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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 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에 따른 배

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여를 지 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 여 수 기 기간을 이직일 이 18개

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

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여의 신청 차 지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

고,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여의 신청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별

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여 신청 시 출산 후휴가 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할 직업안정기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여를 미리 지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

가 여를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여의 지 (안 제122조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 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여의 요건 충족 여부 지 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

여 신청인에게 그 지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융기 의 계좌에 입 하는 방법으로 지

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

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 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 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 을 직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 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 이 지

정하는 지정기부 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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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사회 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사)세계제주인 회조직 원회
(사)인천시민재단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 사단
(사) 한의료법학회

(사)한국유기동물복지 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회 동조합 좋은이웃컴퍼니

(사)일과건강
(사)웅상노동인권연

(재) 구가톨릭청소년회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재)노인지원재단
(재)행복세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 회

(사) 사기록연구원
(사)여성행복 리

(사)서 사랑
(사)기산충의원

(사) 창한마음회

(사)무등산무돌길 의회
(사)한국소비문화학회

(사)도울인복지회
(사)한국도로 회

(재)박기주장학재단
(사) 주 역시 서구자원 사센터

(사) 주 역시 남구자원 사센터

(사) 한 로어볼 회
(사) 한재활승마 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해양 네트워크

(사)물포럼코리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재)원 장학회

(재)드림 크문화재단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사)올젠더와법연구소
(재)증산사람들

(사)경남청년내일센터

(사)유공자복지문화 술원
(사)사람과마을

(재)궁 음식문화재단
(재)임수복장학재단

(사)울산인권운동연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재)진실의힘

(사)함께하는삶

1. 지정기부 단체등 지정(300개)

※ 지정기부 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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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트라우마 회
(사)티치포코리아

(재)지혜

(사) 인청소년세상
(사)이주민과함께

(사)충북시민재단
(사)오지 이엠

(사)독립 화 용 확 를 한시민모임
(사)문화로종합 술콘텐츠 회

사회 동조합 공존

(사)소비자교육 앙회
(사) 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
(사)따뜻한사람들

(사)남북체육교류 회

(사)지혜로운여성
(사)한국장애인근로복지 회

(사)한국장애인연합회
(사)따뜻한완주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재)박기범재단

(재)서민주택 융재단

(사)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사)유니월드

(재)우산장학재단
(사)인천 역시 증장애인복지진흥회

(사)인천뇌병변복지 회

(사)환경생태기상아이씨티융합포럼
(사)무등자유발도르 공동체

인천연탄은행밥상공동체 사회 동조합
(재)우리아이재단

(사)필로스하모니
건강나눔 사회 동조합

(사) 한민국 통 술 승원

(재)아산문화재단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희망장애인지원센터
(사)온율

(사)한국노르웨이 회

(사)참좋은나눔재단
(사)월드오버드림

(사)오 핸즈
(사) 드헤 론

(사)오 월드
(사)한아세안포럼

(사)유어 즈

(사) 로벌메디컬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코리아투게더
(사)동서문화개발교류회

지식과세상 사회 동조합

사회 동조합 교육문화우리
사회 동조합 평화를잇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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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우리자리 사회 동조합
사회 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회복 서클 화 회 사회 동조합

(사)태백시지역 안 책 원회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사)경안천시민연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푸른환경운동본부
(사)환경보 앙 의회

(사)두 생산자회

(사)지혜학교
(사) 주청소년씨앗센터

(사)올인원
(사)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한국교육행정학회

(사)화서학회
(재)탄암기념사업회

(재)시안장학회
(사)새싹회

(사)문화공간
(사)부산문화 술사랑

(사)유니온비 미션

(사)최계락문화상재단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사)참만남가족운동
(사)안 생활실천시민연합

(재)농업생명재단

(재)은암문화재단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재)장미란재단

(사) 한국제법학회
(사)국가미래연구원

(재)청소년경제교육재단

(재)출 도시문화재단
(사)문화경제포럼

(사)한국선거 회
사회 동조합 마을애

나다운 사회 동조합

(재)블루나눔재단
(사) 한유소년클럽야구 회

(재)한국 도문화장학체육재단
(사) 한자동차경주 회

(사)한국명상총 회
(사)세계평화무도연합

서 문화재단법인

(사)익산여성의 화
(사)행복한아침독서

(사)강원살림
(사)삼척시번 회

(사)춘천사랑시니어아카데미

(재)동진나눔복지재단
(사) 한 틀벨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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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역시유성구행복 리재단
(사)행복 리

(사)체인지하트

(사)한국독도연구원
(사)행복한미술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사)한국테니스진흥 회

(재)춘당장학회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사) 월생활문화두

(사)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
(사)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사)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에이펙국제교육 력원

(사)만만만생명운동
(사)아시아교육 사회

(재)한국공정무역재단
(사) 즈

사회 동조합 민들 가게
(재)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운동연합

(사)공간다락

(재) 한불교비로자나불도량부혜사
사회 동조합 꽃피는신뢰

(사)한국스포츠 마 회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사)희망의러 하우스

(사)한국사회 약자주거환경 회
충남주거복지 사회 동조합 가원

강원주거복지 사회 동조합
(사)즐거운동행

(사)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사)한국유엔체제학회

(재)보다나은미래를 한반기문재단

(사)한국유기견사랑연합회
(재)풀무원재단

(재)양천문화재단
(재)노원문화재단

(사)문학애

(재)한국공연 술발성연구재단
(사)미래와도약

(재)성천문화재단
(재)안국문화재단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
(사)시계연서회

(사)세계문화교류 회

(사)문화 술창조지원 회
(사)그라시아스합창단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 술 회아트 캔
(사)오늘은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 한모임

(사)평화통일동포연합
(사)한반도발 략연구원



제19596호 보 2019. 9. 30.(월요일)

20

(사)근보회
(사)천사들의 보 자리

(사) 사하는우리들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돌나라한농복구회

(사)흙살림연구소
사회 동조합 뿌리샘

(사) 한정신장애인가족 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임란공신충의선양회
(재) 차정몽구재단

유엔피이씨 사회 동조합
(사) 삼장학회

(사)한국행정개 학회

(사)온 리청소년문화재단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사)노동실업 주센터
(사)아시아희망나무

클나무 사회 동조합
세계시민교육센터 사회 동조합

주시남구지역경제공동체 사회 동조합

노원사회 경제연 사회 동조합
사회 동조합 양주도우 리

(사)한국수상 안 회
(재)하나 융나눔재단

(사)희망과동행

(재) 이디비나눔재단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해양구조 회
온 리스포츠복지 사회 동조합

(사)다나
(사)시민학생구조단

(사)시민

(사)한옥문화원
(사)장흥학당

(사)한 국제 화제
(사)푸른동행

(사)한국시민자원 사회

(재)산해장학재단
(재)승산나눔재단

(사)하나복지회
(사)노란들

(사)막달 나공동체
(사)더불어꿈

(사) 한민국가족지킴이

(사)시민안 수꾼 회
사회 동조합 한걸음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용호1동장학회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 회

(사)세종여성
(사)도 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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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업공헌평가원
쉴가인 사회 동조합

(사)경제사회연구원

(사)웰다잉시민운동
(사)다음 리

사회 동조합 김포아이사랑센터
사회 동조합 제주내일

사회 동조합 푸른하늘
(재)다솜이재단

북행복한돌 사회 동조합

나 다 사회 동조합
모퉁이돌 사회 동조합

(재)행복나눔재단
(재)미래재단

(재)게놈연구재단

(사)산학연포럼
(사)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

(사)오 넷
(사)한국인공지능 회

(사)한국사이버보안 회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남북교육개발원

(사)한국 소리보존회
효자 사회 동조합

(사) 한당뇨병인슐린펌 회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하이난천인갱희생자추모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

(사)가치있는 림

(사)아람청소년센터

(사) 앙진폐재활 회

(사)호스피스코리아

(사)숲길

(사)한국 안 회
(사)남북강원도 력 회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연평재단

(재)피앤에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 주아시아인문재단

(재)아시아인문재단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강원교육희망재단

(재)강원교육복지재단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강원컨벤션뷰로

(사)강원국제회의센터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빛고을장애인 회

(사)빛날장애인 회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 단체 등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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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평창문화포럼

(사)자문밖문화포럼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남북통일 술인 회

(사)평양민속 술단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헤럴드필하모닉오 스트라

(사)베하필하모닉오 스트라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트러스트앤스마일

(사)청년문간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행복마을학교

(사)청소년시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울산자동차경주 회

(사) 한모터스포츠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분석과학기기 회

(사)한국연구장비산업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문화재형사회 기업 의회

(사)문화재형사회 경제연합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새 리장애인부모연

(사)경기장애인부모연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 원회

(사)부산건축제조직 원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방송노동환경개선을 한한 기의빛한빛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국제구호문화 력회

(사)사랑 로벌 즈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장애인 어 회

(사)한국장애인미래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북한물문제연구회

(사)평화물연구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해상수난구조 에스에이알 회

(사)해상재난안 에스에이알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사)경찰소방안 후원연합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동아시아청년연맹

(사)국제문화콘텐츠교류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세계선린회

(사)월드네이버스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시얼엔터 라이즈네트워크

(사)소셜엔터 라이즈네트워크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한국 회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 회
ㅇ변경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공정무역단체 의회

(사)한국공정무역 의회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 에 지출한 기부 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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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9-20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 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순번 한국명 ( 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84호
장소연

(So Yeon Chang)
1989. 2. 28. 여

뉴욕주

(미국)

◉환경부고시제2019-175호

「물환경보 법」제66조의2에 의거「수탁처리폐수 자인계·인수 리시스템 구축·운 이용 등에

한 고시」에 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수탁처리폐수 자인계·인수 리시스템 구축·운 이용 등

제1조(목 ) 이 규정은 「물환경보 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수하여야 하는 자인계·인수 리시스템의 구축·운 이용 등에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자인계‧인수 리시스템”이란 「물환경보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처리폐수의 인계‧

인수 내용 등을 산처리하기 한 자정보처리 로그램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 자인계서”란 「물환경보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한 내용을

자인계‧인수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자정보를 말한다.

3. “ 산처리기구”란 「물환경보 법」 제7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물환경보 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인계·인수 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탁처

리폐수의 ·수탁 일련번호 인계·인수에 한 내용을 입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나.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폐수 탁

사업자”라 한다)

다. 한국산업수처리 회

5. “ 리자”란 특별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

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 등록, 리 업무를 수행하는 련 공무원

을 말한다.

6. “기 정보”란 자인계서를 작성하기 하여 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