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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강명원 | 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연구조교수

I. 들어가며

프랑스는 국가 보훈 관련 추모행사, 교육 및 보훈 문화증진을 통하여 조국 수호에 참여한 모든 사람 

사이에 동지, 우정 및 연대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사람들을 

국민의 기억 속에 영속시키고, 후세대에 의한 추모 활동과 시민교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험과 성찰을 

통해 보훈 정신에 동참시키고 있다.1

II. 주요 보훈 기념 추모사업2 근거법령

1. 「매년 12월 5일 알제리 전쟁과 모로코, 튀니지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자에게 경

의를 표하는 국경일을 창설하는 2003년 9월 26일자 제2003-925호 법규명령」

(Decret n°2003-925 du 26 septembre 2003 instituant une journee nationale 

d'hommage aux “morts pour la France” pendant la guerre d'Algerie et les combats 

du Maroc et de la Tunisie, le 5 decembre de chaque annee)3

(1) 주요 내용

위 법규명령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알제리 전쟁과 모로코, 튀니지 전쟁에

서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경일을 창설(매년 12월 5일)하고, 공식행사 개최 및 

위 법규명령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1 https://www.unc.fr/presentation/l-unc/buts-et-objectifs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1일)

2 프랑스 보훈과 관련된 국경일 리스트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unc.fr/agenda/manifestations

- patriotique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3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797564/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1일)

신청기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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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알제리 전쟁과 모로코 및 튀니지 전쟁 중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경일(Journee 

nationale)을 제정한다. 이 날은 12월 5일로 한다.
국경일 창설

제2조

매년 이 날짜에 공식행사를 파리에서 개최한다. 이와 유사한 공식행사가 각 데파르트망(Departement) 

즉,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생 피에르 에 미켈롱과 월리스 및 푸투나 제도에서 개

최되며, 행사의 조직은 국가의 대표에 의해 주도된다.

공식행사 개최4

제3조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재향군인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관은 이 법규명령 집행

과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진다. 이 법규명령은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저널에 게재된다. 
책임자 명시

2. 「1945년 5월 8일 승리를 기념하는 1945년 5월 7일자 제45-940호 법률명령, 1945년 

5월 9일 정오부터」

(Ordonnance n°45-940 du 7 mai 1945 FETE DE LA VICTOIRE LE 08-05-1945, A 

PARTIR DE MIDI ET LE 09-05-1945)5

(1) 주요 내용

5월 8일은 서구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로 이 날은 프랑스 공화국 영토 전체에서 기념

식이 개최된다.6 2차대전 초기에 히틀러 나치 독일에 의해 프랑스가 점령당한 후 연합국의 진격으로 

해방이 된 프랑스는 샹젤리제 대로에서 대규모 사열과 함께 대대적으로 매년 5월 8일을 기념하였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보건비상상황과 격리조치와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1945년 5월 

8일 승리 75주년 기념식을 일반적인 형식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폭 축소된 프로그램과 함

께 일반 국민이 없는 형식으로 기념식이 치러졌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초대형 삼색기를 에펠탑 하단 중앙에 내걸었다.

(2) 조문 내용7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1945년 5월 9일 정오부터 1945년 5월 8일을 기념하고, 이 날은 휴일로 한다. 기념일 근거 규정

제2조
이 날은 유급휴일이다. 일의 성격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 명시

제3조 이 법률명령은 프랑스 공식관보에 게재되고, 법률처럼 집행된다. 법률명령효력 명시

4 이 행사는 매년 파리 국가전쟁 기념관(Le Memorial national de la guerre) 앞에서 열리고 있다.

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522852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3일)

6 https://www.defense.gouv.fr/memoire/a-la-une/8-mai-commemoration-de-la-victoire-du-8-mai-19457 (최

종방문일: 2021년 3월 3일)

7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securePrint?token=86tbJoqGs$E!ySHjNGj9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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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전 제 L.222-1조(현재는 제 L.3133-1조)를 보완하는 1981년 10월 2일자 제

81-893호 법률」

(Loi n°81-893 du 2 octobre 1981 comple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222-1 

du code du travail)8

(1) 주요 내용

공식적으로 5월 8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의 이름은 ‘1945년 승리’(Victoire de 1945)이다. 프랑스 

일부 달력에서 발견되는 1945년 휴전(Armistice de 1945)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휴전이라는 용어

의 사용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휴전은 정부가 서명한 협약이기 때문이다.9

1945년 승리 기념과 관련된 이 법률은 단독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법전」 제 L.222-1조

(현재는 제 L.3133-1조) 제4항에 이어서 새로운 항에 법정 휴일로 5월 8일을 추가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다.

(2) 조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단독 조항

(Article unique)

「노동법전」 제 L.222-1조(현재는 제 L.3133-1조) 제4항 뒤에 새로운 항을 추가한다. 

“5월 8일”

※ 「노동법전」 제 L.3133-1조10: 다음의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다. 제1호 1월 1일, 제

2호 부활절 월요일, 제3호 5월 1일, 제4호 5월 8일, 제5호 예수승천일, 제6호 오순

절 월요일, 제7호 7월 14일, 제8호 성모승천일 제9호 만성절, 제10호 11월 11일, 

제11호 크리스마스

노동법전에 새로운 

항을 추가, 현재는 

제 L.3133-1조 4호에 

규정됨

4. 「잔다르크 국경일을 창설하는 1920년 7월 10일자 법률」

(Loi du 10 juillet 1920 INSTITUTION DE LA FETE NATIONALE DE JEANNE D'ARC)11

(1) 주요 내용

잔다르크와 애국심 고취의 날은 1429년에 잔다르크 지휘 아래 프랑스군이 오흘레앙 해방(Libe

ration d'Orleans)을 시킨 날을 기념하여 1920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프랑스 공식 국경일로 

8 http://www.calvados.gouv.fr/IMG/pdf/loi_instituant_8_mai.pdf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1일) 

9 https://www.linternaute.fr/sortir/guide-des-loisirs/1228020-8-mai-2020-toutes-les-infos-sur-les-com 

memoration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1일)

10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2050/LEGISCTA000006178007/#LEGISCTA 

000006178007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1일)

1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315796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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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행사는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방

부(Minist re de la Defense)가 주관하는 연 12일 기념행사 중 하나이다.12

이 행사는 파리(Paris) 피라미드 광장에 있는 잔다르크 승마 동상 앞에서 개최되며 방사형의 군 세레

모니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흘레앙(Orleans)에서는 매년 군, 종교단체, 시민이 한데 모여 대규모 축제

가 개최된다.

(2) 조문 내용

이 법률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프랑스 공화국은 매년 잔다르크와 애국심 고취의 날을 기념한다.
기념일 행사 

근거 규정

제2조 이 기념일은 오흘레앙 해방(Liberation d'Orleans)일인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기념일 행사 

일시 규정

제3조
잔다르크를 기리기 위해 잔다르크가 화형에 처해 졌던 쁠라스 드 후앙(Place de Rouen)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진 기념비를 설치한다. “잔다르크여 프랑스 모든 국민이 당신께 감사한다.”

비문이 새겨진 

기념비 설치

5. 「11월 11일을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정한 2012년 2월 

28일자 제2012-273호 법률」

(LOI n° 2012-273 du 28 fevrier 2012 fixant au 11 novembre la commemoration de 

tous les morts pour la France)

(1) 주요 내용

이 기념일은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최초로 「1922년 10월 24일 법

률」(loi du 24 octobre 1922)로 제정되었고, 현재는 11월 11일을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정한 2012년 2월 28일 제2012-273호 법률에 따라 기념되고 있다.14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1918년 종전기념일과 승리와 평화의 기념일인 11월 11일에 군인이든 민간

인이든 상관없이 현재 또는 과거의 분쟁 중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을 제

12 https://www.lesalonbeige.fr/10-mai-2020-fete-nationale-de-jeanne-darc-et-du-patriotisme/ (최종방문일: 2021

년 3월 2일)

13 https://www.jpsueu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6:jeanne-darc-et-la-loi-de- 

1920&catid=51&Itemid=64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일)

14 https://www.defense.gouv.fr/actualites/memoire-et-culture/11-novembre-anniversaire-de-l-armistice-de- 

1918-et-hommage-a-tous-les-morts-pour-la-franc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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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작전 중 사망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기념일은 국가가 기념하는 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즉, 상원이 채택한 수정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레모니와 기념일은 계속 유지된다.15

(2) 조문 내용

이 법률은 현재 제2조가 폐지되어 총 2개 조항(제1조, 제3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은 다

음과 같다.16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1918년 종전기념일과 매년 승리와 평화를 기념하는 11월 11일은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에게 경

의를 표하는 날로 한다. 이 기념일은 국가가 기념하는 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는다.
기념일 규정

제3조  이 법률은 프랑스 공화국 전체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 규정

6. 「매년 6월 8일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자를 위한 추모의 날을 제정하

는 2005년 5월 26일자 제2005-547호 법규명령」

(Decret n°2005-547 du 26 mai 2005 instituant une journee nationale d'hommage 

aux “morts pour la France” en Indochine, le 8 juin de chaque annee)

(1) 주요 내용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자를 위한 추모의 날은 최초로 「1985년 5월 26일 법률」

(Loi du 26 mai 1985)17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기념일 공식행사는 앵발리드에서 열리고 국방부 장

관(Ministre des Armees)과 보훈부 장관(Ministre chargee de la Memoire et des Anciens 

Combattants)이 참석한다.

공식적인 의례는 위 법규명령에 따라 정해졌으며, 지난 2005년에는 프랑스 최초 대대적인 규모로 이 

기념일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2005년에 프랑스를 위해 희생자의 유해가 베트남에서 프랑

스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념비는 프랑스 공화국 전 대통령인 프랑스와 미테랑(Fran ois 

Maurice Adrien Marie Mitterrand)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3년, 프레쥐스(Frejus)에 건립되었다.18

15 https://www.vie-publique.fr/loi/20635-commemoration-morts-pour-la-france-11-novembre (최종방문일: 2021

년 3월 3일)

16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25413468/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3일)

17 https://www.unc.fr/agenda/manifestations-patriotique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18 권희영, 형시영 외 3, “국제보훈동향 연차보고서(제2차) 프랑스”, 보훈교육연구원, 2012, 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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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1편(Titre IER)  일반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제2편(Titre II)  사무총장에게 직접 소속된 행정단위 (제4조 내지 제11조)

제3편(Titre III)  부총장에게 소속된 행정단위 (제12조 내지 제26조) 

제4편(Titre IV)  사무국장에게 소속된 행정단위 (제27조 내지 제42조) 

제5편(Titre V)  회계원에 소속된 행정단위 (제43조 내지 제46조) 

제6편(Titre VI)  지역서비스 (제47조 내지 제49조) 

(2) 조문 내용

이 법률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를 위해 희생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경일을 제정한다. 이 날은 6월 8일로 

한다.
기념일 제정

제2조
매년 이 날에 파리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와 유사한 기념식은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

네시아, 생 피에르 에 미켈롱과 월리스 및 푸투나 제도에 행사의 조직은 국가의 대표에 의해 주도된다.
공식행사 개최

제3조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내부안보 및 지역 자유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재향군인 담당 장관은 이 

법규명령 집행과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진다. 이 법규명령은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저널에 게재된다.
책임자 명시

III. 보훈 문화증진 사업 근거법령

1.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조직 명령」

(Arrete du 18 decembre 2019 fixant l'organisation de l'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es de guerre)20

프랑스 보훈 문화증진 사업은 위 기념 추모사업과 달리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아래의 명

령(Arrete)에 따라 조직된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21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즉,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l'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es 

de guerre, ONACVG) 조직을 규정하는 2019년 12월 18일 명령은 아래와 같이 총 10편, 59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448881/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20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9682170/2021-03-04/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21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https://www.onac-vg.fr/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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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7편(Titre VII)  전사자 묘소 유지 및 개선 분야 (제50조)

제8편(Titre VIII)  국가 추모의 최고장소 (제51조)

제9편(Titre IX)  국가 또는 도(道) 상호 간 역량에 따른 개별임무 (제52조 내지 제57조)

제10편(Titre X)  최종 조항 (제58조, 제59조)

2.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임무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임무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쟁부상

자 지원, 둘째, 국가의 병동 지원, 셋째, 테러 행위 피해자 지원, 넷째, 시민회 지원, 다섯째, 미망인 지

원, 여섯째,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이다. 

이 중 보훈 문화증진 관련 사업은 ‘시민회 지원’과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Les projets Memoire 

et Citoyennete)’에 속하는데, 이러한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는 기관 및 협회 파트너와 함께 수행되

고, 수행되는 추모 및 교육 계획은 프랑스 사회 내의 주요 시민의 역할, 추모 전달의 문제를 일반 청소

년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지역 차원 프로젝트와 국가 수준 프로젝트로 나뉜다.22

(1) 시민회 지원

1) 깃발 소지자(Les porte-drapeaux)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의 주도로 시작되고, ‘블루에 드 프랑스(Bleuet de 

France)’23의 도움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랑스의 젊은 깃발 소지자(Jeunes porte-drapeaux de 

France)’ 작전은 젊은 세대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 희생된 이들에게 경의를 표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시민작전은 매년 7월 14일 파리에서 젊은 깃발 소지자 참여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다. 16세에서 

25세 사이의 프랑스 각 지역에서 선발된 13명은 오전에 샹젤리제(Champs-Elysees) 퍼레이드에 참

석하고, 오후에는 교육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문(Arc de Triomphe) 아래에서 불꽃이 다시 점

화되는 의식 동안까지도 깃발을 소지한다.24

22 https://www.onac-vg.fr/les-projets-memoire-et-citoyennet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23 ‘블루에 드 프랑스’는 영국연방 소속 여러 나라에서 전사자 추모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양귀비꽃’과 유사하게 재향군인, 전쟁희생

자, 전사자유가족 등을 위한 기억의 상징이자, 추모 관련 조직명이기도 하다. 

24 https://www.onac-vg.fr/aides-aux-associations-citoyenne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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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회에 보조금 부여(Les subventions aux associations)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는 교육목적에 중점을 두는 등 각종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모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육, 

문화 및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만 검토되며, 추모비 설치 및 교육 여행을 위한 프로젝트25는 제

외된다.26 

(2) 추모 및 시민 프로젝트

1) 지역 차원(Au niveau local)

지역 차원의 추모 및 교육은 다음과 형태가 있다. 시민 및 스포츠 집회, 세대 간 회의, 현대 주요 갈등

에 대한 교육 워크숍, 증인 세미나, 컨퍼런스 및 회의, 교육지원 자료 제작(소책자, 팜플렛 등), 추모 장

소 안내 등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는 지역 차원 서비스로 추방 

및 유대인 학살에 대한 추모와 관련된 입대 및 전체주의 주제에 관해 토드 스트라세(Todd Strasser)

의 소설 ‘라 바그(La Vague)’를 바탕으로 작업한 로데즈(Rodez)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학생

들은 전문 극단과 함께 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동일한 해에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ONACVG)는 ‘분쟁 중 민간인의 삶의 해체 및 재건’이라는 주제로 르 아브르(Le Havre)에서 프랑스-

독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양국의 학자 및 연구자는 일반 대중과 학교를 위한 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는 FC Metz 훈련센터의 젊은

이들에게 스포츠와 현대 갈등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젊은이들에게 축출된 레

지스탕스 유럽센터에 방문기회를 제공하였고, 블루에 드 프랑스(Bleuet de France) 재단에 대한 기

금모금을 조직하였다. 

한편, 2020년 5월,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는 미르멍드(Mirmande)에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모의 길을 안내하였고, 이 추모의 길행사에서 어린 학생들은 과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였던 용사와 전쟁 당시 아동으로 추방조치를 받았던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이 

날 행사는 Mirmande에서의 추모 세레모니(Ceremonie au memorial)로 종료됐다.27

25 추모비 설치 및 교육 여행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6 https://www.onac-vg.fr/aides-aux-associations-citoyenne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27 https://www.onac-vg.fr/les-projets-memoire-et-citoyennet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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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차원(Au niveau national)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ONACVG)가 개최하는 학교 경연은 ‘블루에 드 프랑스(Bleuet 

de France)’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추모의 작은 예술가(les Petits artistes de la me

moire)’ 경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추모 문서 경연 등이다. 2019년 5월부터는 2024년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를 앞두고 공통 가치의 결속도모를 위해 스포츠 활동과 추모를 결합한 합

동프로그램인 ‘젊은이를 위한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었다.28

IV. 나가며

프랑스는 보훈 추모사업 및 문화의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

훈 기념 개별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법규명령(Decret)이나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제정

하고, 프랑스를 위해 사망한 모든 자를 위한 추모사업은 법률(LOI)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 보훈 추모사업과 달리 보훈 문화사업은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 조직 명령(Arrete du 

18 decembre 2019 fixant l'organisation de l'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es de guerre)에 의해 조직된 ‘국가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28 https://www.onac-vg.fr/les-projets-memoire-et-citoyennete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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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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