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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 해소,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바로가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규제불편, 전라남도 보성군, 국무조정실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 o .g o .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규제신고

보성군에서는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들을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군민, 단체, 기업체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고자「지방기업규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군민생활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라고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신고

하시면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정비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안내

신청기간 : 연중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접수

주 소 : 보성군청 의회법무계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접수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공장설립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보성군 행정규제 목록  신고서식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제

보성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

니다.

아래 처리절차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규제개혁신고

(http://www.boseong.go.kr)

/www/civil_complaint
/www/civil_complaint/report_center
/www/civil_complaint/report_center/local_regulation_reporting
https://www.osmb.go.kr/proposal/proposal_form.jsp
https://www.sinmungo.go.kr/sinmungo_intro_s.jsp?link_mini_cd=4890000
https://www.better.go.kr/fz.stats.LcgovRegulSlPL.laf
/contents/18571/gyu_form.hwp


처리절차

입증요청 신청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jeo ng se6715@ko rea.kr

연락처:보성군청 의회법무계 061-850-5060

입증신청서 다운로드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contents/18571/proof_for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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