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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

번역문

第十一節 送達

제11절 송달

第六十七條 (送達由行政機關為

제67조 (행정기관의 송달에 대한

之)

권한)

送達，除法規另有規定外，由行

송달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政機關依職權為之。

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직권
으로 한다.

第六十八條 (送達方式及送達人)

1

제68조 (송달 방식 및 송달인)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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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達由行政機關自行或交由郵政

송달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거

機關送達。

나 우정사업담당기관이 송달하도
록 한다.

行政機關之文書依法規以電報交

행정기관의 문서를 법규에 따

換、電傳文件、傳真電傳或其他電 라 전보(telegraph)ㆍ텔렉스
子文件行之者，視為自行送達。

(telex)ㆍ팩스ㆍ그 밖의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 행정당국
이 그 문서를 직접 송달한 것으
로 본다.

由郵政機關送達者，以一般郵遞

우정사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

方式為之。但文書內容對人民權利 달하는 경우 일반우편 방식으로
義務有重大影響者，應為掛號。

보낸다. 다만, 문서 내용이 인민
의 권리와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식으
로 보낸다.

文書由行政機關自行送達者，以

행정기관이 직접 문서를 송달

承辦人員或辦理送達事務人員為送 하는 경우 송달 담당자 또는 송
達人；其交郵政機關送達者，以郵 달 사무원이 송달인이 된다. 우정
務人員為送達人。

사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담당 우체부가 송달인이 된
다.

前項郵政機關之送達準用依民事

앞 항의 우정사업담당기관의

訴訟法施行法第三條訂定之郵政機 송달은 「민사소송법 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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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送達訴訟文書實施辦法。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우정
사업담당기관이 소송서류를 송달
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第六十九條 (對無行為能力人之送 제69조 (송달받을 자가 피성년후
達)

견인인 경우)

對於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為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送達者，應向其法定代理人為之。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對於機關、法人或非法人之團體

기관ㆍ법인ㆍ법인이 아닌 단체

為送達者，應向其代表人或管理人 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대
為之。

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法定代理人、代表人或管理人有

법정대리인ㆍ대표자ㆍ관리인이

二人以上者，送達得僅向其中之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
人為之。

에게 송달할 수도 있다.

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為行政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程序之行為，未向行政機關陳明其 자가 행정절차에서 행위를 하고
法定代理人者，於補正前，行政機 행정기관에 그의 법정대리인을
關得向該無行為能力人為送達。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를 보충하여 정정하기 전까지 행
정기관은 행위능력이 없는 해당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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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條 (對外國法人之送達)

제70조 (송달받을 자가 외국법인
인 경우)

對於在中華民國有事務所或營業

중화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

所之外國法人或團體為送達者，應 소를 설치하는 외국법인이나 단
向其在中華民國之代表人或管理人 체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중화민
為之。

국에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前條第三項規定，於前項送達準

대표자ㆍ관리인이 2명 이상인

用之。

경우 제69조의 제3항을 준용한
다.

第七十一條 (對代理人之送達)

제71조 (송달받을 자가 대리인인
경우)

行政程序之代理人受送達之權限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이 송달받

未受限制者，送達應向該代理人為 을 권한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경
之。但行政機關認為必要時，得送 우 해당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達於當事人本人。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에
게 송달할 수 있다.

第七十二條 (送達之處所)

제72조 (송달의 장소)

送達，於應受送達人之住居所、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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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所或營業所為之。但在行政機 소(居所)ㆍ사무소ㆍ영업소로 한다.
關辦公處所或他處會晤應受送達人 다만, 행정기관 사무실 또는 다른
時，得於會晤處所為之。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對於機關、法人、非法人之團體

기관ㆍ법인ㆍ법인이 아닌 단체

之代表人或管理人為送達者，應向 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송달받을 자
其機關所在地、事務所或營業所行 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之。但必要時亦得於會晤之處所或

ㆍ사무소ㆍ영업소로

한다. 다만,

其住居所行之。

필요한 경우 만나는 장소 또는
그의 주소ㆍ거소로 한다.

應受送達人有就業處所者，亦得

송달받을 자가 직장이 있는 경

向該處所為送達。

우 해당 직장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第七十三條 (補充送達及留置送

제73조 (송달 및 교부에 의한 송

達)

달에 관한 보충 규정)

於應送達處所不獲會晤應受送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人時，得將文書付與有辨別事理能 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
力之同居人、受雇人或應送達處所 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之接收郵件人員。

ㆍ고용된

사람ㆍ송달하는 장소에

서 우편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
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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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規定於前項人員與應受送達

앞 항이 열거하는 사람과 송달

人在該行政程序上利害關係相反

받을 자가 행정절차상 이해관계

者，不適用之。

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는 그 문서를 교부할 수 없다.

應受送達人或其同居人、受雇

송달받을 자ㆍ그의 동거인ㆍ고

人、接收郵件人員無正當理由拒絕 용된 사람ㆍ송달하는 장소에서 우
收領文書時，得將文書留置於應送 편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
達處所，以為送達。

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
는 때에는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
에 놓아두면 송달한 것으로 한다.

第七十四條 (寄存送達)

제74조 (송달 문서의 보관)

送達，不能依前二條規定為之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송달

者，得將文書寄存送達地之地方自 이 불가능한 경우 문서를 송달하
治或警察機關，並作送達通知書兩 는 장소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
份，一份黏貼於應受送達人住居

찰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기고 송

所、事務所、營業所或其就業處所 달통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門首，另一份交由鄰居轉交或置於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
該送達處所信箱或其他適當位置， 소ㆍ영업소ㆍ직장 문 앞에 게시하
以為送達。

고 나머지 1부는 이웃에게 교부
하여 전달하도록 하거나 송달하
는 장소에 있는 우편함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곳에 두면 송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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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다.
前項情形，由郵政機關為送達

앞 항의 상황에서 우편사업담

者，得將文書寄存於送達地之郵政 당기관이 송달하는 경우 문서를
機關。

송달하는 지역에 있는 우편사업
담당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길 수
있다.

寄存機關自收受寄存文書之日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은 문서

起，應保存三個月。

를맡아서 보관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第七十五條 (對不特定人之送達方 제75조 (불특정한 자가 송달받을
式)

자인 경우의 송달 방식)

行政機關對於不特定人之送達，

행정기관은 불특정한 자에게

得以公告或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송달하는 경우 관보ㆍ공보ㆍ신문
代替之。

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第七十六條 (送達證書之製作及附 제76조 (송달증명서의 작성 및
卷)

발급)

送達人因證明之必要，得製作送

송달인이 송달을 증명할 필요

達證書，記載下列事項並簽名：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
여 송달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7

一、交送達之機關。

1. 송달을 명령한 기관

二、應受送達人。

2. 송달받을 자

三、應送達文書之名稱。

3.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四、送達處所、日期及時間。

4. 송달하는 장소ㆍ일자ㆍ시간

五、送達方法。

5. 송달 방법

除電子傳達方式之送達外，送達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달하는

證書應由收領人簽名或蓋章；如拒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증명서에는
絕或不能簽名或蓋章者，送達人應 문서를 받는 사람이 서명 또는
記明其事由。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를 받는 사
람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때에
는 송달인이 그 사실을 송달증명
서에 기재한다.

送達證書，應提出於行政機關附

송달증명서는 서면으로 행정기

卷。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七十七條 (對第三人送達之處理 제77조 (제3자에게 송달한 경우
方式)

의 처리)

送達係由當事人向行政機關申請

송달 시스템은 당사자가 행정

對第三人為之者，行政機關應將已 기관이 제3자에게 송달한 사유를
為送達或不能送達之事由，通知當 질의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事人。

이미 송달하였거나 송달이 불가
능했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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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八條 (公示送達之原因與方 제78조 (송달 원인과 방식의 공
式)

시)

對於當事人之送達，有下列各款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다음 각

情形之一者，行政機關得依申請， 관의 상황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准為公示送達：

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
를 허가하여야 한다.

一、應為送達之處所不明者。

1. 송달하는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二、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或

2.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

事務所為送達而無效者。

ㆍ거소ㆍ사무소에

송달하여

송달 효력이 없게 되는 경
우
三、於外國或境外為送達，不能

3. 외국ㆍ국경 밖 지역에 송달

依第八十六條之規定辦理或

하여 제86조에 따른 처리가

預知雖依該規定辦理而無效

불가능하거나 제86조에 따

者。

라 처리하더라도 송달 효력
이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有前項所列各款之情形而無人為

제1항이 열거하는 상황이 발생

公示送達之申請者，行政機關為避 하였으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免行政程序遲延，認為有必要時， 자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필요
得依職權命為公示送達。

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절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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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공시송
달을 명령할 수 있다.
當事人變更其送達之處所而不向

당사자가 송달하는 장소를 변

行政機關陳明，致有第一項之情形 경하였으나 행정기관에 명확하게
者，行政機關得依職權命為公示送 밝히지 아니하여 제1항이 열거하
達。

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第七十九條 (行政機關依職權之公 제79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공
示送達)

시송달을 하는 경우)

依前條規定為公示送達後，對於

제78조가 정하는 공시송달을

同一當事人仍應為公示送達者，依 한 뒤에도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職權為之。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행
정기관은 신청없이 직권으로 공
시송달을 할 수 있다.

第八十條 (公示送達之方式)

제80조 (공시송달의 방식)

公示送達應由行政機關保管送達

공시송달은 송달하는 문서를

之文書，而於行政機關公告欄黏貼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행정기관의
公告，告知應受送達人得隨時領

공고란에 공고하여 송달받을자가

取；並得由行政機關將文書或其節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다고 고지
本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문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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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발췌본을 공보 또는 신문
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八十一條 (公示送達之生效日

제81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期)
公示送達自前條公告之日起，其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80조에

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者，自最後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보
刊登之日起，經二十日發生效力；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기간의 마
於依第七十八條第一項第三款為公 지막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
示送達者，經六十日發生效力。但 력이 발생한다. 제78조제1항제3
第七十九條之公示送達，自黏貼公 관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告欄翌日起發生效力。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제79조에 따라 공시송
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공고
란에 공고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第八十二條 (公示送達證書之附

제82조 (공시송달증명서의 서면

卷)

작성)

為公示送達者，行政機關應製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

記載該事由及年、月、日、時之證 관은 공시송달증명서를 작성하여
書附卷。

해당 사유와 연ㆍ월ㆍ일ㆍ시를 기
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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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三條 (送達代收人之送達)

제83조 (대리 수취인에게 송달하
는 경우)

當事人或代理人經指定送達代收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대리 수

人，向行政機關陳明者，應向該代 취인을 지정하여 행정기관에 명
收人為送達。

확하게 밝히는 경우 송달하는 문
서는 해당 대리 수취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郵寄方式向行政機關提出者，以

우편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

交郵地無住居所、事務所及營業所 하는데 우편상 주소ㆍ거소ㆍ사무
者，行政機關得命其於一定期間

소ㆍ영업소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

內，指定送達代收人。

은 상당한 기간 안에 대리 수취
인을 지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如不於前項期間指定送達代收人

앞 항의 상당한 기간 안에 대

並陳明者，行政機關得將應送達之 리 수취인을 지정하여 명확하게
文書，註明該當事人或代理人之住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
居所、事務所或營業所，交付郵政 은 송달하는 문서에 해당 당사자
機關掛號發送，並以交付文書時， 또는 대리인의 주소ㆍ거소ㆍ사무
視為送達時。

소ㆍ영업소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교부하여 우편사업담당기관이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한
때를 송달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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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四條 (得為送達之時間)

제84조 (송달하는 시간)

送達，除第六十八條第一項規定

제68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교

交付郵政機關或依第二項之規定辦 부하는 우편사업담당기관 또는
理者外，不得於星期日或其他休息 제68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처리
日或日出前、日沒後為之。但應受 하는 기관을 제외한 다른 자들은
送達人不拒絕收領者，不在此限。 일요일ㆍ그 밖의 휴무일ㆍ일출 전
ㆍ일몰

후 시간에 송달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문
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第八十五條 (不能為送達時之處理 제85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方式)

처리 방식)

不能為送達者，送達人應製作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인

載該事由之報告書，提出於行政機 은 해당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
關附卷，並繳回應送達之文書。

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八十六條 (於外國或境外送達之 제86조 (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
方式)

에 송달하는 방식)

於外國或境外為送達者，應囑託

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에 송

該國管轄機關或駐在該國之中華民 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ㆍ지역의
國使領館或其他機構、團體為之。 관할기관이나 해당 국가ㆍ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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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영사관이나 그 밖의 기
구ㆍ단체에 송달을 의뢰한다.
不能依前項規定為送達者，得將

앞 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應送達之文書交郵政機關以雙掛號 경우 송달하는 문서를 우편사업
發送，以為送達，並將掛號回執附 담당기관에 교부하여 배달증명
卷。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뒤 송달
한 것으로 처리하고 배달증명서
를 작성한다.

第八十七條 (對駐外人員之送達)

제87조 (외국에 주재하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對於駐在外國之中華民國大使、

외국에 주재하는 중화민국 대

公使、領事或其他駐外人員為送達 사ㆍ공사ㆍ영사ㆍ그 밖의 사람이
者，應囑託外交部為之。

송달받을 자인 경우 외교부에 송
달을 의뢰한다.

第八十八條 (對現役軍人之送達)

제88조 (현역 군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對於在軍隊或軍艦服役之軍人為

군대나 군함에서 복무하는 군

送達者，應囑託該管軍事機關或長 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해당
官為之。

군사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장
(長)에게 송달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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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九條 (對在監所人之送達)

제89조 (수용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對於在監所人為送達者，應囑託
該監所長官為之。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송
달받을 자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長)에게 의뢰한다.

第九十條 (對有治外法權人之送

제90조 (치외법권이 있는 자가

達)

송달받을 자인 경우)

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或事務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ㆍ거

所為送達者，得囑託外交部為之。 소ㆍ사무소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송달을 의뢰한다.

第九十一條 (對囑託送達結果通知 제91조 (송달 의뢰의 결과 통지)
之處理)
受囑託之機關或公務員，經通知 송달 의뢰를 받은 기관이나 공무
已為送達或不能為送達者，行政機 원은 송달한 결과 또는 송달이
關應將通知書附卷。

불가능한 사유를 통지서에 기재
하여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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