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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호

공 고 사 항
지방자치법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9조 및 제
10조제2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한 대표자 성명ㆍ주소, 청구취지ㆍ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내

용

청구인의 대표자

ㅇ 성명 : 김민영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1동 406호

청구대상조례

ㅇ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청구취지 및 이유

주요내용

ㅇ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
화활동만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서울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ㅇ
ㅇ
ㅇ
ㅇ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을 추가
광장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
현재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
연령․성별․장애정치적이념
․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부득이한 사유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화

구분
청구인명부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이의신청 방법

내

용

ㅇ102,741명
ㅇ 열람기간 : 2010. 1. 5(화) ~ 1. 14(목) 09:00~18:00 (10일간)
ㅇ 열람장소
- 서울시(1개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1층 종합민원접견실
- 자치구(25개소)
1. 종로구 수송동 146-2 종로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2.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본관1층 민원봉사과(평일)
본관1층 종합상황실(공휴일)
3. 용산구 원효로1가 25 용산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4. 성동구 행당동 7 성동구청 6층 자치행정과
5. 광진구 자양동 777 광진구청 본관1층 자치행정과
6.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8층 자치행정과
7. 중랑구 신내동 662 중랑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8.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성북구청 5층 자치행정과
9. 강북구 수유동 192-59 강북구청 별관 5층 자치행정과
10.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7층 자치행정과
11. 노원구 상계동 701-1 노원구청 본관 6층 자치행정과
12. 은평구 녹번동 84 은평구청 본관 3층 주민자치과(평일)
본관 1층 종합상황실(공휴일)
13.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14.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청 8층 자치행정과
15. 양천구 신정동 321-4 양천구청 6층 자치행정과
16.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4층 자치행정과
17. 구로구 구로2동 435 구로구청 3층 자치행정과
18.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6층 자치행정과
19.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영등포구청 본관5층 주민자치과
20. 동작구 노량진동 47-2 동작구청 4층 자치행정과
21. 관악구 봉천동 1570-1 관악구청 4층 자치행정과
22.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4층 문화행정과
23. 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본관4층 자치행정과
24.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신관9층 자치행정과
25. 강동구 성내동 540 강동구청 4층 자치행정과
ㅇ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02-731-6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