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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

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알림/소식 적극행정 국민 추천 법령 유권해석 DB

소극행정 신고센터

행정공개 > 소통/참여 > 적극행정 > 제도소개

제도소개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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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penmuan
/www/openmuan/participation
/www/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
/www/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intro
/www2/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intro
/www2/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notice
/www2/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national_recommend
/www2/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dblist
/www2/openmuan/participation/positive_administration/passive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 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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