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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

번역문

第五節 程序之開始

제5절 절차의 개시

第三十四條 (行政程序之開始)

제34조 (행정절차의 개시)

行政程序之開始，由行政機關依

행정절차의 개시는 행정기관의

職權定之。但依本法或其他法規之 직권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또
規定有開始行政程序之義務，或當 는 그 밖의 다른 법에서 행정절
事人已依法規之規定提出申請者， 차의 개시 의무가 규정된 경우
不在此限。

또는 당사자가 이미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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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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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한다.

第三十五條 (當事人向行政機關提 제35조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신
出申請之方式)

청을 제출하는 방식)

當事人依法向行政機關提出申請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기관

者，除法規另有規定外，得以書面 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법규에
或言詞為之。以言詞為申請者，受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서
理之行政機關應作成紀錄，經向申 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할 수 있
請人朗讀或使閱覽，確認其內容無 다. 구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誤後由其簽名或蓋章。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이를 기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낭독해
주거나 신청자가 열람하도록 하
고 그 내용에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六節 調查事實及證據

제6절 조사사실 및 증거

第三十六條 (行政機關應依職權調 제36조 (직무 권한에 따라 증거
查證據)

를 조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의무)

行政機關應依職權調查證據，不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증거

受當事人主張之拘束，對當事人有 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
利及不利事項一律注意。

장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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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외없이 주의를 기울인
다.

第三十七條 (當事人得自行提出證 제37조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
據及向行政機關申請調查)

제출 및 행정기관에 증거 조사
신청 가능)

當事人於行政程序中，除得自行

당사자는 행정절차 중 스스로

提出證據外，亦得向行政機關申請 증거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에
調查事實及證據。但行政機關認為 사실 및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無調查之必要者，得不為調查，並 도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조사
於第四十三條之理由中敘明之。

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
우 제43조의 이유 중 어느 하나
로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第三十八條 (行政機關調查後得製 제38조 (행정기관 조사 후 서면
作書面紀錄)

기록 작성 가능)

行政機關調查事實及證據，必要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를 조

時得據實製作書面紀錄。

사한 뒤에 필요시 사실에 근거하
여 서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行政機關得通知相關 제39조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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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人到場陳述)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통지 가능)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之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 조사

必要，得以書面通知相關之人陳述 에 기초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意見。通知書中應記載詢問目的、 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서면 통
時間、地點、得否委託他人到場及 지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질의
不到場所生之效果。

목적ㆍ시간ㆍ지점ㆍ대리출석 위탁
가능 여부ㆍ불출석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四十條 (行政機關得要求提供文 제40조 (행정기관은 문서ㆍ자료ㆍ
書、資料或物品)

물품 제공 요청 가능)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之

행정기관은 조사 사실 및 증거

必要，得要求當事人或第三人提供 의 필요에 기초하여 당사자 또는
必要之文書、資料或物品。

제3자에게 문서ㆍ자료ㆍ물품을 요
청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 (選定鑑定人)

제41조 (감정인 선정)

行政機關得選定適當之人為鑑

행정기관은 감정을 위하여 적

定。

정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以書面為鑑定者，必要時，得通

감정이 서면으로 된 경우에 필

知鑑定人到場說明。

요시 감정인이 출석하여 설명하
도록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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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二條 (行政機關得實施勘

제42조 (행정기관의 검증 조사

驗)

실시 권한)

行政機關為瞭解事實真相，得實 행정기관은 사건 관련 진상을 이
施勘驗。

해하기 위하여 검증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勘驗時應通知當事人到場。但不

검증 조사시 당사자에게 출석

能通知者，不在此限。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第四十三條 (行政機關採證之法

제43조 (행정기관 증거수집의 법

則)

칙)

行政機關為處分或其他行政行

행정기관은 처분 또는 그 밖의

為，應斟酌全部陳述與調查事實及 행정행위를 위하여 진술 전부와
證據之結果，依論理及經驗法則判 사실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
斷事實之真偽，並將其決定及理由 작하여, 논리 및 경험에 따라 사
告知當事人。

실의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정
및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第七節 資訊公開

제7절 정보 공개

第四十四條 (刪除)

제44조 (삭제)

（刪除）

(삭제)
5

第四十五條 (刪除)

제45조 (삭제)

（刪除）

(삭제)

第四十六條 (申請閱覽卷宗)

제46조 (공문 열람 신청)

當事人或利害關係人得向行政機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

關申請閱覽、抄寫、複印或攝影有 정기관에 관련 자료 및 공문의
關資料或卷宗。但以主張或維護其 열람ㆍ필사ㆍ복사ㆍ촬영을 신청할
法律上利益有必要者為限。

수 있다. 다만, 법적 이익을 주장
하거나 옹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行政機關對前項之申請，除有下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

列情形之一者外，不得拒絕：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
관은 앞 항의 신청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一、行政決定前之擬稿或其他準

1. 행정결정 이전에 작성된 초

備作業文件。

안또는 그 밖에 행정결정 준
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
경우

二、涉及國防、軍事、外交及一

2. 국방ㆍ군사ㆍ외교ㆍ일반공무

般公務機密，依法規規定有

와 관련된 기밀이며 법규에

保密之必要者。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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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涉及個人隱私、職業秘密、

3. 개인 사생활ㆍ직업기밀ㆍ영업

營業秘密，依法規規定有保

비밀과 관련되었으며 법규에

密之必要者。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四、有侵害第三人權利之虞者。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五、有嚴重妨礙有關社會治安、

5. 사회치안ㆍ공공안전ㆍ그 밖의

公共安全或其他公共利益之

공공이익 관련 직무의 정상

職務正常進行之虞者。

적인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前項第二款及第三款無保密必要

앞 항의 제2관 및 제3관에서

之部分，仍應准許閱覽。

비밀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부
분은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當事人就第一項資料或卷宗內容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 또는

關於自身之記載有錯誤者，得檢具 공문 내용이 자신이 기재한 바와
事實證明，請求相關機關更正。

다른 경우 사실증명을 서면으로
갖추어 관련 기관에 경정청구(更
正請求)를 할 수 있다.

第四十七條 (公務員與當事人進行 제47조 (행정절차 진행 외에 공
行政程序外之接觸)

무원과 당사자의 사적 접촉 금
지)

公務員在行政程序中，除基於職

공무원은 행정절차 중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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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上之必要外，不得與當事人或代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表其利益之人為行政程序外之接

자ㆍ대표자와 행정절차 외에 접촉

觸。

하여서는 아니된다.

公務員與當事人或代表其利益之

공무원과 당사자ㆍ대표자가 행

人為行政程序外之接觸時，應將所 정절차 외에 접촉하는 경우 서면
有往來之書面文件附卷，並對其他 으로 주고받은 모든 문서를 다른
當事人公開。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前項接觸非以書面為之者，應作

앞 항에서의 접촉이 서면으로

成書面紀錄，載明接觸對象、時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

間、地點及內容。

면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접촉
대상ㆍ시간ㆍ지점ㆍ내용을 명확하
게 기재하여야 한다.

第八節 期日與期間

제8절 기일과 기간

第四十八條 (期間之計算)

제48조 (기간의 계산)

期間以時計算者，即時起算。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는 때에
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期間以日、星期、月或年計算

기간을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하

者，其始日不計算在內。但法律規 는 때에는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
定即日起算者，不在此限。

하고 계산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期間不以星期、月或年之始日起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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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者，以最後之星期、月或年與起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算日相當日之前一日為期間之末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日。但以月或年定期間，而於最後 주ㆍ월ㆍ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
之月無相當日者，以其月之末日為 하는 날의 전날을 기간의 종료일
期間之末日。

로 한다. 다만, 기간을 월ㆍ연으로
정하는 때에 마지막 달에 해당일
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
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期間之末日為星期日、國定假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ㆍ공

或其他休息日者，以該日之次日為 휴일ㆍ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해
期間之末日；期間之末日為星期六 당하는 날의 다음날에 기간이 끝
者，以其次星期一上午為期間末

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日。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월요일 오전에 기간이 끝나
는 것으로 한다.

期間涉及人民之處罰或其他不利

인민을 처벌하거나 그 밖에 인

行政處分者，其始日不計時刻以一 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日論；其末日為星期日、國定假日 경우 그에 관련한 기간의 첫날은
或其他休息日者，照計。但依第二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마
項、第四項規定計算，對人民有利 지막 날이 일요일ㆍ공휴일ㆍ그 밖
者，不在此限。

의 휴무일인 경우 계산대로 그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9

바에 따른 계산이 인민에게 유리
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四十九條 (郵送期間之扣除)

제49조 (우편배달 기간의 공제)

基於法規之申請，以掛號郵寄方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등기우

式向行政機關提出者，以交郵當日 편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
之郵戳為準。

는 경우 우편으로 부치는 때에
소인으로 표시된 날짜를 신청 제
출 기준으로 한다.

第五十條 (回復原狀之申請)

제50조 (원상복구 신청)

因天災或其他不應歸責於申請人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신청인

之事由，致基於法規之申請不能於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法定期間內提出者，得於其原因消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법정기간
滅後十日內，申請回復原狀。如該 안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法定期間少於十日者，於相等之日 된 경우 그 원인이 소멸한 뒤 10
數內得申請回復原狀。

일 안에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법정기간이 10일보다
짧은 경우 그 법정기간과 같은
일수(日數) 안에 원상복구 신청
을 하여야 한다.

申請回復原狀，應同時補行期間
內應為之行政程序行為。

원상복구 신청은 신청을 보완
하는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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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 행위이
기도 하다.
遲誤法定期間已逾一年者，不得
申請回復原狀。

법정기간이 1년보다 더 늦춰지
는 경우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없다.

第五十一條 (行政機關對人民申請 제51조 (인민의 신청에 대한 행
之處理期間)

정기관의 처리기한)

行政機關對於人民依法規之申

행정기관은 인민이 법규에 기

請，除法規另有規定外，應按各事 초한 신청을 하는 때에 법규에서
項類別，訂定處理期間公告之。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항별로 처리기한을 정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未依前項規定訂定處理期間者，
其處理期間為二個月。

앞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
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
처리기한은 2개월까지로 한다.

行政機關未能於前二項所定期間

행정기관이 앞의 두 항에서 정

內處理終結者，得於原處理期間之 하는 기한 안에 처분을 처리하기
限度內延長之，但以一次為限。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기
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前項情形，應於原處理期間屆滿
前，將延長之事由通知申請人。

앞 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처분의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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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行政機關因天災或其他不可歸責
之事由，致事務之處理遭受阻礙

행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정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

時，於該項事由終止前，停止處理 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
期間之進行。

을 처리하는 기간 및 기한을 지
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
기 전에 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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