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제정보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주요한 예규(例規)에 대하여
정보신청기관 :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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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규슈지방의 각 현(縣) 인구
현(縣)
福岡(후쿠오카)
佐賀(사가)
長崎(나가사키)
熊本(구마모토)
大分(오이타)
宮崎(미야자키)
鹿兒島(가고시마)
沖縄(오키나와)
총계

인구
5,082,1981)
849,8092)
1,425,9353)
1,812,5024)
1,190,6175)
1,130,9976)
1,698,4017)
1,403,9958)
14,594,454

) ⬥⑁᪅⋕(㫴㎝㰈), http://www.pref.fukuoka.lg.jp/uploaded/life//__misc.pdf(áᔪᯝ: . . .).
) ᔍa⩥(ぐ㻸㰈), http://www.pref.saga.lg.jp/web/var/rev///.pdf(áᔪᯝ: . . .).
) ӹaᔍ┅⩥(䁷㎴㰈),
ᔪᯝ: . . .).

http://www.pref.nagasaki.jp/toukei/new_date/nen_geppou/tuki/kokuseichousa/suikei/suikei.htm(á

) Ǎษ༉☁⩥(㤖㚅㰈), http://www.pref.kumamoto.jp/uploaded/life/__misc.pdf(áᔪᯝ: . . .).
) ᪅ᯕ┡⩥(㊷ㄖ㰈), http://www.pref.oita.jp/site/toukei/cpe-.html(áᔪᯝ: . . .).
) ၙᯱ┅⩥(㍊㎴㰈), http://www.pref.miyazaki.lg.jp/contents/org/honbu/toukei/jinko-setai/index.html(áᔪᯝ: . . .).
) aŁษ⩥(䇂ャ㎯㰈), http://www.pref.kagoshima.jp/ac/tokei/bunya/jinko/suikei/h.html(áᔪᯝ: . . .).
) ᪅┅ӹ᪡⩥(ᴒ✽❐), http://www.pref.okinawa.jp/toukeika/estimates/estimates_suikei.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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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２> 후쿠오카시 분류별 예규
분류

제1류 통칙

제2류 의회·선거·감사

장

주요한 예규

제1장 시제시행 등

후쿠오카시의 휴일을 정하는 조례

제1장의 2 총합계획

후쿠오카시 기본구상(構想)

제2장 공고식·홍보

후쿠오카시 공고식조례

제3장 표창

후쿠오카시 명예시민조례

제4장 정치·공무원윤리

후쿠오카시의회 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의회

후쿠오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회 선거

후쿠오카시장선거공보발행조례

제3장 감사

후쿠오카시 감사위원회조례

) ⬥⑁᪅⋕⩥(㫴㎝㰈), http://www.pref.fukuoka.lg.jp/f/gaiyou-jinkoutochiiki.html(áᔪᯝ: . . .).
) ᱶಚ(㗑〲)ᨱᕽ ḡᱶ⦹۵ ᯙǍ อ  ᯕᔢ᮹ ࠥ.
) ⬥⑁᪅⋕(㫴㎝㏠) ᩩȽḲ, http://www.city.fukuoka.lg.jp/dw_reiki/mokuji_bunya.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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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
제1장 조직

후쿠오카시 사무 분장(分掌)조례

제2장 서무

시장의 선결처분사항에 관한 조례

제2장의 2 행정절차

후쿠오카시 행정절차조례

제2장의 3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후쿠오카시 정보공개조례

제3장 문서·공인

후쿠오카시 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장 도장·주민

후쿠오카시 도장(印鑑)조례

제4장의 2 사람에게 다정하고 안전하
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제3류 행정일반

제4류 인사

제5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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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예규

사람에게 다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후쿠오
카를 만들 조례(人に優しく安全で快適なまち福岡
をつくる条例)

제4장의 3 불법(迷惑)주차

후쿠오카시 불법주차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장의 4 절수(節水) 추진

후쿠오카시 절수 추진조례

제5장 재해대책

후쿠오카시 방재회의조례

제6장 시민회관

후쿠오카시민회관조례

제6장의 2 남녀공동참획

후쿠오카시 남녀공동참획추진센터조례

제6장의 3 문화진흥

후쿠오카시 음악·연극연습장조례

제6장의 4 지역교류센터

후쿠오카시 지역교류센터조례

제6장의 5 시민공익활동

후쿠오카시 시민공익활동추진조례

제6장의 6 소비생활

후쿠오카시 소비생활조례

제7장 규약

후쿠오카 도시권 광역행정사업조합규약

제8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행사장(催物場)에서의 질서유지
및 재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정원

후쿠오카시 직원정수조례

제2장 임용

후쿠오카시 직원의 재임용에 관한 조례

제3장 복무

후쿠오카시 직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조례

제4장 분한·파견·징계

후쿠오카시 직원의 분한에 관한 조례

제5장 연수·근무평정

후쿠오카시 직원 연수규정

제6장 직원 후생

후쿠오카시 직원 후생회조례

제7장 공무재해보상

후쿠오카시의회의원 기타 비상근직원의 공무재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장 보장

근무조건에 관한 조치의 요구에 관한 규칙

제9장 직원단체

직원단체의 등록에 관한 조례

제10장 인사위원회

후쿠오카시 인사위원회설치조례

제11장 기타

후쿠오카시 인사행정의 운영 등의 상황 공표에
관한 조례

제1장 보수·비용변상

후쿠오카시 특별직직원 등의 의원보수, 보수, 비용
변상 및 기말수당에 관한 조례

제2장 여비

후쿠오카시 직원 등 여비지급조례

제3장 급여·수당

후쿠오카시 특별직직원 등의 급여에 관한 조례

제4장 퇴은료(退隱料)

퇴은료 유족부조료 및 급여금조례

Japan

분류

제6류 재정

제7류 재산

제8류 민생

제9류 위생

제10류 산업·항만

제11류 도시계획

제12류 토목·건축

제13류 수도사업

제13류의 2 교통사업

장

주요한 예규

제1장 예산·결산

재정상황의 공표에 관한 조례

제2장 시세·수수료

후쿠오카시 시세조례

제3장 회계

후쿠오카시 장기계속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

제4장 시채

후쿠오카시 시채조례

제5장 수익사업

후쿠오카시 모터보트 경주조례

제6장 특별회계

후쿠오카시 시채관리특별회계조례

제1장 재산

후쿠오카시 행정재산사용료조례

제2장 기금

후쿠오카시 재정조정기금조례

제3장 재산구

후쿠오카시 재산구특별회계조례

제1장 사회복지

후쿠오카시 복지의 도시 만들기 조례(福岡市福祉
のまちづくり條例)

제2장 보험

후쿠오카시 국민건강보험조례

제1장 보험위생

후쿠오카시 병원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묘지, 기타

후쿠오카시 묘지조례

제3장 환경

후쿠오카시 환경기본조례

제1장 상공·관광

후쿠오카시 중소기업진흥조례

제2장 시장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업무조례

제3장 농림·수산

후쿠오카시 어항관리조례

제4장 항만

하카타항 항만시설관리조례

제1장 도시계획

후쿠오카시 도시계획심의회조례

제2장 구획 정리

후쿠오카 도시계획사업 메이하마(姪浜)토지구획정
리사업 시행조례

제3장 교통대책

후쿠오카시 교통안전대책회의조례

제4장 공원

후쿠오카시 공원조례

제4장의 2 도시경관

후쿠오카시 도시경관조례

제5장 야외 광고물

후쿠오카시 옥외(屋外)광고물조례

제1장 도로·하천·하수도·주차장

후쿠오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장 건축

후쿠오카시 건축기준법 시행조례

제3장 주택

후쿠오카시영주택조례

제1장 조직·서무

후쿠오카시 수도사업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수도국의 주요직원을 정하는 규칙

제3장 재무

후쿠오카시 수도사업 감채기금 및 건설개량기금
조례

제4장 급수

후쿠오카시 수도급수조례

제1장 조직·서무

후쿠오카시 교통사업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교통국의 주요직원을 정하는 규칙

제3장 재무

후쿠오카시 고속철도 건설기금조례

제4장 운수

후쿠오카시 고속철도 승차요금 등 조례

제5장 방재

후쿠오카시 교통국 방화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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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14류 소방

제15류 교육

장

주요한 예규

제1장 조직·서무

후쿠오카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설치조례

제2장 직원

후쿠오카시 소방리원(吏員) 계급규칙

제3장 예방·소방

후쿠오카시민 방재센터조례

제4장 소방단

후쿠오카시 소방단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교육위원회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위원정수조례

제2장 학교교육

후쿠오카시립 초등학교설치조례

제3장 사회교육

후쿠오카시립 시민센터조례

⬥⑁᪅⋕ ᩩȽḲᨱ ໕ ᳑ಡ᮹ ᳦ඹෝ
ᱽඹಽᇡ░ ᱽඹʭḡ ᇥඹ⦽݅. <⢽>ෝ ᅕ

ᦥ࠺, ֘ṙ۵ ᰆᧁᯙ, ݅ᖐṙ۵ Łಚᯱ ॒ᨱ ⦽ݡ
Ƚᱶᯕ ᅕᯙ݅.)

໕ ᱽඹ ‘☖⊺’, ᱽඹ ‘᮹⫭·ᖁÑ·qᔍ’, ᱽ

ຝᱡ, ⅾುᱢᯙ äᮡ ᱽᰆ ‘ᔍ⫭ᅖḡ’ᨱᕽ

ඹ ‘⧪ᱶᯝၹ’, ᱽඹ ‘ᯙᔍ’, ᱽඹ ‘ɪᩍ’, ᱽ

“⬥⑁᪅⋕ ᅖḡࠥอॅʑ᳑ಡ(㫴㎝㏠㫴㫢

ඹ ‘ᰍᱶ’, ᱽඹ ‘ᰍᔑ’, ᱽඹ ‘ၝᔾ’, ᱽඹ ‘᭥

のまちづくり㛧づ ㏼㔐㏽㙵㘇㛧づ㭛

ᔾ’, ᱽඹ ‘ᔑᨦ·⧎อ’, ᱽඹ ‘ࠥĥ⫮’,

㷈）”, “⬥⑁᪅⋕ ᅕ⨹ᅖḡᝍ᮹⫭᳑ಡ(㫴㎝

ᱽඹ ‘☁༊·Õ⇶’, ᱽඹ ‘ᙹࠥᔍᨦ’, ᱽ

㏠ぽ䂿㫴㫢㍩㻆会㛧づ ㏼㔐㏽㙵㘇㛧づ㭛

ඹ᮹  ‘Ʊ☖ᔍᨦ’, ᱽඹ ‘ᗭႊ’ əญŁ ᱽ

㷈）”॒ᯕ ᯩ݅.

ඹa ‘Ʊᮂ’ᯕ݅.

“⬥⑁᪅⋕ ᅖḡࠥอॅʑ᳑ಡ”۵ “༉ु

ᦥ௹ᨱᕽ۵ ᯕ్⦽ ᩩȽ ᵲᨱᕽ ᅖḡ, ࠥ

ၝᯕ ⦽ ᯙeᮝಽ ᳕ᵲၼŁ ḡᩎᔍ⫭ᨱᕽ ᕽ

ᖅšญ, ḡᩎ}ၽ, ŖḢᨱ š⦽ äᨱ ⦹ݡᩍ Ǎℕ

ಽ ਁၼ⊹Ł, ᅕ௭ᯕ ᯩ۵ ᔾ⪽ᯕ ᅕᰆࡹŁ ݅᧲

ᱢᮝಽ ᔕ⠕ᅕŁᯱ ⦽݅.

⦽ ᔍ⫭⪽࠺ᨱ ₙᩍ⧁ ᙹ ᯩ۵ ᅖḡࠥอॅʑ
ᨱ ⦹ݡᩍ, ʑᅙᯕֱŝ ၝ ᔍᨦᯱ ၰ ᮹ ₦
ྕෝ ႒⦹í ⦹໕ᕽ ᅖḡࠥอॅʑෝ ⅾ⧊

Ⳕ⬥⑁᪅⋕᮹bᇥᄥᩩȽ

ᱢ ၰ ĥ⫮ᱢᮝಽ ⇵ḥ⦹ᩍ ݅ᱶ⧉ᮝಽ aा⧕
ḥ Õv⦹Ł ⠪ᦩ⦽ ᅖḡᔍ⫭ ᝅ⩥ᨱ ᯕၵḡ⧁

１. 복지에 관한 예규

äᮥ ༊ᱢᮝಽ ⦽݅”(ᱽ᳑).
Ǎℕᱢᮝಽ۵ ༉ु ၝᯕ }ᯙᮝಽ ᳕ᵲၼ۵

⬥⑁᪅⋕ ᩩȽ ᵲᨱᕽ ᅖḡᨱ š⦽ äᮡ ᩩ

ᔍ⫭(ᱽ᳑ ᱽ⪙), ༉ु ၝᯕ ᅕ௭ᮥ aḩ ᙹ

ȽḲ ᱽඹ ‘ၝᔾ’ᨱᕽ Ƚᱶࡽ݅. ᅖḡᨱ ⧕ݡᕽ

ᯩ۵ ᔍ⫭(ᱽ⪙), ༉ु ၝᯕ ḡᩎᨱᕽ᮹ ᔾ⪽

۵ ℌṙ۵ ⅾುᱢᯙ ä, ࢹṙ۵ ༉ᯱaᱶ, ᖬṙ۵

ᮥ ᅕᰆ ၼ۵ ᔍ⫭(ᱽ⪙), ༉ु ၝᯕ ᕽಽ ਁ

) ⬥⑁᪅⋕ ᩩȽḲ, http://www.city.fukuoka.lg.jp/dw_reiki/mokuji_bunya.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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ၼ⊹Ł ᩑ⦹ݡ۵ ᔍ⫭(ᱽ⪙), ༉ु ၝᯕ ᦩᱥ

ᩑa ࡽ݅.)

⦹Ł ⏭ᱢ⦹í ᔾ⪽⧁ ᙹ ᯩ۵ ᔍ⫭(ᱽ⪙), ༉ु

༉ᯱaᱶ·ᦥ࠺·ᰆᧁᯙ·Łಚᯱ ॒ ᯕෙၵ

ၝᯕ ᅖḡ᮹ ࠥอॅʑᨱ ₙᩍ⧁ ᙹ ᯩ۵ ᔍ

‘᧞יᯱ’ᨱ  ⦽ݡᩩȽࠥ ݅᧲⦹í ᱽᱶࡽ݅. ຝᱡ

⫭(ᱽ⪙), ༉ु ၝᯕ ᱢɚᱢᮝಽ ᅖḡ᮹ ǎᱽ

༉ᯱaᱶᨱ  ⦽ݡäᮝಽ۵ “⬥⑁᪅⋕ ⠙ᇡ༉a

Ʊඹෝ ⦹۵ ᔍ⫭(ᱽ⪙)᮹ ᝅ⩥ᮥ ༊⢽ಽ ⦹۵

ᱶ ॒ ᮹ഭእ᳑ᖒ᳑ಡ(㫴㎝㏠ひとり㹊㍏㐑㭟医

äᮥ ʑᅙᯕֱᮝಽ ⦹Ł ᯩ݅.

㩕㻴ㅈ㔐㛧づ 㘦㇛㏽㙵㘇㛧づ㭛㷈）”, “

᭥ᨱᕽ ᕽᚁ⦽ ᔍ⫭ෝ ᝅ⩥⦹ʑ ᭥⧕ᕽ, ۵

⬥⑁᪅⋕ ༉ᯱᅖḡᖝ░᳑ಡ(㫴㎝㏠㭅㞔㌠㫴

“ᜅᜅಽ ᗭᮁ⦹Ł ੱ۵ šญ⦹۵ ݡᔢᖅ ၰ

㫢⹘⺐⹜ー㛧づ 㘦㇛㏽㙵㘇㛧づ㭛㷈）”

ŖŖ₉ప ॒ᮥ Łಚᯱ, ᰆᧁᯙ ॒ᯕ ᦩᱥ⦹Ł ᬱ

॒ᯕ ᯩ݅.

⪽⦹í ᯕᬊ⧁ ᙹ ᯩࠥಾ ᯕॅ᮹ ᱶእ, ʑ┡ ⦥

“⬥⑁᪅⋕ ༉ᯱᅖḡᖝ░᳑ಡ”ᨱᕽ۵ ༉ᯱ

⦽ ᳑⊹ෝ Ǎ⦹ࠥಾ יಆ⦹ᩍ ⦽݅”(ᱽ᳑

aᱶᨱ ⦹ݡᩍ b᳦ ᔢݕᯕӹ ᔾ⪽ḡࠥ ॒ᮥ ⦹

ᱽ⧎).

ʑ ᭥⦹ᩍ ⬥⑁᪅⋕ ༉ᯱᅖḡᖝ░ෝ ᖅพ⦹

Łಚᯱӹ ᰆᧁᯙ, ᦥᯕෝ ࠺ၹ⦹۵ ᔍ௭ ॒ ༉

ᩡ݅(ᱽ᳑).  ⧕ݚᖝ░ᨱᕽ۵ b᳦ ᔢݕᨱ š⦽

ࢱa ᛞí ᯕᬊ⧁ ᙹ ᯩࠥಾ ᱶእ⧉ᨱ ᯩᨕᕽ 

ä(ᱽ᳑ ᱽ⪙), ᔾ⪽ḡࠥ ၰ ᔾᨦ ḡࠥᨱ š⦽

᪡ ᔍᱥ⩲᮹ෝ ⦹۵ äᯕ Ƚᱶࡽ݅. Ǎℕᱢᮝಽ

ä(ᱽ⪙), ʑ ܆ाᨱ š⦽ ä(ᱽ⪙), ᯕᬊᯱ

۵ Õ⇶ྜྷᨱ ⧕ݡᕽ۵ ᵝ┾ࠥǎÕ⇶ᝍᔍŝ

a ᖝ░ෝ ᯕᬊ⦹۵ ᔍᯕᨱᕽ᮹  ⧕ݚᯕᬊᯱ᮹

(く㌴㿨㏠㎉㐨㮀㍩㛆㺍), Ʊ☖ʑš ᖅᨱ ⧕ݡ

ᦥ࠺ ᅕᮂᨱ š⦽ ä(ᱽ⪙), ʑ┡ ᰆᯕ ⦥⦹

ᕽ۵ ᅕÕᅖḡǎĥ⫮ŝ(ぽエ㫴㫢㎉㹖ㄼ㺍), ࠥ

݅Ł ᯙᱶ⦹۵ ᔍᨦ(ᱽ⪙) ॒ᮥ ᙹ⧪⦽݅.

ಽᨱ ⧕ݡᕽ۵ ࠥಽ⦹ᙹࠥǎĥ⫮᳑ᱶŝ(㾵㼰

ᦥ࠺ ᅖḡᨱ  ⦽ݡäᮡ “⬥⑁᪅⋕พ ᅕᮂ

㞤㾵㎉㹖ㄼ㺑㗡㺍), bǍᔍྕᝅᮁḡšญŝ(ㆶㅵ

ᗭ᳑ಡ(㫴㎝㏠㭅ぽ㲆㔟㛧づ 㘦㇛㏽㙵㘇

㑐㔟㯤㕘㭶㦮㺍) ⪚ᮡ ⧎อǎᮁḡŝ(㡃㣗㎉㯤

㛧づ㭛㷈)”, “⬥⑁᪅⋕ ᖬṙ ᦥᯕ ᬑݡᔍ

㕘㺍), Ŗᬱᨱ ⧕ݡᕽ۵ ᵝ┾ࠥǎŖᬱĥ⫮ŝ

ᨦ ᝅᨱ š⦽ ᳑ಡ(㫴㎝㏠㭛㌠パ㾮》㜝の

(く㌴㿨㏠㎉レ㈿㹖ㄼ㺍), ᵝ┾ࠥǎŖᬱÕᖅ

㍦㗽に䂏する㛧づ ㏼㔐㏽㙵㘇㛧づ㭛

ŝ(く㌴㿨㏠㎉レ㈿㐨㹤㺍) ⪚ᮡ ⧎อǎᮁḡŝ,

㷈)”, “⬥⑁᪅⋕ ኩḲ aᱶ ᨕฑᯕ༉ᯥ ᔍᨦ

יᵝ₉ᰆᨱ ⧕ݡᕽ۵ ࠥಽ⦹ᙹࠥǎࠥಽᮁḡ

ᝅᨱ š⦽ ᳑ಡ(㫴㎝㏠㨙㌶㍏㐑㌠ども㙴》㜝

ŝ(㾵㼰㞤㾵㎉㾵㼰㯤㕘㺍), }ၽ⧪᭥ᨱ š⦽

の㍦㗽に䂏する㛧づ ㏼㔐㏽㙵㘇㛧づ㭛

ᖅᨱ ⧕ݡᕽ۵ ᵝ┾ࠥǎ}ၽ·Õ⇶᳑ᱶŝ

㷈)”, “⬥⑁᪅⋕ ᦥ࠺ᅖḡᝍ᮹⫭᳑ಡ(㫴㎝

(く㌴㿨㏠㎉䁻㩢·㐨㮀㺑㗡㺍)a ᔍᱥ⩲᮹᮹

㏠ャ㭌㫴㫢㍩㻆㙴㛧づ ㏼㔐㏽㙵㘇㛧づ㭛

) ⬥⑁᪅⋕(㫴㎝㏠), http://www.city.fukuoka.lg.jp/hofuku/keikaku/qa/FAQ.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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㷈)”, “⬥⑁᪅⋕ ᦥ࠺š᳑ಡ(㫴㎝㏠㭅ャ㭌

⬥⑁᪅⋕พ ᱱᯱࠥᕽš᳑ಡ(㫴㎝㏠㭅㣭㌤㉁

䅄㛧づ 㘦㇛㏽㙵㘇㛧づ㭛㷈)”, “⬥⑁᪅⋕

㙭䅄㛧づ ㏼㔐㏽㙵㘇㛧づ㭛㷈)”, “⬥⑁

 ᦥ࠺ᔢݕᗭ᳑ಡ(㫴㎝㏠ャ㭌㪀㺔㔟㛧づ 㘦㇛

᪅⋕พ ḡℕᇡᯱᮁᦥ ☖ᬱᖅ᳑ಡ(㫴㎝㏠㭅

㏽㙵㘇㛧づ㭛㷈)”, “⬥⑁᪅⋕ ᨕฑᯕ

㲀体㳏㨍ャ㾝㈿㗽㹤㛧づ 㘦㇛㏽㙵㘇㛧

᮹ഭእ᳑ᖒ᳑ಡ(㫴㎝㏠㌠ども医㩕㻴ㅈ㔐㛧づ

づ㭛㷈)”, “⬥⑁᪅⋕ ḡᱢᰆᧁᯙ ☖ᬱᖅ

㘦㇛㏽㙵㘇㛧づ㭛㷈)” ॒ᯕ ᯩ݅.

᳑ಡ(㫴㎝㏠㪩㩥䂻がいャ㾝㈿㗽㹤㛧づ 㘦㇛

“⬥⑁᪅⋕ ᨕฑᯕ ᮹ഭእ᳑ᖒ᳑ಡ”ᨱᕽ۵

㏽㙵㘇㛧づ㭛㷈)”, “⬥⑁᪅⋕ ᵲࠥᝍᝁ

“ᨕฑᯕ᮹ ᮹ഭእෝ ᳑ᖒ⧉ᮝಽ៉ ə ᅕÕ ⨆ᔢ

ᰆᧁᯙ ᅖḡᙹ ݚḡɪ ᳑ಡ(㫴㎝㏠䀐㐎㑫㽉䂻

ᮥ ࠥ༉⦹ᩍ ᨕฑᯕෝ Õv⦹í ᮂᖒ⦹۵ äᮥ

がい㱙㫴㫢㔤㨤㗊㯓㛧づ 㘦㇛㏽㙵㘇㛧づ

༊ᱢᮝಽ ⦽݅”(ᱽ᳑). ੱ⦽ ⬥⑁᪅⋕ᨱ ᵝᗭ

㭛㷈)”, “⬥⑁᪅⋕ ᵲࠥᰆᧁᯙ ᮹ഭእ ᳑ᖒ

ෝ aḡŁ ǎၝÕvᅕ⨹ჶᨱ ᮹⦽ ⦝ᅕ⨹ᯱ ੱ

᳑ಡ(㫴㎝㏠䀐㐎䂻がい㱙医㩕㻴ㅈ㔐㛧づ 㘦㇛

۵ ⦝ᅕ⨹ᯱ᮹ ᇡ᧲a᳒ᮡ ᮹ഭእ ᳑ᖒᮥ ၼᮥ

㏽㙵㘇㛧づ㭛㷈)”, “⬥⑁᪅⋕ ᝍᝁᰆ

ᙹ ᯩ݅(ᱽ᳑ ᱽ⧎).

ᧁᯙ ᇡ᧲ Ŗᱽᱽࠥ ᳑ಡ(㫴㎝㏠㑫㽉䂻㍌㱙㔪

ᰆᧁᯙ᮹ ᅖḡᨱ š⦽ äᮝಽ۵ “⬥⑁᪅⋕
 ᰆᧁᯙ ᯱพḡᬱჶ⧪᳑ಡ(㫴㎝㏠䂻㍌㱙

020

䄽ワ㢳ㄤ㐎㛧づ 㘦㇛㏽㙵㘇㛧づ㭛㷈)”
॒ᯕ ᯩ݅.

㳏㭅㗊㖊㟟㗽㸁㛧づ ㏼㔐㏽㙵㘇㛧づ㭛

“⬥⑁᪅⋕ ᰆᧁᯙ ᔾ⪽·≉ᨦḡᬱᖅ᳑

㷈)”, “⬥⑁᪅⋕พ ᰆᧁᯙ ᔾ⪽·≉ᨦḡᬱ

ಡ”ᨱᕽ۵ “ᰆᧁᯙᯕ aḡ۵ ܆ಆ ၰ ᱢᱶᨱ 

ᖅ᳑ಡ(㫴㎝㏠㭅䂻がい㱙㨅㟼·㎁䈛㗊㖊㗽㹤

 ᯱพ⦽ ᯝᔢᔾ⪽ ੱ۵ ᔍ⫭ᔾ⪽ᮥ ⧁ ᙹ ᯩࠥ

㛧づ ㏼㔐㏽㙵㘇㛧づ㭛㷈)”, “⬥⑁᪅

ಾ ᔾ⪽܆ಆ, ≉ᨦ܆ಆ᮹ ⨆ᔢᨱ ⦥⦽ ḡᬱ ॒

⋕พ ᝍᝁᰆᧁᅖḡᖝ░᳑ಡ(㫴㎝㏠㭅㑫㽉䂻

ᮥ ⦹Ł, ᰆᧁᯙ᮹ ᅖḡ⨆ᔢᮥ ࠥ༉⦹ʑ ᭥⦹ᩍ

がい㫴㫢⹘⺐⹜ー㛧づ 㘦㇛㏽㙵㘇㛧づ㭛

⬥⑁᪅⋕พ ᰆᧁᯙ ᔾ⪽·≉ᨦḡᬱᖅᮥ

㷈)”, “⬥⑁᪅⋕พ ᮂᖝ░᳑ಡ(㫴㎝㏠㭅

(ᵲఖ) ᖅ⊹⦽݅”(ᱽ᳑)Ł Ƚᱶ⧉ᮝಽ៉ ᔾ

㩕㲆⹘⺐⹜ー㛧づ ㏼㔐㏽㙵㘇㛧づ㭛

⪽ḡᬱᮥ ⦹Ł ᯩ݅. ᰆᧁᯙᨱ ⦹ݡᩍ۵ ݅᧲⦽

㷈)”, “⬥⑁᪅⋕ ᰆᧁᯙ⬥ᔾᔢݕᗭ᳑ಡ(㫴㎝

᳑ಡෝ ᱽᱶ⦹ᩍ ᜅ⡍⊁ᖝ░, ᱱᯱࠥᕽš, ᰆᧁ

㏠䂻がい㱙㆔㨅㪀㺔㔟㛧づ ㏼㔐㏽㙵㘇条

ᦥ ☖ᬱᖅ ॒ ᩍ్ ᖅᮥ ᖅ⊹⦹ᩍ ᰆᧁᯙ᮹

づ㭛㷈)”, “⬥⑁᪅⋕พ ᰆᧁᯙ⥥౭ऽ⪩᳑

ᯝᔢᔾ⪽᮹ ⠙᮹ෝ ᱽŖ⦹Ł ᯩ݅.

ಡ(㫴㎝㏠㭅䂻がい㱙⺉⺐ー㛧づ 㘦㇛

Łಚᯱᨱ  ⦽ݡäᮝಽ۵ “⬥⑁᪅⋕พ ߑᯕ

㏽㙵㘇㛧づ㭛㷈)”, “⬥⑁᪅⋕พ ᰆᧁ

ᕽእᜅᖝ░᳑ಡ(㫴㎝㏠㭅⹁⹒ー⹖⹘⺐⹜

ᯙ ᜅ⡍⊁ᖝ░᳑ಡ(㫴㎝㏠㭅䂻がい㱙⹖ー

ー㛧づ ㏼㔐㏽㙵㘇㛧づ㭛㷈)”, “⬥⑁᪅

⹘⺐⹜ー㛧づ 㘦㇛㏽㙵㘇㛧づ㭛㷈)”, “

⋕พ ᘂᙹᬱ᳑ಡ(㫴㎝㏠㭅㚠㢶㈿㛧づ 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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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㙵㘇㛧づ㭛㷈)”, “⬥⑁᪅⋕พ יᯙᅖ

ᅕŁᯱ ⦽݅. ⬥⑁᪅⋕ ᩩȽḲ ᱽඹ ‘⧪ᱶᯝ

ḡᖝ░᳑౩(㫴㎝㏠㭅㱗〡㫴㫢⹘⺐⹜ー㛧づ 㘦

ၹ’šಉᨱᕽ۵ ၝ᮹ ᪅ᖅᨱ  ⦽ݡȽᱶᯕ

㇛㏽㙵㘇㛧づ㭛㷈)”, “⬥⑁᪅⋕ י

ᯩ݅.) Ǎℕᱢᮝಽ۵ “⬥⑁᪅⋕ၝ⫭š᳑ಡ

ᯙ ⮕᮹ Ḳ ᳑ಡ(㫴㎝㏠㭅㱗〡いこいの㍏㛧

(㫴㎝㏠㞡㙴䅄㛧づ 㘦㇛㏽㙵㘇㛧づ㭛

づ 㘦㇛㏽㙵㘇㛧づ㭛㷈)”, “⬥⑁᪅⋕

㷈)”, “⬥⑁᪅⋕ ᮭᦦ·ᩑɚ ᩑᰆ ᳑ಡ(㫴

 יᯙ ᮹ഭእ ᳑ᖒ ᳑ಡ(㫴㎝㏠㱗〡医㩕㻴ㅈ

㎝㏠䄆楽·㡾ㄽ㯾㱋㉻㛧づ ㏼㔐㏽㙵㘇㛧

㔐㛧づ 㘦㇛㏽㙵㘇㛧づ㭛㷈)”, “⬥⑁᪅

づ㭛㷈)”, “⬥⑁᪅⋕ ḡᩎƱඹᖝ░ ᳑ಡ(㫴

⋕ Ğಽɩ ᳑ಡ(㫴㎝㏠㗞㱗䀔㛧づ 㘦㇛㏽

㎝㏠㉆㉤〘㟿⹘⺐⹜ー㛧づ ㏼㔐㏽㙵㘇㛧

㙵㘇㛧づ㭛㛧)” ॒ᯕ ᯩ݅.

づ㭛㷈)” ॒ᯕ ᯩ݅.

“⬥⑁᪅⋕ Ğಽɩ ᳑ಡ”ᨱᕽ۵ “᪅ఌ࠺ᦩ

“⬥⑁᪅⋕ ၝ⫭š ᳑ಡ”ᨱᕽ۵ “⦺ᚁྙ⪵

ᔍ⫭ ḥᱥᨱ ʑᩍ⦽ Łಚᯱᨱ ⦹ݡᩍ Ğಽɩᮥ

᮹ ⨆ᔢ ॒ ၝᅖḡ ᷾ḥᮥ ᭥⦹ᩍ” ⬥⑁᪅⋕

ḡɪ⦹ᩍ Ğಽ᮹ ᮹ෝ ⢽⦹Ł ə ᅖḡ᮹ ᷾ḥ

ၝ⫭šᮥ ᖅ⊹⦹Ł ᯩ݅(ᱽ᳑).

ᮥ ࠥ༉⦹۵ ä”ᮥ ༊ᱢᮝಽ ⦽݅(ᱽ᳑). ḡɪ

“⬥⑁᪅⋕ ᮭᦦ·ᩑɚ ᩑᰆ ᳑ಡ”ᨱᕽ۵

ᯝ ⩥ᰍ ӹᯕa ᖙ, ᖙ ੱ۵ ᖙ ᯕᔢᯙ

“ᮭᦦ, ᩑɚ ॒᮹ ⪽࠺ ᰆᗭෝ ᱽŖ⦹۵ äᮝಽ

Łಚᱽᨱ ⦹ݡᩍ Ğಽɩᯕ ḡɪࡽ݅(ᱽ᳑ ᱽ

ၝ᮹ ྙ⪵Ʊඹෝ Ⅺḥ⦹ᩍ ၝྙ⪵ ၰ ḡᩎ

⧎). ᖙ ᯱᨱí۵ ,ᨵ(ᱽ᳑ ᱽ⪙), 

Ŗ࠺ℕ ⪽࠺ ḥ⯆ᨱ ʑᩍ⦹ʑ ᭥⦹ᩍ” ᮭᦦ·

ᖙ ᯱᨱí۵ ,ᨵ(࠺᳑ ᱽ⪙), ᖙ ᯱᨱ

ᩑɚ ᩑᰆᮥ ᖅ⊹⦹Ł ᯩ݅(ᱽ᳑).

í۵ ,ᨵ(࠺᳑ ᱽ⪙), ᖙ ᯕᔢᯙ ᯱᨱ

“⬥⑁᪅⋕ ḡᩎƱඹᖝ░᳑ಡ”ᨱᕽ۵ “ḡ

í۵ ə ⬥ᨱࠥ ๅ֥ ,ᨵ(࠺᳑ ᱽ⪙)ᯕ ḡ

ᩎᵝၝ᮹ Ʊඹෝ Ⅺḥ⦹۵ ᰆᗭෝ ᱽŖ⦹۵ ä

ɪࡽ݅.

ᮝಽ ḡᩎŖ࠺ℕ ⪽ᖒ⪵ᨱ ʑᩍ⦹Ł, ྙ⪵ ၰ ᜅ

Łಚᯱᨱ  ⦽ݡ᳑ಡෝ ᅕ໕ ᳑ಡෝ ☖⧕ᕽ ߑ

⡍⊁ ḥ⯆ ၰ ḡᩎᅖḡ ⨆ᔢᨱ ʑᩍ⦹ʑ ᭥⦹

ᯕᕽእᜅᖝ░, ᘂᙹᬱ(㚠㢶㈿=᧲ಽᬱ) ॒ᮥ ᖅ

ᩍ” ḡᩎƱඹᖝ░ෝ ᖅ⊹⦽݅(ᱽ᳑). ⬥⑁᪅⋕

⊹⦹ᩍ, ᯝᔢᔾ⪽᮹ ⠙᮹ෝ ᱽŖ⦹Ł ᯩ݅۵ ä

 ⦹⋕┡ၙӹၙ ḡᩎƱඹᖝ░(㫴㎝㏠ㆃ㊴ㆂ㉆

ᮥ  ᙹ ᯩ݅.

㉤〘㟿⹘⺐⹜ー), ⬥⑁᪅⋕ ᪡ḡಽ ḡᩎƱඹ
ᖝ░(㫴㎝㏠㇛㩣㉆㉤〘㟿⹘⺐⹜ー), ⬥⑁᪅⋕

２. 도시시설관리에 관한 예규

 ᖙᯕᇡ ḡᩎƱඹᖝ░(㫴㎝㏠㸿㿥㉆㉤〘㟿⹘
⺐⹜ー)a ᖅ⊹ࡽ݅. ᯕ్⦽ ᖝ░ᨱ۵ ݅༊ᱢ⪡,

⬥⑁᪅⋕᮹ ࠥᖅšญᨱ š⦽ ᩩȽෝ

⪵᮹ᝅ, ⪵ᝅ(㇛㍆=ᯝᅙ ႊ), ℕᮂš, ✙౩ᯕ

) ⬥⑁᪅⋕ ᩩȽḲ, http://www.city.fukuoka.lg.jp/dw_reiki/mokuji_bunya.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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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൙, ₉ᯝऽ ൙ ॒᮹ ᖅᯕ Ǎእࡽ݅(ᱽ᳑).

㘇㛧づ㭛㷈)”, “⬥⑁᪅⋕ }ၽ⧪᭥᮹ ⨩

ʑ┡ ᄲᬱᔍᨦᨱ ⧕ݡᕽ۵ “⬥⑁᪅⋕ ᄲᬱ

a ॒ᨱ š⦽ ᳑ಡ(㫴㎝㏠䁻㩢㸁㤽の㹥ㆯ㭟に

ᔍᨦ᮹ ᖅ⊹ ॒ᨱ š⦽ ᳑ಡ(㫴㎝㏠㨼䂥》㜝の

䂏する㛧づ ㏼㔐㏽㙵㘇㛧づ㭛㷈)”, “⬥

㹤㰱㭟に䂏する㛧づ 㘦㇛㏽㙵㘇㛧づ㭛

⑁᪅⋕ ☁ḡᯕᬊᝍᔍ⫭᳑ಡ(㫴㎝㏠㉃㉆ㄠ㨉

㷈)”, ⧎อᨱ ⧕ݡᕽ۵ “⦹⋕┡⧎ ⧎อᖅ š

㍩㛆㙴㛧づ 㘦㇛㏽㙵㘇㛧づ㭛㛧)”,

ญ᳑ಡ(ㆃ㊴㡃㡃㣗㗽㹤㭶㦮㛧づ 㘦㇛㏽㙵

“⬥⑁᪅⋕ ᵝÑ⢽ᨱ š⦽ ᳑ಡ(㫴㎝㏠く㎊

㘇㛧づ㭛㷈)”, ᩢᵝ┾ᨱ ⧕ݡᕽ۵ “⬥⑁

㸌㫜に䂏する㛧づ 㘦㇛㏽㙵㘇㛧づ㭛

᪅⋕ᩢᵝ┾᳑ಡ(㫴㎝㏠㤫く㌴㛧づ ㏼㔐㏽

㷈)” ॒ᯕ ᯩ݅.

㙵㘇㛧づ㭛㷈)”, Ʊ☖ᔍᨦᨱ ⧕ݡᕽ۵ “⬥

“⬥⑁᪅⋕ ךḡᅕᱥŝ ⇵⪵ךḥᨱ š⦽ ᳑

⑁᪅⋕ Ʊ☖ᔍᨦ᮹ ᖅ⊹ ॒ᨱ š⦽ ᳑ಡ(㫴㎝

ಡ”۵ “ࠥ᮹ ךḡa ၝ᮹ Õv⦹Ł ྙ⪵ᱢ

㏠〘㾝》㜝の㹤㰱㭟に䂏する㛧づ 㘦㇛㏽㙵

ᯙ ᔾ⪽ᨱ ᇩađ⦽ äᮥ እ⇵ᨕ ᅕŁ, ᧲⪙⦽ ࠥ

㘇㛧づ㭛㷈)”, ᗭႊᕽᨱ ⧕ݡᕽ۵ “⬥⑁᪅

⪹Ğᮥ ⩶ᖒ⦹ʑ ᭥⦹ᩍ, ᅙ ᨱᕽ᮹ ךḡ᮹

⋕ ᗭႊᅙᇡ ၰ ᗭႊᕽ ᖅ⊹᳑ಡ(㫴㎝㏠㠐䂖

ᱢᱶ⦽ ᅕᱥŝ ךḡ ⇵ḥᨱ š⦹ᩍ ⦥⦽ ᔍ⧎

㚅㿥㆞び㠐䂖㰳㹤㰱㛧づ 㘦㇛㏽㙵㘇㛧づ

ᮥ ᱶ⦽݅”Ł ⦽݅(ᱽ᳑). ᯕෝ ᙹ⧪⦹ʑ ᭥

㭛㷈)” ॒᮹ ᳑ಡa ᯩ݅.

⦹ᩍ ۵ “ךḡᅕᱥŝ ⇵⪵ךḥᮥ ࠥ༉⦹ʑ ᭥
⦹ᩍ ʑᅙᱢ ၰ ⅾ⧊ᱢᯙ ₦ᮥ ₦ᱶ⦹ᩍ ᯕෝ

３. 지역개발에 관한 예규

ᝅ⦹ᩍ ⦽݅”(ᱽ᳑ ᱽ⧎).
ੱ⦽ ᱽᰆ ‘Ǎ⫮ᱶญ’ᨱ ᇥඹࡹ۵ “⬥⑁᪅⋕

⬥⑁᪅⋕ᨱᕽ᮹ ḡᩎ}ၽᨱ š⦽ ᳑ಡ۵ ⬥

ࠥĥ⫮ᔍᨦ ີᯕ⦹ษ ☁ḡǍ⫮ ᱶญᔍᨦ 

⑁᪅⋕ ᩩȽḲ ᱽඹ ‘ࠥĥ⫮’ᨱ ᙹಾࡽ

⧪᳑ಡ(㫴㎝㿨㏠㹖ㄼ》㜝㋴㠂㉃㉆ㅵㄼ㗡㦮》

݅.) ᱽᰆ ‘ࠥĥ⫮’ᨱ ᇥඹࡽ äᮝಽ۵ “⬥

㜝㗽㸁㛧づ ㏼㔐㏽㙵㘇㛧づ㭛㷈)”, “⬥⑁

⑁᪅⋕ ࠥĥ⫮ᝍ᮹⫭᳑ಡ(㫴㎝㏠㿨㏠㹖ㄼ

᪅⋕ ࠥĥ⫮ ⦹⎵ᯱ┅ ☁ḡǍ⫮ ᱶญᔍᨦ 

㍩㻆㙴㛧づ

㏼㔐㏽㙵㘇㛧づ㭛㷈)”,

⧪᳑ಡ(㫴㎝㿨㏠㹖ㄼ》㜝筥㎴㉃㉆ㅵㄼ㗡㦮》

“⬥⑁᪅⋕ ךḡᅕᱥŝ ⇵⪵ךḥᨱ š⦽ ᳑ಡ

㜝㗽㸁㛧づ ㏼㔐㏽㙵㘇㛧づ㭛㷈)”, “⬥

(㫴㎝㏠䈩㉆ぽヨと䈩ㅫ㕼㾧に䂏する㛧づ 㘦㇛

⑁᪅⋕ ࠥĥ⫮ ᯕ☁ ☁ḡǍ⫮ ᱶญᔍᨦ ⧪

㏽㙵㘇㛧づ㭛㷈)”, “⬥⑁᪅⋕ ḡǍĥ

᳑ಡ(㫴㎝㿨㏠㹖ㄼ》㜝〻㿨㉃㉆ㅵㄼ㗡㦮》㜝

⫮ ॒᮹ ᦩ ᯲ᖒᱩ₉ᨱ š⦽ ᳑ಡ(㫴㎝㏠㉆ㅵ㹖

㗽㸁㛧づ ㏼㔐㏽㙵㘇㛧づ㭛㷈)”, “⬥⑁

ㄼ㭟の㛘のざ㔐㔤続に䂏する㛧づ 㘦㇛㏽㙵

᪅⋕ ࠥĥ⫮ aᯕᩎᵝᄡ ☁ḡǍ⫮ ᱶญᔍ

) ⬥⑁᪅⋕ ᩩȽḲ, http://www.city.fukuoka.lg.jp/dw_reiki/mokuji_bunya.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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ᨦ ⧪᳑ಡ(㫴㎝㿨㏠㹖ㄼ》㜝䅏㜉䅵㇑㿒㉃㉆

ᬱ , ᨦ᭥ᬱ⫭ ᔍྕᇡǎḢᬱ , ᙹࠥǎ

ㅵㄼ㗡㦮》㜝㗽㸁㛧づ ㏼㔐㏽㙵㘇㛧づ㭛

Ḣᬱ , Ʊ☖ǎḢᬱ , ᗭႊḢᬱ ,

㷈)”, “⬥⑁᪅⋕ ☁ḡǍ⫮ ᱶญᔍᨦ ᳑ᖒ᳑

, ĥ ,ᯕ݅(ᱽ᳑). ੱ⦽ Ḣᬱ ᯥᬊᨱ ݡ

ಡ(㫴㎝㏠㉃㉆ㅵㄼ㗡㦮》㜝ㅈ㔐㛧づ 㘦㇛㏽

⧕ᕽ۵ “⬥⑁᪅⋕ Ḣᬱ ᯥᬊᨱ š⦽ Ƚ⊺(㫴

㙵㘇㛧づ㭛㷈)”॒ b ḡᩎษ݅ ᳑ಡa ᱶ

㎝㏠㱱の〸㨉に䂏する㹅ㄫ 㘦㇛㏽㙵

⧕Კ ᯩ݅.

㘇〡》㋭㙴㹅ㄫ㭛㷈)”ᨱᕽ Ƚᱶࡹᨕ ᯩᮝ

“⬥⑁᪅⋕ ☁ḡǍ⫮ ᱶญᔍᨦ ᳑ᖒ᳑ಡ”ᨱ

໑, ᰍᯥᬊᨱ ⧕ݡᕽ۵ “⬥⑁᪅⋕ Ḣᬱ᮹ ᰍ

ᕽ۵ “⬥⑁᪅⋕ ԕᨱᕽ ☁ḡǍ⫮ᱶญჶ(㉃㉆

ᯥᬊᨱ š⦽ ᳑ಡ(㫴㎝㏠㱱のヸ〸㨉に関する

ㅵㄼ㗡㦮㟟 㘦㇛㏽㟟㑘㭛㷈)”᮹ Ƚᱶᨱ

㛧づ ㏼㔐㏽㙵㘇㛧づ㭛㷈)”ಽ Ƚᱶࡽ݅.

 ☁ḡǍ⫮ ᱶญ᳑⧊ᯕ ⧪⦹۵ ☁ḡǍ⫮

əญŁ “⬥⑁᪅⋕ Ḣᬱ᮹ Ŗྕᬱ ᮅญᨱ š⦽

ᱶญᔍᨦᮥ ᳑ᖒ⦹ᩍ, ɝݡᱢ aḡෝ ⩶ᖒ⦹

᳑ಡ(㫴㎝㏠㱱のレㅖ゜㦮に䂏する㛧づ ㏼

۵ äᮥ ༊ᱢᮝಽ ⦽݅(ᱽ᳑). əญŁ ᔍᨦ ᳑ᖒ

㔐㏽㙵㘇㛧づ㭛㷈)”ࠥ ⬥⑁᪅⋕ Ḣ

ᨱ ᯩᨕᕽ ᱥྙḡᮥ aḡ۵ Ḣᬱᨱ ᮹⦽ ʑᚁ

ᬱᨱ š⦽ ᳑ಡᯕ݅.

ḡࠥ(ᱽ᳑ ᱽ⪙)ӹ ᯙaෝ ၼᮡ ᔍᨦᨱ ⦹ݡᩍ
ᅕ᳑ɩ Ʊᇡ(࠺᳑ ᱽ⪙)a ᯕᨕḥ݅.

⬥⑁᪅⋕ Ḣᬱ᮹ ɪᩍᨱ ⧕ݡᕽ۵ “⬥⑁
᪅⋕ Ḣᬱ᮹ ɪᩍᨱ š⦽ ᳑ಡ(㫴㎝㏠㱱の
㯓㳘に䂏する㛧づ 㘦㇛㏽㙵㘇㛧づ㭛

４. 공직에 관한 예규

㷈)”, “⬥⑁᪅⋕ᰆ ॒᮹ ɪᩍ ✚ಡᨱ š⦽ ᳑
ಡ(㫴㎝㏠䁷㭟の㯓㗮の㥔づに䂏する㛧づ ㏼㔐

ŖḢᨱ š⦽ ᩩȽ۵ ⬥⑁᪅⋕ ᩩȽḲ ᱽඹ

㏽㙵㘇㛧づ㭛㷈)”, “⬥⑁᪅⋕ Ḣᬱ᮹

‘ᯙᔍ’ᨱᕽ ⬥⑁᪅⋕ Ḣᬱᨱ  ⦽ݡȽᱶᯕ ᅕ

✚ᙹɝྕᙹݚᨱ š⦽ ᳑ಡ(㫴㎝㏠㱱の㥔㞄ㅝ

ᯙ݅.) Ḣᬱ᮹ ᱶᬱᨱ ⧕ݡᕽ۵ “⬥⑁᪅⋕ Ḣ

ㅖ㔤㨤に䂏する㛧づ ㏼㔐㏽㙵㘇㛧づ㭛

ᬱ ᱶᙹ᳑ಡ(㫴㎝㏠㱱㍁㗤㛧づ 㘦㇛㏽㙵

㷈)”, “⬥⑁᪅⋕ Ḣᬱ ♕Ḣᙹݚḡɪ᳑ಡ(㫴㎝

㘇㛧づ㭛㷈)”ಽ Ƚᱶࡽ݅. ⬥⑁᪅⋕ Ḣ

㏠㱱㾍㱱㔤㨤㗊㯓㛧づ ㏼㔐㏽㙵㘇㛧づ

ᬱ᮹ Ǎℕᱢᯙ ᱶᙹෝ ᅕ໕, “⬥⑁᪅⋕ Ḣᬱ

㭛㷈) ॒ᯕ ᯩ݅.

ᱶᙹ᳑ಡ”ᨱ ໕ ᰆ᮹ ᔍྕᇡǎḢᬱ ,

᮹⫭ ᮹ᬱᨱ š⦽ ᳑ಡಽ۵ ⬥⑁᪅⋕ ᩩ

, Ʊᮂ᭥ᬱ⫭ ᔍྕǎ ၰ Ʊᮂʑš Ḣᬱ ,

ȽḲ ᱽඹ ‘᮹⫭·ᖁÑ·qᔍ’ᨱ ᇥඹࡽ݅.

, ᖁÑšญ᭥ᬱ⫭ ᔍྕᇡǎḢᬱ , qᔍ᭥

“⬥⑁᪅⋕᮹⫭᮹ᬱ᮹ ᱶ⊹ᮅญᨱ š⦽ ᳑ಡ

ᬱ ᔍྕᇡǎḢᬱ , ᯙᔍ᭥ᬱ⫭ ᔍྕᇡǎḢ

(㫴㎝㏠㻆㙴㻆の㗑㟓゜㦮に䂏する㛧づ ㏼㔐

) ⬥⑁᪅⋕ ᩩȽḲ, http://www.city.fukuoka.lg.jp/dw_reiki/mokuji_bunya.html(áᔪ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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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㙵㘇㛧づ㭛㷈)” ॒ᯕ ᯩ݅.

ᨱ š⦹ᩍ, ᅙ a ⦹۵ ⧪ᱶḡࠥ, ʑ┡ ₦ᨱ

əญŁ ⬥⑁᪅⋕ ᰆᨱ š⦽ ᳑ಡಽ “⬥⑁᪅

š⧕ᕽ ⦥⦽ ᔍ⧎ᮥ ᱶ⦹۵ äᮝಽ, ᦩᱥ⦹Ł

⋕ ᰆ᮹ ᱶ⊹ᮅญᨱ š⦽ ᳑ಡ(㫴㎝㏠䁷の㗑

⏭ᱢ⦽ ᅕ⧪ᯱŖe ၰ ᧲⪙⦽ Ŗᵲ᭥ᔾ ⪶ᅕෝ

㟓゜㦮に䂏する㛧づ ㏼㔐㏽㙵㘇㛧づ㭛

ࠥ༉⦹ᩍ, ⡍ᰆษ₉a ᯕᬊᯱಽᇡ░ ⊽ɝqᮥ

㷈)”, “⬥⑁᪅⋕ᰆ ॒᮹ ɪᩍ ✚ಡᨱ š⦽ ᳑

ၼŁ ၝᔾ⪽ŝ ᳑⪵ࡽ äᯕ ࢁ ᙹ ᯩࠥಾ ᮁ

ಡ(㫴㎝㏠䁷㭟の㯓㗮の㥔づに䂏する㛧づ ㏼㔐

ࠥ⦹۵ äᮥ ༊ᱢᮝಽ ⦽݅”Ł ⦽݅(ᱽ᳑).)

㏽㙵㘇㛧づ㭛㷈)” ॒ᯕ ᯩ݅.

ࠥಽᨱᕽ ⡍ᰆษ₉ ᩢᨦᮥ ⦹۵ ᨦᯱ۵ “ࠥಽ
ჶ Ƚᱶᨱ  ᱱᬊ⨩aෝ ၼᦥ ⦽݅”Ł
⦽݅(ᱽ᳑). ᱱᬊ⨩a᮹ ʑeᮡ ֥ ᯕԕᯕ໑

ⳕ⬥⑁᪅⋕᮹ࠦᯱᱢᯙᩩȽ

(ᱽ᳑ ᱽ⧎), ʑe อഭ ⬥ᨱࠥ ⡍ᰆษ₉ෝ ĥ
ᗮ ᩢᨦ⧁ Ğᬑᨱ۵ ᔩí ᱱᬊ⨩aෝ ၼᦥ

１. 포장마차에 관한 예규

⦽݅(࠺᳑ ᱽ⧎).
ࠥಽŖᔍෝ ⧁ ভ ⡍ᰆษ₉ ᩢᨦᯕ Ŗᔍ᮹ ḡ

ʑ┡ ⬥⑁᪅⋕᮹ ࠦᯱᱢᯙ ᩩȽಽ “⬥⑁᪅

ᰆᯕ ࢁ Ğᬑᨱ۵ “ࠥಽჶ ᱽ᳑ ᱽ⧎᮹ Ƚᱶ

⋕ ⡍ᰆษ₉ ḡࠥv(㫴㎝㏠㎍㳓㕙㍺㹀㯥

ᨱ   ⧕ݚ⡍ᰆษ₉ ᩢᨦᯱᨱ ⦹ݡᩍ ʑeᮥ

㏼㔐㏽㙵㘇 ㇏㫜㭛㷈)”ᯕ۵ äᯕ ᯩ

ᱶ⦹Ł ⡍ᰆษ₉ ᯕᱥᮥ ⧁” ᙹ ᯩ݅(ᱽ᳑

݅. ⬥⑁᪅⋕ᨱ۵ ᱥǎ᮹ ᧞ ⟝ᖝ✙, }

ᱽ⧎). ᯕভ ⡍ᰆษ₉ ᩢᨦᯱ۵ ᯕᱥᨱ ᗭࡽ

ᯕᔢ᮹ ⡍ᰆษ₉a ᯩ݅.) ࠥಽᨱᕽ ⡍ᰆษ₉

ᗱᝅ ᅕᔢᮥ ℎǍ⧁ ᙹ۵ ᨧ݅(ᱽ᳑ ᱽ⧎).

ෝ ᩢ᭥⦹ʑ ᭥⧕ᕽ۵ ⣩᭥ᔾჶᔢ᮹ ᩢᨦ⨩

Ŗᬱᨱᕽ ⡍ᰆษ₉ ᩢᨦᮥ ⦹۵ ᨦᯱ۵ “⬥⑁

aӹ ࠥಽƱ☖ჶᔢ᮹ ࠥಽ᮹ ᔍᬊ⨩a, ࠥಽჶ

᪅⋕ Ŗᬱ᳑ಡ᮹ Ƚᱶᨱ  ⧪᭥⨩aෝ ၼ

ᔢ᮹ ᱱᬊ⨩aෝ ၼᮥ ⦥a ᯩḡอ, ⬥⑁᪅⋕

ᦥ ⦽݅”(ᱽ᳑ ᱽ⧎). ⧪᭥⨩a᮹ ʑeᮡ 

ᨱᕽ۵ ࠥಽᱱᬊ⨩aෝ ᦩ ၼŁ ᇩჶᱢᯙ ᔢ

}ᬵ ᯕԕᯕ໑(ᱽ᳑), “⬥⑁᪅⋕ Ŗᬱ᳑ಡ

┽a ྖᯙࡹᨕ ᪵݅. ᕽ ⡍ᰆษ₉᮹ ᱢᱶ⪵

ᱽ᳑᮹ ᮹ Ƚᱶᨱ  Ŗᬱᔍᬊഭෝ Ԋ᯦⦹

ෝ ┅ʑ ᭥⦹ᩍ ᱽᱶࡽ äᯕ݅.)

ᩍ ⦽݅”(ᱽ᳑). Ŗᬱᮥ Ŗᔍ⧁ ভ ⡍ᰆษ₉

“⬥⑁᪅⋕ ⡍ᰆษ₉ ḡࠥv”ᨱ ໕

ᩢᨦᯕ Ŗᔍ᮹ ḡᰆᯕ ࢁ Ğᬑᨱ۵ ᱽ᳑ᇡ░

“ࠥಽ, Ŗᬱ ॒ ŖŖᰆᗭᨱᕽ᮹ ⡍ᰆษ₉ ᩢᨦ

ᱽ᳑ʭḡ᮹ ࠥಽ Ŗᔍᨱ š⦽ ⡍ᰆษ₉ ᯕᱥ

) ㎙㱁㘦, 「㫴㎝㏠㎍ㆰ㕙㍺㹀㯥」 ⹕⺂⺇⹖㪃㩷㾝Ꮞ㭛ภ（㏽㙵）䄋䇯
) ㎙㱁㘦ㆺ䇯
) ㎙㱁㘦㪃㩷ㆺ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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ᨱ š⦽ Ƚᱶᯕ ᵡᬊࡽ݅(ᱽ᳑).

ၰ ⠱ḡa ᛍᨕᲙ ฯᮡ יᖁᯕ ⠱ḡࡹᨩ݅. ⬥

⡍ᰆษ₉ ᨦᯱ᮹ ᭥ၹ⧪᭥ᨱ ⧕ݡᕽ۵ ᰆ

⑁᪅⋕ᨱᕽ۵ ֥ᨱ ࠥಽᬕᘂჶᯕ }ᱶࡽ

ᮡ “Ǎࢱ, ᵝ᮹ᕽ ੱ۵ ĞŁᕽಽ ḡࠥෝ ⦽݅”

ᯕ⬥ᨱ }᮹ יᖁᯕ ⠱ḡࡹᨩᮝ໑ ݡᵲƱ☖

(ᱽ᳑). əญŁ ĞŁಽ ḡࠥෝ ֥ᨱ ᖙ ჩ ၼ

᮹ Ŗ႒ḡa ฯᯕ ᔾĝ݅.)

ᮡ ᨦᯱӹ ᩢᨦ⨩a ੱ۵ ᔍᬊ⨩a᮹ ᱶḡᇥ

ᕽ ᯕ్⦽ ݡᵲƱ☖᮹ Ŗ႒ḡᨱᕽ Ʊ☖᮹

ᮥ ၼᮡ ᨦᯱᨱ ⧕ݡᕽ۵ ᰆᯕ  ⧕ݚᨦᯱᨱ ݡ

⠙᮹ෝ ࠥ༉⦹ʑ ᭥⦹ᩍ ֥ ᬵ᮹ ᱽ⫭ ⬥

⦹ᩍ ᱱᬊ⨩a᮹ ⬉ಆᮥ ᱶḡ┍ ᙹ ᯩ݅(ᱽ

⑁᪅⋕᮹⫭ ᱶಡ⫭ᨱᕽ ᮹ᬱ᯦ჶᮝಽ “ݡᵲ

᳑). ੱ⦽ ᅕ⧪ᯱ ☖⧪ᮥ ⩥ᱡ⦹í ႊ⧕⧁ Ğᬑ

Ʊ☖ Ŗ႒ḡ ॒ ၰ ᯕ࠺ᱽ᧞ᯱෝ ᭥⦽ ᔾ⪽Ʊ☖

ᨱࠥ ᰆᮡ  ⧕ݚᨦᯱᨱ ⦹ݡᩍ ᱱᬊ⨩a᮹ ⬉

᮹ ⪶ᅕᨱ š⦽ ᳑ಡ(レワ〘㾝㬱㩣㉆㭟㆞び㬎ㅓ

ಆᮥ ᱶḡ┍ ᙹ ᯩ݅(ᱽ᳑).

ㄤ㮯㱙にひる㨅㟼〘㾝の㫈ぽに䂏する㛧づ ㏼
㔐㏽㙵㘇㛧づ㭛㷈)”a ᱽᱶࡹᨩ݅.)

２. 후쿠오카시의 생활교통정책 관련
예규

ᯕ ᳑ಡᨱᕽ۵ יᖁქᜅ ᱶඹᰆᮝಽᇡ░ ᧞
km ᯕᔢ ਉᨕᲙ ᯩᮝ໑ ࠺ᨱ ᱥ℁ᩎᮝಽᇡ
░ ᧞ km ᯕᔢ ਉᨕḥ ḡᩎᮥ ‘ݡᵲƱ☖ Ŗ႒

ᩩᱥᨱ۵ ქᜅ ᯕᬊᮡ ⇽♕ɝᯕӹ ☖⦺ ॒ ᯝ

ḡ(レワ〘㾝㬱㩣㉆)’ಽ ḡᱶ⦽݅(ᱽ᳑ ᱽ⪙).

ᔢᔾ⪽ᨱ ᇩađ⦹ᩡᮝӹ, ᯱaᬊ₉a ᅕɪࡽ

ੱ⦽ ქᜅ ᱶඹᰆᮝಽᇡ░ ᧞ m ᯕᔢ ਉᨕ

äᮥ ĥʑಽ ֥ ݡᯕ⬥ෝ ᰆᱱᮝಽ ქᜅ ᯕ

ḥ ḡᩎᮥ ‘ݡᵲƱ☖ ᇩ⠙ḡ(レワ〘㾝ぱ㉆)’

ᬊᯱa ᱱᱱ qᗭ⦹Ł ᯩ݅. ᕽ ქᜅ ⫭ᔍa

ಽ ḡᱶ⦽݅(࠺᳑ ᱽ⪙). ᯕ్⦽ ḡᩎ ᯕᨱ Ł

ᙹᯖᱢᮝಽ Ğᩢ⧁ ᙹ ᯩࠥಾ ֥ᨱ ࠥಽᬕ

ಚ⪵a ⩥ᱡ⦽ Ǎ෪ḡ ॒ᮡ ‘ݡᵲƱ☖ ᇩ⠙ḡᨱ

ᘂჶᯕ }ᱶࡹᨩ݅.)

ᵡ⦽ ḡᩎ(レワ〘㾝ぱ㉆に㡞ずる㉆㉤)’ᮝಽ

}ᱶ ࠥಽᬕᘂჶᨱᕽ۵ ქᜅᔍᨦᯕ ໕⨩ᱽᨱ

ᱶ⦹Ł ᯩ݅(࠺᳑ ᱽ⪙ ⹃).)

ᕽ ⨩aᱽಽ ࡹᨩᮝအಽ ქᜅᔍᨦ᮹ ᝁȽ ḥ᯦

ᯕ్⦽ ‘ݡᵲƱ☖ Ŗ႒ḡ’ӹ ‘ݡᵲƱ☖ ᇩ⠙

ᯕ ᛍᬭᲭ݅. ə్ӹ יᖁ᮹ ⮕ḡ ੱ۵ ⠱ḡᨱ

ḡ’, əญŁ ‘ݡᵲƱ☖ ᇩ⠙ḡᨱ ᵡ⦽ ḡᩎ’ ॒

⧕ݡᕽ۵ ǎaᨱ ᮹⦽ ⨩aᱽᨱᕽ ᔍᱥᝁŁᱽ

ᮥ ‘ݡᵲƱ☖ Ŗ႒ḡ ॒(レワ〘㾝㬱㩣㉆㭟)’ᮝ

a ࡹᨩʑ ভྙᨱ ₥ᔑᯕ ᦩ ࡹ۵ יᖁ᮹ ⮕ḡ

ಽ Ƚᱶ⦹ᩍ ۵  ⧕ݚḡᩎᨱ ⦹ݡᩍ ᔾ⪽Ʊ☖

) 㫴㎝㏠㻆ળ》ㅖ㎉㺑㛆㟟ㄤ㺍, 「㫴㎝㏠における㨅㟼〘㾝の㫈ぽについて」 㻆Navi㪃㩷㾝Ꮞ㭛ภ(㏽㙵)㪃㩷䄋䇯
) 㫴㎝㏠㻆ળ》ㅖ㎉㺑㛆㟟ㄤ㺍㪃㩷ㆺ䇯
) ㍱㎯㠅㏿ 「㫴㎝㏠の㨅㟼〘㾝㗑㭨と㨅㟼〘㾝᧦づ」 く㞡と㳏㟓㪃㩷㾝Ꮞภ(㏽㙵)䄋䇯
) ㍱㎯㠅㏿㪃㩷ㆺ㪃㩷-䄋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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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 ⪶ᅕᨱ š⦽ יಆᮥ ⦹ᩍ ⦽݅(ᱽ᳑). ੱ

ᕽ۵ ၝ⫭šᮥ እ⦹ᩍ ᮭᦦ·ᩑɚ ᩑᰆ,

⦽ ᰆᮡ ‘ݡᵲƱ☖ Ŗ႒ḡ ॒’ ᵲᨱᕽ ḡᬱᯕ

ḡᩎ Ʊඹᖝ░ ॒ᯕ ᖅ⊹ࡹᨩ݅. ŖḢ ᇥᨱᕽ

⦥⦹݅Ł ᯙᱶࡹ۵ ḡᩎᮥ ‘✚ᄥݡ₦Ǎᩎ(㥔

۵ Ḣᬱ, ᮹⫭Ḣᬱ, ᰆᨱ š⦽ Ƚᱶᯕ ᳑ಡ

ㄟ㍹㭨ㅵ㉤)’)ᮝಽ ḡᱶ⧁ ᙹ ᯩᮝ໑(ᱽ᳑ ᱽ

ಽ ᱽᱶࡹᨩ݅. əญŁ ⬥⑁᪅⋕ ࠦᯱᱢᯙ ᩩ

⧎), ‘✚ᄥݡ₦Ǎᩎ’ᨱ ⧕ݡᕽ ᔾ⪽Ʊ☖ᮥ ⪶ᅕ

Ƚಽ ⡍ᰆษ₉᮹ šญ᪡ ᬕᩢᨱ  ⦽ݡvࠥ ᱽ

⦹ʑ ᭥⧕ᕽ ⦥⦽ ḡᬱᮥ ⧁ ᙹ ᯩ݅(ᱽ᳑

ᱶࡹᨩ݅. ᯕ్⦽ ⬥⑁᪅⋕ ࠦᯱᱢᯙ ᩩȽa

ᱽ⧎). ‘✚ᄥݡ₦Ǎᩎ’ᨱ ⧕ݡᕽ۵ ۵ ݉ᙽ⯩

ᱽᱶࡽ äᮡ əอⓝ ḡႊᯱ⊹a ၽᱥ ၰ ⋉⚍ࡹ

יಆ⦹۵ äᯕ ᦥܩ ∊ᇥ⯩ ḡᬱ⧁ ᮹ྕෝ ḥ

ᨕ ᯩ۵ äᯕ ⧕ᕾ⧁ ᙹ ᯩ݅.

݅Ł ⦽݅.)

⦽ǎᨱᕽ۵ ֥᮹ ᱽ₉ ⨭ჶ }ᱶᨱ 
 ḡႊᖁÑa ᰍ}ࡹŁ ḡႊᯱ⊹᮹ ၽᱥᯕ 
᯲ࡹᨕ ḡႊᯱ⊹᮹ ᩎᔍa ᦥḢ ʙḡ ᦫḡอ ᦿ

Ⳗ๛ᮭั

ᮝಽ ฯᮡ ၽᱥa܆ᖒᮥ aḡŁ ᯩ݅. ᕽ b
ḡႊᯱ⊹݉ℕษ݅ ✚ᔪᮥ ⪽ᬊ⦽ ᩩȽෝ ᱽᱶ

⬥⑁᪅⋕ᨱᕽ۵ ᅖḡ, ࠥ}ၽ, ᖅšญ
ᨱ ⦹ݡᩍ ݅᧲⦽ ᩩȽa ᱽᱶࡹᨕ ᯩ݅. ᅖḡ

⦹ᩍ ḡႊษ݅ ݅᧲⦽ ᬕᩢᮥ ⦹ᩍ ḡႊᯱ⊹a
ᬒ ၽᱥࡹʑෝ ʑᬱ⦽݅.

ᇥᨱᕽ۵ ༉ᯱaᱶ, ᦥ࠺, ᰆᧁᯙ, Łಚᯱa ⏭
ᱢ⦹í ᔾ⪽⧁ ᙹ ᯩࠥಾ ݅᧲⦽ ᖅᯕ ᖅ⊹ࡹ
ᨩ݅. ࠥ}ၽ ᇥᨱᕽ۵ ݡᔢ ḡᩎษ݅ ᳑ಡ

미즈시마 레오(水島玲央)

ෝ ᱽᱶ⦹Ł }ၽᮥ ⇵ḥ⦹Ł ᯩ݅. ᖅ ᇥᨱ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ᄥݡ₦Ǎᩎ”᮹ ḡᱶᨱ ᯩᨕᕽ۵ , ݡᵲƱ☖ᔍᨦᯱ, ⦺ḢĞ⨹ᯱ, ၝ ၰ ၝ݉ℕ ॒ᮝಽ Ǎᖒࡽ ᱽᯱʑšᯙ “ḡᩎݡ
ᵲƱ☖⫭᮹(㉆㉤レワ〘㾝㙴㻆)”᮹ ᮹čᮥ ₙŁಽ ⦹ᩍ ~šᖒ·Ŗᱶᖒᮥ ࠥ༉⦹Ł ᯩ݅(㍱㎯㠅㏿㪃㩷ㆺ㪃㩷䄋).
) ㍱㎯㠅㏿㪃㩷ㆺ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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