호(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516
 ○법무부고시제2016-378호(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구사요건)   517
 ○국방부고시제2016-12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 518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7호(민원처리기준표)  518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1호(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545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2호(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54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6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  54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7호(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54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2호(산업기술 확인 요령)  557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33호(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  560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57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61
 ○환경부고시제2016-253호(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일부개정)   561
 ○환경부고시제2016-254호(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562
 ○환경부고시제2016-255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566
 ○환경부고시제2016-256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 개정)  567
 ○환경부고시제2016-257호(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568
 ○환경부고시제2016-258호(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568
 ○환경부고시제2016-259호(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관한 규정 개정)  571
 ○환경부고시제2016-260호(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일부 개정)  571
 ○환경부고시제2016-261호(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규정 일부 개정)  572
 ○환경부고시제2016-262호(토양정화 검증방법 일부 개정)  572
 ○환경부고시제2016-263호(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573
 ○환경부고시제2016-264호(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산정지수)   573
 ○환경부고시제2016-265호(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574
 ○환경부고시제2016-266호(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부 개정)  574
 ○환경부고시제2016-267호(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575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5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576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7호(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582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8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583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9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583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0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584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1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585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2호(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585
 ○고용노동부고시제2016-63호(진폐고시임금)  585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2호(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586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4호(청소년유해매체물)  5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7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58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5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8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59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9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59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3호(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5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4호(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6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5호(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6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8호(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지형도면 등)  6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9호(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지형도면 등)  64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1호(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6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5호(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   67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3호(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8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4호(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6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5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6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7호(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68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8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6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9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6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0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68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1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6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L)  6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4호(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69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5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6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6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6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7호(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6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35호(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69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6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지형도면)  7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7호(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 기본계획 변경)  7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70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0호(국가하천 지정)  710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5호(선원 최저임금)  710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7호(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개정)   711
 ○국세청고시제2016-20호(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712
 ○국세청고시제2016-21호(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713
 ○관세청고시제2016-64호(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721
 ○관세청고시제2016-65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721
 ○통계청고시제2016-419호(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722
 ○문화재청고시제2016-145호(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723
 ○문화재청고시제2016-148호(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용기준중정정)   729
 ○문화재청고시제2016-149호(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730
 ○문화재청고시제2016-150호(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740
 ○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  744
 ○산림청고시제2016-13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44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9호(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74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0호(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747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2호(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  74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9호(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관한 규정 개정)  748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8호(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74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국적취득)  74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국적상실)  7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9호(도로구역 결정)   7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0호(접도구역 지정)  7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1호(도로구역 결정)   7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2호(접도구역 지정)  7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33호(진상-하동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75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32호(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75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5호(하천수 사용허가)  75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6호(하천수 사용허가)  7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7호(하천수 사용허가)  75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8호(하천수 사용허가)  758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무선국 개설허가)  75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5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5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2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정정)  7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6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6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6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7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6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6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9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6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6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67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7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6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8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7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89호(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7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0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7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1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7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77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778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5호(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780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5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취소)  781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78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2호(공시송달)  78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70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789
 ○외교부공고제2016-114호(공시송달)  80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0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8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1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8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2호(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808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8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7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8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62호(사업재편계획 승인)  8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81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8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812
 ○환경부공고제2016-873호(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813
 ○환경부공고제2016-87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813
 ○환경부공고제2016-875호(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814
 ○환경부공고제2016-876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정행정예고)   816
 ○환경부공고제2016-877호(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817
 ○환경부공고제2016-878호(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8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8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819
 ○산림청공고제2016-24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820
 ○산림청공고제2016-246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82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0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8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5호(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8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2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조성사업 3차지역 준공인가)  8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7호(도로사용 개시)   8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8호(도로사용 개시)   8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9호(도로사용 개시)   8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1호(도로사용 개시)   82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공시송달)  82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공시송달)  83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2호(공시송달)  830
【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99호(재산등록사 공개)  83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규칙제383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34
 ○헌법재판소규칙제384호(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36
 ○헌법재판소규칙제385호(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837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439호(’16년도 부산광역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845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42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847
 ○충청남도고시제2016-463호(2017∼2018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847
 ○전라남도고시제2016-509호(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847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5호(학교시설사업 완료)  84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436호(학교시설사업 완료)  848
 ○강원도공고제2016-1356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849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283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850
【인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850
【상훈】 
 ○서훈(행정자치부)  858
【기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859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861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862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874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876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877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877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878
 ○압수물환부공고(울산지방검찰청)  878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