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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15 - 131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 3 차 )승 인 고 시

신동아건설(주) 이인찬이 시행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택법」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예산지구 1블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신동아건설(주) 대표 이인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804호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1블록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변경사항

주택건설 ◦ 대지면적 : 26,307.8900㎡

◦ 건축면적 : 4,492.2862㎡

◦ 연 면 적 : 67,506.3097㎡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일반분양

◦ 사업규모 : 주8동(지하1층/지상15∼18층)

◦ 세 대 수 : 462세대

- 74A형(전용면적 74.9120㎡) : 121세대

- 84A형(전용면적 84.9835㎡) : 136세대

- 84B형(전용면적 84.9288㎡) : 205세대

◦ 사 업 비 : 116,667,000천원

◦건축면적 증가

(+22.5447㎡)

◦연면적 감소

(-21.6733㎡)

◦단위세대평면      

변경으로 인한     

형별면적 일부

변경

※[붙임]상세내역

참조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 : 생략

6. 사업승인 : 2015. 02. 16 (2015-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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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충남 예산지구 1블럭 공동주택 설계변경(3차) 상세내역

구분 주요 변경항목
내      용 관련

도면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

설계

개요 

및 

면적

 1) 건축면적 및 

    건폐율

4,469.7415㎡

[16.99%]

4,492.2862㎡

[17.08%]
설계개요 +0.09%

 2) 용적률산정연면적  

    및 용적률

49,936.6063㎡

[189.82%]

49,914.9330㎡

[189.73%]
설계개요

-21.6733㎡

[0.09%]

 3) 연 면 적 67,527.9830㎡ 67,506.3097㎡ 설계개요 -21.6733㎡

 4) 부대시설 면적 1,137.8177㎡ 변경없음 -

 5) 조경면적
10,200.7300㎡

(38.77%)
변경없음 설계개요

 6) 형별

    면적

구분 전용 공용 분양 전용 공용 분양

설계개요

74A 74.8790 22.8270 97.7060 74.9120 22.7771 97.6891

84A 84.9515 26.5500 111.5015 84.9835 26.4639 111.4474

84B 84.8984 25.5720 110.4704 84.9288 25.4817 110.4105

건축

계획

기타

 8) 단위

    세대 

    평면도 

 

74A -
초과발코니 면적정정

(도면 변경없음)
단위세대평면도

84A -

주방폭 100 확대

알파룸폭 100 축소

실외기 세탁실간 도어설치

단위세대평면도

84B -
초과발코니 면적정정

(도면 변경없음)
단위세대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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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3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31.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503-11외 3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76외 1건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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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
례원리 339-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503-11 2015-07-31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

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송
산리 78-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송산1길  34-18 2015-07-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송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
교리  592-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76 2015-07-31 신축 2009-11-13 봉산면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

천리 793,  산100-19, 
79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18-5 2015-07-31 신축 2009-11-13 고덕면 소재지의 중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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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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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76 2015-07-31 건축물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18-5 2015-07-31 건축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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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3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257-1외 23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3길 60외 4건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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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250-2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257-1
2015-08-07 누락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

석리  250-2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257-2
2015-08-07 누락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

곡리  357-16, 송석리 

250-20, 250-23, 250-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257-3
2015-08-07 누락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356-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32
2015-08-07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356-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33
2015-08-07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356-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31
2015-08-07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35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24
2015-08-07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

천리  776-5, 석곡리 356-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23
2015-08-07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

두리  285-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길 116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용두리)를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

천리  866-2, 86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2015-08-07 신축 2009-11-13

법정리명(광천리) 및 고유지명(동막)을  이용

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

전리  345-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하삼길  182-29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마전)및고유지명(하삼)을  이용하

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농

리 379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  173-25
2015-08-07 신축 2009-11-13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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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233-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길 157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방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

산리  467-2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645
2015-08-07 신축 2009-11-13

오가면과신암면을연결하는도로로두개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

회리  285-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6번길  3-12
2015-08-07 신축 2009-11-13

대학로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

산리 445, 44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산3길 58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운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

가리  260-1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꽃산길  106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가리)과 고유지명(꽃산)을  이

용하여 명명
　

1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249-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332
2015-08-07 누락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

적 상징을 반영
　

1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곡리 476-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내석곡길 42-15
2015-08-07 신축 2009-11-13

석곡리의 안쪽마을에서 유래된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

지리  산110-1, 34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48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손지)과 대나무 숲이라는  고유

지명(대숲)을 이용하여 명명
　

2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

중리  469-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70
2015-08-07 신축 2009-11-13 임존성 가는 길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2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

장리 735,  726-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331-19
2015-08-07 신축 2009-11-13

국사봉을 경유하는 도로로 자연지명을  이용

하여 명명
　

2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

치리  151-9, 151-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0
2015-08-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2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

성리  116-2, 118-5, 

117-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8
2015-08-07 신축 2015-06-01

도시개발 사업지구 및 신청사 건립부지로  

예산군의 상징건물인 군 청사를 경유하는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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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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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면 운산3길  60 2015-08-07 건축물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꽃산길  106 2015-08-07 건축물멸실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30 2015-08-07 건축물멸실 　

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331-19 2015-08-07 건축물멸실 　

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35 2015-08-07 부여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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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15 - 138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고 시

동신건설(주)이 시행하는 예산 신례원 동신실리안아파트 신축공사를「주택법」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예산 신례원 동신실리안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동신건설(주) 대표 김근한, 김동한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17(동문동)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97-2외 14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변경사항 

주택건설

◦ 대지면적 : 18,888.0000㎡

◦ 연 면 적 : 20,208.8057㎡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분양

◦ 사업규모 : 주3동 및 부대복리시설, 174세대

- 65 형(전용면적 65.9807㎡) : 38세대

- 75A형(전용면적 75.5061㎡) : 66세대

- 75B형(전용면적 75.8986㎡) : 32세대

- 84 형(전용면적 84.9732㎡) : 38세대

◦건축규모축소:

5동 → 3동

◦세대축소

: 374세대

→ 174세대

◦사업기간변경

: 2015. 5.29〜
2017.12.31

→  2015. 8. 1〜
2017.10.31

※변경대조표 참조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 : 생략

6. 사업승인 : 2004. 11. 17 (2004-도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주택법」제17조에 의한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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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례원 동신 실리안 아파트 설계변경 대비표
(사업승인번호제2004-3호) 

2015. 08.

구 분
사업변경승인  2차

(2014.12.31)
설계변경 3차  (2015.08) 비 고

사       업      명 예산 신례원 동신 실리안  
아파트

예산 신례원 동신 실리안  
아파트 -

대   지   위     치 신례원리 297-2외  16필지 신례원리 297-2외  14필지 필지 정리 
지   역 /   지   구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

구역면적

전체면적 24,958.0000㎡ 24,958.0000㎡
-

도로면적 4,675.0000㎡ 4,675.0000㎡
녹지면적 1,395.0000㎡ 1,395.0000㎡
대지면적 18,888.0000㎡ 18,888.0000㎡

건   축   규     모
지하1/지상22

(아파트5개동)

지하1/지상20

(아파트3개동)
규모축소

건축면적
아파트 3,579.2606㎡ 2,454.6128㎡ -1,124.6478㎡
근생 210.1945㎡ 224.4000㎡ +14.2055㎡ 

소 계 3,789.4551㎡ 2,679.0128㎡ -1,110.4423㎡

연면적
아파트 53,706.5503㎡ 19,760.0057㎡ -33,946.5446㎡

근생 410.6300㎡ 448.8000㎡ +38.1700㎡ 
소 계 54,117.1803㎡ 20,208.8057㎡ -33,908.3746㎡

용적율
산정면적

아파트 42,350.9069㎡ 19,566.9642㎡ -22,783.9427㎡
근생 410.6300㎡ 448.8000㎡ +38.1700㎡ 

소 계 42,761.5369㎡ 20,015.7642㎡ -22,745.7727㎡

건 폐 율 20.06% 14.18% -5.88%

용 적 율 226.39% 105.97% -120.42%

형별 및 세대수

 
 
 

84:   374세대
-------------
 합계 : 374 세대

65:   38 세대
75A:   66 세대
75B:   32 세대

84:   38 세대
-------------
 합계 : 174 세대

65:   +38 세대

75A:   +98 세대

75B:   +38 세대

84:  -336 세대

-------------

 합계 :    -200 세대

주차대수

지  상 131 대 245 대

-
지  하 330  대 없음

소  계 461  대 245  대

세대당
주  차 1.23  대 1.39  대

지하주차장 10,745.5753㎡ 없음 -10,745.5753㎡

펌프/전기실/발전기실 412.7500㎡ 213.4540㎡ -199.2960㎡
관리사무소 58.2569㎡ 102.0278㎡ +43.7709㎡ 

경로당 156.7095㎡ 81.1800㎡ -75.5295㎡
주민편의시설 70.2886㎡ 1,045.7845㎡ +975.4959㎡ 

제연휀룸 0.0000㎡ 113.2951㎡ +113.2951㎡ 
경비실 9.2600㎡ 12.7600㎡ +3.5000㎡ 

근린생활시설 410.6300㎡ 448.8000㎡ +38.1700㎡ 

비 고

1. 현재필지 재확인 정리 기존 17필지 -> 변경 15필지
2. 건축규모 축소 : 기존 아파트 5개동 -> 변경 아파트 3개동

3. 세대수 축소 : 기존 374세대 -> 변경 174세대
4. 사업기간변경 : 2015.5.29〜2017.12.31 -> 2015.8.1〜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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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5 - 13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13.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14외 9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 해당없음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14외 1건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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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4-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14
2015-08-13 신축 2009-11-13

사직동길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

는 도로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

래미리 69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330-38
2015-08-13 신축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

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

산리 37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282-47
2015-08-13 신축 2009-11-13

상항리와 방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

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

촌리 117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황금뜰로  1318-40
2015-08-13 누락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

음리  233-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재호지길  32-29
2015-08-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호음)과 고유지명(재호지)을  이

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

두리 17-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158
2015-08-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광시)와 방위를 활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

례원리  95-4, 95-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464번길  87-20
2015-08-13 신축 2009-11-13

벚꽃로 4,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

는 도로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

곡리  317-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2길  15-21
2015-08-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

철리 293-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30-5
2015-08-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수철리)를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

곡리 102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1길  50
2015-08-13 신축 2009-11-13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

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제 418호                     군             보              2015. 8. 17(월)

- 16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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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16번길 

14
2015-08-13 건축물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464번길 87-20 2015-08-13 건축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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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입법예고 제 2015 – 888 호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2. 폐지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의거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2015.7.30.)하여 조례 제4조 

1항 4호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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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폐지안 찬․반 여부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7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기획실 예산팀

○ 전화 : 041) 339-7124, FAX 041) 339-71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기획실 김은혜(전화:041-339-71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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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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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889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조항 신설 (안 제17조 제5의2 신설)

나. 현행법령과 불합리한 조항 변경(안 제1조)

다. 행정기구 및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0조제5항,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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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 8.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301-701,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전화 041-339-7723, FAX 041-339-7709)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전화 041-339-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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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8항”을 “「주택법」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주택디자인담당”을 “도시재생팀장”으로 한다.

제1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주택디자인담당”을 “도시재생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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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

3조제8항 및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

령 제67조 및「임대주택법」 제33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택법」제

43조제9항 ----------------------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디자

인담당이 된다.

  ⑤  ----------------------------

--------------------------------

------------------------. ------

--------------------------------

--------------------------------

------------------------도시재생

팀장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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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간사는 주택디자인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도시재생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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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891호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2. 폐지이유

가. 이 조례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제정[1990.10.26. 조례 제1159호] ·

운영하였음.

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됨에 따라 이 영 제105조의 별표 7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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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간)

5. 법적근거 :「도로법」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6.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8월 20일 18:00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산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339-7682～3, FAX) 041-339-765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편물 수신처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

군수(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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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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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 제정) 1990.10.26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1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

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4.10.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

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10.30>

제3조(과태료) ① 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10.30>

③ <삭제 2014.10.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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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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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1990.1.1.] [법률 제4162호, 1989.12.30., 일부개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로법 】 

[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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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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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령 】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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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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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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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

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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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892호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2. 폐지이유

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폐지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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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도로법」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6.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8월 20일 18:00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산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339-7682～3, FAX) 041-339-765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편물 수신처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

군수(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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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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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정) 1990.10.26. 규칙 제789호 

(일부개정) 1990.12.14 규칙 제793호 

(일부개정) 2009.05.12 규칙 제1244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4.10.30 규칙 제13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과태료 산정) ① 예산군수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면 년, 월, 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비치하고 별표 1,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한하여는 별표 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개정 2014.10.30>

② 군수는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하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시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대장을 비치하여 징수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3조(고지서 발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면, 별표 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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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규칙 제789, 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2호,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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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 태 료 부 과 일 반 기 준

(금액단위 : 원)

면 적

구 분
1㎥이하 1㎥ - 2㎥ 2㎥ - 3㎥ 3㎥이상

물  품  적  치 20,000 40,000 70,000 100,000

시 설 물 설 치 30,000 50,000 80,000 100,000

[별표 1-1]

과 태 료 부 과 특 별 기 준

(금액기준 : 원)

구     분
노  상  적  치 노  상  작  업

비   고
단   위 금   액 단   위 금   액

오  토  바  이 대 20,000 대 30,000

자    전    거 〃 5,000 〃 10,000

리    어    카 〃 10,000 〃 20,000

가          구 ㎥ 30,000 ㎥ 50,000

프  랭  카  드 m 10,000 m 20,000

기타철공작업등 건당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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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량: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

교통에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 할 것을 계고합니

다. 금후 재발견 할 때에는 예산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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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 태 료 부 과 대 장

일련번호
고지서

발부일
주소 성명

대상

물건명
과태료 납기일 납부일

[별표 4]

제   호                          제   호                           제   호

과태료납입고지서(원부)

납 입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번    호 :

납입금액 : 원정

￦                   

납부기일 :

발 행 일 :

발 행 처 :

예   산   군   수

과태료납입통지서

납 입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번    호 :

납입금액 : 원정

￦                    

위 금액(과태료)을      년       월  

일까지   ○○시군 금고 세입 세

출외 현금 구좌로 납부하기시 바랍니

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과태료납입영수서

납 입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번    호 :

납입금액 : 원정

￦                  

위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예   산   군   수

7cm 7cm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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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893호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대상을 반영(안 제6조 

제6항, 제7항)

   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 시기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2항, 제3항)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간)

5. 법적근거 :「도로법」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1조,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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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 18:00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산군수

(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339-7682～3, FAX) 041-339-765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편물 수신처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

군수(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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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제2조 중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부과대상은「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농어촌도로 정비

법 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 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

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8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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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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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

66조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

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

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농어촌

도로 정비법」-------------------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

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

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부과대상

은「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

조제4항-------------------------

--------------------------------

------------------------.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

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 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

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

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

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

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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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생  략)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

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도로

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

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

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도

로법」--------------------------

--------------------------------

--------------------------------

--------------------------------

--------------------------------

---------.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군수는 도로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도로

법」----------------------------

--------------------------------

--------------------------------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제1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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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항은 「도로법」 및 「농어

촌 도로정비법」을 준용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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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령 발 췌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

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

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

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

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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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

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

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

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

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

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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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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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 894호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도로법」<법률 제13086호(2015.1.28.)>,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

나.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하여「도로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를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

나.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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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담금 감면사항 반영 개정(안 제7조)

라.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단서조항 개정 (안 제11조 별표3)

마.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 삭제(안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간)

5. 법적근거 :「도로법」제2조, 제10조, 제9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제21조, 제30조

6.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 18:00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산군수

(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339-7682～3, FAX) 041-339-765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우편물 수신처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

군수(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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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를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

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수”를 “예산군수”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

담금)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도

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로 한

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말”을 “조례에서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도로복구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타 공사”를 “타공사”로 하며, “당

해”를 “해당”으로,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굴착시 도로 복구비 부담은 도로 굴착을 허가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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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토록한다”를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 복구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같

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과금”을 “부담금”으로, “구좌”

를 “계좌”로 한다.

제6조 중 “각종 타공사(상, 하수도”를 “각 종 타공사(상ㆍ하수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

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

선,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할 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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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열수

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

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부담금 부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표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2””를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특수”를 “ 다만, 특수”로, “굴착 및 시설 손괴”를 “굴착”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별표2”를 “별표 1, 별표 2”로, “검토할 때에”를

“검토할 때에 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굴착 및 시설 손괴의”를 “도로굴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현장 여건에 따라서는”을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인자는 건설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를 “원인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

서 중 “허가 기간내에”를 “허가기간 내에”로,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허가기간내에”를 “다만, 허가기간 내에”로, “예산회계법에 준하

는”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반환하며 예산회계법에 준하는”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자 보증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중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별표3”을 “별표 3”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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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제목 “(부담금의 환부)”를 “(부담금의 환급)”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부”를 “환급”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환부”를 “환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군의 공익상 필

요에 의하여”를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원

인”을 “그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손괴지의 확인 의무)”를 “(복구원인자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본문 중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

행위가 있”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

였”으로, “손괴자”를 “원인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손괴자”를 각각 “원인자”

로, “소요되로”를 “소요되고”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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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

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예산군수-----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의 부과ㆍ징수에-----------------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

-----------------------.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

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

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

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

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자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한다)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

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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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

의 타 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

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

수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

----------------------------타공

사------------------해당--------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

로 복구비 부담은 도로 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토록한다. 다만,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

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

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정할

--------------------------------

----------------------. 

  ② 도로 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부담금-----------------------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

--------------------------------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 손

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과금을 현금

으로 예산군 세입 세출외 현금 구좌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공

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② --------------부담금을 ------

--------------------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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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 분담)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종 타공사(상, 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 

굴착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

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6조(부담금 분담) ---------------

-------------------------각 종 

타공사(상ㆍ하수도,--------------

--------------------------------

--------------------------------

-----.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 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

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

사를 시행할 때

  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

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

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시

행할 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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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

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

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

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

인

    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ㆍ열수송시설, 가스관, 송

유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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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 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

준의 산정은 “별표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2” (포

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

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

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따른다.  다

만, 특수--------------굴착------

--------------------------------

-----------. 

  ② 제1항의 별표1,별표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별표 1, 별표 2--------

----------------------검토할 때

에 이를--------.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

행한다.다만,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

한 경우에는---------. 

  ② 원인자는 건설법에 의한 면허소

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

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

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

--------------------------------

----------. 

  ③ 군수는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

하여야 한다. 다만,허가기간내에 준

  ③ -----허가기간 내에-----------

------------------------------하

여야-----. 다만, 허가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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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보

상금을 징수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

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

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⑤ 하자 보증기간은 복구 공사의 준

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

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

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

----------------별표 3----------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환부 할 수 있다.

제12조(부담금의 환급) ------------

--------------------------------

---------------환급-----------. 

----------각 호의 어느 하나------

------------------환급---------.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1.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였을 때--

---------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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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

제13조(손괴지의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

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 복

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

일이 소요되로 도로교통상 긴급 복

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

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

--------------------------------

--원인자------------------------

-----------------------. ------

원인자-----------------소요되고-

--------------------------------

---------------------원인자-----

---------원인자-----------------

--. 

제14조(과태료) 군수는 사기,기타 부

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명한 금액

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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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나.

-

-

-

다.

라.

마.

바.

사.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한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주택지 등의 노폭 10m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복구)으로 한다.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복구표준단면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보 도
2차로 2차로1차로 1차로보 도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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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한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복구와 2차복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복구표준단면

인접대지 인접대지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계산한다.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m 미만)

재포장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1, 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인접대지
1차로 1차로

보 도인접대지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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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차도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을 1.2m×1.2m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나.

다.

라.

마.

바.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표층재포설)

보 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BB+1.0m

L

L+0.5m

(그림4)

5.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

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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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A

표    층           5㎝

기    층          25㎝

보조기층          40㎝

국도․주요간선도로
(폭25m이상, 대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B

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중로)

A - C

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40㎝

지선도로
(폭12m미만, 소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A
표    층          20㎝

보조기층          20㎝
폭 6m이상 도로

C - B
표    층          15㎝

보조기층          15㎝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 - A

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폭 6m

이상도로 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CA - B

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

폭 6m

미만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

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

기        타 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

비 포 장 도 로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기타도로 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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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포장도로 굴착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자갈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질의 토사 또는 보조기층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 설계도서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도로복구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공사의 경우 착공 5일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 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구간의 굴착복구(표층보강)는 1차로 전폭을 시공한다. 또한 덧씌우기(Over-lay)시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굴착복구 후 표면수의 침투로 지반의 연약화와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복구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복구한 자)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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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보수ㆍ정비한다.

가스관 등 주요시설물 매설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의 구조 및 부속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일 구간에 2개 이상의 굴착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 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 설치를 검토한다.

파일을 뺀 자리는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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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령 발 췌

■ 도로법

[시행 2007.3.29.] [법률 제8124호, 2006.12.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도로를 손궤(損潰)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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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

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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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금액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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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907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5년 8월 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24조제2항 수수료 규정 중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은 주민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 규제로    

단서 조항 신설하여 규제 완화

나. 행정기구 및 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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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 8.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    

(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32435,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전화 041-339-7725, FAX 041-339-7709)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전화 041-339-7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예산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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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9조제4호 전단 중 “인정하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를 “고시”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 및 대상의 범위

제12조제5항 중 “주택디자인담당”을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

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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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

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

----------호선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

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

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ㆍ② (생  략)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   ③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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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

다.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 

및 대상의 범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

사는 주택디자인담당이 된다.

  ⑤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

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과오납한 경우

  <신  설>   2.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

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

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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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라.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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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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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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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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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

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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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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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911 호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

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

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

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m 보조금 지출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이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개정(2014.5.28)됨으로써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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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지원대상 및 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 명문화(안 제2조 내지 제3조)

 m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7조)

 m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지원사업 명문화(안 제8조 내지 제14조)

 m 지원사업 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m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9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m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8. 25.(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농정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의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32435,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전화 041-339-7552,  FAX 041-339-7559)

 ※ 붙  임 :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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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   

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내수면어업"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9. "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 경영조합법인, 내수면어업계, 어업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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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농어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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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충청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지원방법은 제5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수축산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사업

  4.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어업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

    가. 육묘용상토, 비료, 토양개량제 등 투입재 지원

    나. 묘판처리제 등 방제소독약제 지원

    다. 대당 1,0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지원

    라. 그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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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

  6.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군외 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7.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8.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및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10.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가공 

지원 사업

  11.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 산업 및 유망브랜드 개발·육성 사업

  6. 전통식품 개발·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7.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8.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1.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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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4.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5. 내수면 어업시설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행사운영에 필요한 사업

  16.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7.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18.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19. 우수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GAP인증, 직거래, 로컬푸드 등 

참여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20.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2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22.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23.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4.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5.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26.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27.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28.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29.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지원사업

  30.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사업

  31. 농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한 지원사업

  32.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33.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사업

  34.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35.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을 지원사업



제 418호                     군             보              2015. 8. 17(월)

- 95 -

  36.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를 지원사업

  37.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

  38.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9.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등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40.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등에 대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등에 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1. 농산물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사업

  42.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등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43.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4.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홍보행사 등 참여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45. 농식품 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4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47.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민가공센터설치 및 가공활성화 지원사업

  48.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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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 견학, 행사, 지역특산물 축제 지원사업

  12.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사업

  2. 관광농원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사업

  3.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 교육 지원사업

  4. 농촌민박 개보수 및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사업

  5.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사업

  6.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및 사후관리사업

  7.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업

  8.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사업

  9.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10.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11.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업

 1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13.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안전ㆍ위생교육 지원사업

 14.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지원사업

 15.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외부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경비 지원사업 

 1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17.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참가에 대한 지원사업

 18. 농촌체험휴양마을 축제 및 행사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19.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20.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21.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22.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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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

 24.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업

 25.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업

 26.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27.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

 28. 기업, 단체 등 자매결연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 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29. 1사1촌 자매결연 및 운영 활성화 경비 지원사업

 30.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1. 도농교류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업

 32. 도시민의 농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3. 도시민의 농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34. 도시민의 농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35. 도시민의 농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6.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의 사업 

제12조(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① 군수는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①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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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7. 농산물우수인증제(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국제표준인증(ISO)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를 보급,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분야 등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 

시범․연구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와 농작물 영농기술 보급시범․연구사업

  2. 기후변화대응 및 FTA대응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지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시범․연구사업

  4.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시범․연구사업

  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기계의 수리 ․ 정비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6.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향토음식 지원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7. 농산물가공 소득원 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및 생활자원 시범․연구사업

  8.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한 e-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9. 농업인의 자율 ․ 자립 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한 강소농 경영혁신 시범사업

  10. 농업후계인력 ․ 농촌지도자 ․ 생활개선회 ․ 4H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11. 신규 농업인 및 귀농 ․ 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12.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13. 농업인 ․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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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

제15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 결정) ①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대상자는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심의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통지·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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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제19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군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농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심의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어업‧농어촌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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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의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어업·농어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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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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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5- 912호

예산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안 입법예고

「예산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0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2. 제정이유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수확기, 농한기 등)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 (위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수정

❍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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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내벽, 천장) 제조공정 특성을 고려, 내수성에 대한 예외인정

❍ (환기시설)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 완화

❍ (재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 삭제

❍ (식수용 탱크)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

❍ (지하수) 취수원-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 삭제

❍ (화장실) 화장실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 삭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 8.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교육체육과(전화 041-339-7483, FAX 041-339-7459)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전화 041-339-7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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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호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안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

준) 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조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

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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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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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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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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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의 특례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

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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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

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

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

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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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

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

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

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

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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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

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

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

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

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

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

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

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

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

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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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

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

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

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

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

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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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시설기준) 개  정 안(시설기준 조례안)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생 략)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

-------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삭제>

3) (현행과 같음)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나. 작업장
1) --------------------------------------------------

----------------------------------------------------

----------------------------------------------------

----------------------------------------------------

----------------------------------------------다만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

-----------------------------------------------

-----------------------------,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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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나) 다) (생 략)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생 략)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나) 다) (현행과 같음)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

----------------------------------------------

----------------------------------------------다
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삭제>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생 략)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
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생 략)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라. 급수시설
1) 2) 3) (생 략)

라. 급수시설
1) 2) 3)(현행과 같음)

마. 화장실 마.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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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삭제>

사. 검사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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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생 략)

아. 운반시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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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5-917호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

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

3. 주요내용

❍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예산군 군계획 조례로 조례명칭 변경

  - 상위법령 명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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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적용사항 반영(안 제45조제19호, 제52조제19)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안 제50조)

  -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 증설(안 제56조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안 제57조)

❍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

  -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상토지 안에 

거주하거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출 삭제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삭제

  -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신설(안 제22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반영(별표7~13, 별표16,17,19,21)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용어 

변경(별표17제7호(3))

❍ 군계획상임기획단 신설(제6장 제2절)

   - 설치 및 기능 신설(제69조)

   - 구성 및 운영 신설(제70조)

   - 자료․설명 요청 신설(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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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 

08. 26일까지 예산군수(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도시재생과

     - 주소 : 우 32435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 도시재생과

     - 전화 : 041-339-7702(FAX 041-339-77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예산홈페이지http://yesan.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붙  임 :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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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

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

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

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다.

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

내로 한다.

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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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하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

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

간되는 공보와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

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면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

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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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

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

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

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

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

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

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

다.)

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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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도시지역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

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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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

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

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관

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나 군

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

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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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한경보전지역 제외)으로써「건축법 시행

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

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

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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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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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 418호                     군             보              2015. 8. 17(월)

- 129 -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

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이나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

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

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

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

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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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제1호·제2호·제3

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

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

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건

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업지역에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33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

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4조(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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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

치할 수 없다.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

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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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식물원, 집회장

의 회의장, 공연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

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식물원, 집회장

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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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

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

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

제4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3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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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이하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 림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 림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에서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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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

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

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

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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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

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제84조제6

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

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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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

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

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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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

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

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

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

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1+0.3α)/(1-α)] x 제43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

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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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

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

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①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

제57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58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에 따른 예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

의나 자문

2. 중앙이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

하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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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과(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

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원

2. 예산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

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3회까지로 하며, 심의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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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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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 수

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

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

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포함)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수당과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0조(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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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예산군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⑦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에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예산군 군

세 기본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및 「예산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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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제4호에 따른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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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은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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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나. 토지의 

형질변경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토지분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또는 문화재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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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과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 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m

이내

40,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 비   고 >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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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사도 산출방법

가.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dℓ

경사도 d =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1) (2

)

(3) (4) (5)
ℓ1 ℓ2 ℓ3 ℓ4 ℓ5

h1 h2 h3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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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ℓ1 h1 =
 


 

(2) ℓ2 h1-h2 =
  


 

(3) ℓ3 h3-h2 =
  


 

(4) ℓ4 h3-h4 =
  


 

(5) ℓ5 h4 =
 


 

전체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

단면

B 단면

C

단면

A단면 

경사도dA = 


B단면 경사도

dB =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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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변전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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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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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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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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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등의 온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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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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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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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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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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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음ㆍ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부터 바목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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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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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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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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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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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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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부터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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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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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제21조제13호관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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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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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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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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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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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12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군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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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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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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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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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1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

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

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

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

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

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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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고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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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

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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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21호 관련)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철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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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1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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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11호 

(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