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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요사업비
7.1.1 공사비
○ 강릉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공사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및 타
지자체 유사시설의 사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약 8,250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7.1-1> 공사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율(%)

3,300

40

825

10

토목공사

1,650

20

건축공사

2,475

30

8,250

100

기계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공사비

계

비 고

주) 공종별 금액의 경우 동일용량 유사시설 참고

<표 7.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구 분

시설규모

표준단가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10톤/일 이하

4.13

4.13

2.94

10톤/일초과~20톤/일이하

3.20

2.90

-

20톤/일초과~30톤/일이하

2.48

2.28

-

30톤/일초과~40톤/일이하

2.38

1.86

-

생활자원회수센터 40톤/일초과~50톤/일이하
(억원/톤)
50톤/일초과~60톤/일이하

2.28

1.65

-

2.22

1.45

-

60톤/일초과~70톤/일이하

2.17

1.35

-

70톤/일초과~80톤/일이하

2.13

1.24

-

80톤/일초과~90톤/일이하

2.11

1.18

-

90톤/일초과

2.09

1.13

-

비 고
- 자동선별시설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
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
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
스틱 등 기계적 처리
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사람에 의한 분리
선별시설(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자료)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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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부대비
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산정된 공사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직선보간법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플랜트부문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의 경우)
를 적용하여 약 566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당해금액   큰금액   작은금액
  당해공사비요율   작은금액요율   큰금액요율

<표 7.1-3>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구 분

(단위 : 원, %)
금 액

X

당해금액

8,250,000,000

x1

큰금액

10,000,000,000

x2

작은금액

5,000,000,000

Y

당해공사요율

4.769

y1

작은금액요율

4.99

y2

큰금액요율

4.65

실시설계비(①)

393,442,500

기본 및 실시설계비(②)

515,409,675

부가세 반영

566,950,643

비 고

주) 요율적용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9)
기본 및 실시설계 산정비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비율(실시설계의 1.31배(산업플랜트부문)
적용

<표 7.1-4> 실시설계 요율(산업플랜트부문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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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실시설계비 요율(%)

50억원 까지

4.99

100억원 까지

4.65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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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사업관리비
○ 건설사업관리비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의“건설
부문(공사감리비)”요율을 적용하여 직선보간법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약 129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당해금액   큰금액   작은금액
  당해공사비요율   작은금액요율   큰금액요율

<표 7.1-5> 건설사업관리비
구 분

(단위 : 원, %)
금 액

X

당해금액

8,250,000,000

x1

큰금액

10,000,000,000

x2

작은금액

5,000,000,000

Y

당해공사요율

1.424

y1

작은금액요율

1.45

y2

큰금액요율

1.41

감리비(①)

117,480,000

부가세 반영

129,228,000

비 고

주) 요율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 건설부문 요율(공사감리비)

<표 7.1-6> 건설사업관리비 요율
공사비

공사감리비 요율(%)

50억원 까지

1.45

100억원 까지

1.41

비 고

다. 시설부대비
○ 부대비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의“건설부문
(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직선보간법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약 23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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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7> 시설부대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X

당해금액

8,250,000,000

x1

큰금액

10,000,000,000

x2

작은금액

5,000,000,000

Y

당해공사요율

0.257

y1

작은금액요율

0.27

y2

큰금액요율

0.25

시설부대비(①)

21,202,500

부가세 반영

23,322,750

주) 요율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 건설부문 요율(시설부대비)

<표 7.1-8> 시설부대비 요율
공사비

공사감리비 요율(%)

50억원 까지

0.27

100억원 까지

0.25

비 고

7.1.3 소요사업비
○ 강릉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조성사업의 소요사업비는 8,970백만원으로 추정
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1-9> 소요사업비
구 분

금 액

기계공사

3,300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공사비

825

토목공사

1,650

건축공사

2,475
소계

부대비

(단위 : 백만원)

8,250

기본 및 실시설계

567

건설사업 관리비

129

시설 부대비
소계
계

23
720
8,970

주) 예상 산출금액으로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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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원조달계획
7.2.1 재원조달 방안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에 의하면, 일반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원분담비율(%)

보조사업명
특별시

1) 소각시설

국고

지방비

30

70

비 고

공동시설만
지원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광역시

40

60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50)

70
(50)

도서지역

50

50

50

50

정액

잔여
사업비

15억원/개소

70

잔여
사업비

15억원/개소까지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병합)
3) 생활자원회수센터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5)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7)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10) 매립가스자원화시설

1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매립시설은
30% 지원

자료)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9)

○ 강릉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8,970백만원이며,“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재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7.2-2> 재원 분담비율
구 분

총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사업비(백만원)

8,970

2,691

6,279

비율(%)

100

30

7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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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연차별 투자계획
가. 사업시행 일정
○ 재정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본계획, 설계 및 인허가 등 약 9개월, 공사발주
절차를 포함한 시공 및 시운전기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가동시기는 2022년 이다.
<표 7.2-3> 사업시행 일정
2019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사전검토 요청서 제출,
자원순환 기본계획 변경
사업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시설공사
(시운전포함)

시설가동

나. 연차별 투자계획
○ 강릉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7.2-4> 재원 분담비율
구 분

계

계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

8,970

-

567

8,403

비

2,691

-

170

2,521

30%

지방비

6,279

-

397

5,882

70%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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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검토

8.1 관련법규 검토내용
<표 8.1-1> 관련법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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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검토 내용

·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법 제2조(정의)
-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
설)
폐기물
·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
관리법
치)
- 시행규칙 제38조 (설치신고대
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정의)
자원의
-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
절약 및
설)
재활용
·법 제34조의4 (공공재활용기반시
촉진에
설의 설치)
관한 법률
공공
재활용
·Ⅰ.일반사항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법 제2조(정의)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
건축법
·법 제11조(건축허가)
·법 제14조(건축신고)

·본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음 환
경기준은 일반“다”지역의 적용을 받음

환경정책
기본법

·법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산지의 구분)
·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8.2 환경정책기본법
8.2.1 법률
가.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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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은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
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로써, 관련법
에 의거, 설치신고대상 시설임
·본 시설은 관련 법에 의거, 재활용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함
·본 시설은 관련 법과 지침에 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들을 포함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에 해당함
·본 시설은 관련 법에 의거,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
함
·본 시설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이므로, 관련 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함
·본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관련 법에 의
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함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본 시설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설로서 관련 법에 의거, 저촉사항이 없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
거나 건축할 수 있는 대상에 명시되어
서의 건축제한)
있어 설치가 가능함
·본 사업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
·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과 같음
·법 제78조(용도지역의 용적율)

산지관리법

·본 시설은 관련 법에 의거, 폐기물의 중간
처분시설(재활용시설)에 해당함

구 분
계획관리지
역

건폐율

용적률

40%이하

100%이하

·본 사업대상부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되
며,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해당용도가 아
니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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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
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2 시행령
가. 환경기준 (제2조 관련)
<표 8.2-1>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2. 8.>
1. 대기 (중략)
2. 소음
㏈(A))
지역
구분

일반
지역

도로변
지역

(단위: Leq
기준

적용 대상지역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표 8.2-1> 환경기준(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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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
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
지역
5)「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
내의 지역
6)「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
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
역
나.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
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
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 폐기물관리법
8.3.1 법률
가.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
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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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
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
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
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
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
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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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
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
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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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
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8.3.2 시행령
가.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표 8.3-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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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8. 3. 27.> [유효기간 : 2019년 6월 30일] 제3호다목1)가) 단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중 략)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ㆍ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ㆍ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ㆍ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ㆍ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
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
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3.3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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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
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
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
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
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
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4.1 법률
가.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
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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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
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
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
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
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
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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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
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
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나.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
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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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시행규칙
가. 제3조 (재활용시설)
○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
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
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
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
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8.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8.5.1 공통사항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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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리수거체계의 합리성, 시설규모 및 처리기술의 적정성, 국내·외에서의 운
영실태 및 소요비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
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하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활용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중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로 반입되는 각종 재
활용가능자원의 신속·정확한 선별과 편리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각 계통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처리대
상 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예정량, 시민 참여율, 수
익성 품목의 민간회수로 인한 특정품목의 반입량 감소, 재활용 가능자원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과대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되,
증설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8.5.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비의 설치기준
가. 반입·투입설비
○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
활용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
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
(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
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선별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라인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분리수거형태, 예상반
입량, 선별 품목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라인의 폭·속도·소요동력·부하율
및 벨트상의 선별대상물 층의 두께 등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선별라인은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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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 및 안전성, 선별물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되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0~15%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 설비
의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선별설비는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설비
○ 파쇄(분쇄)설비는 플라스틱류(PE, PP, PS 등)와 병류(백색, 청색, 갈색) 등을
파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 파쇄(분쇄)설비는 파쇄품을 이송할 수 있는 이송설비 등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
하고, 파쇄(분쇄)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종
및 재질, 투입구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mm 정도 칩(Chip)의 형태로 파쇄
하여 보관 후 반출한다.

라. 감용설비
○ 감용설비는 발포합성수지를 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화설비와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압축설비
○ 압축설비는 종이류, PET류,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등)를 압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며, 종이류, PET류 등을 압축 후 흩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
속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압축설비는 압축물이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고,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설비를 채택하며, 선별되는 양을 고려하여 설비
용량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바. 저류·반출설비
○ 저류설비는 저류 품목별 양, 겉보기 밀도, 저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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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반출설비는 반출품목별 규격, 운반차량의 운송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
량의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사. 보관설비
○ 보관설비는 보관상 선별물의 품질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과 환경오염을 유발
시킬 우려가 있는 선별물을 제외하고는 옥외 보관할 수 있으며, 가능한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환경오염 방지설비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
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제1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환
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진설비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집진설비는 투입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처리하는 설비
2) 탈취설비
○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탄 흡착
탑 등의 설비
3) 소음방지설비
○「소음·진동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 및 차음설비 등의 설비

자. 부대설비
1) 계량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및 반출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무게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재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입 되는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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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공장동 내
에는 파쇄품의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를 설치한다.
2) 세차설비
○ 재활용품 반입을 위한 차량 등을 세차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차폐수처리를 위
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장비 및 운송차량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
요한 적정 수량의 운영장비 및 운송차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척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
는 경우 폐수처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
○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8 별표9의 규정을 따른다.

8.5.3 대상구역 및 시설규모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의하
여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 등을 토대로 대상구역
및 시설규모를 정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반
입·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감용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계
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 등 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8.5.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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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설비는 인력공정이 포함된 컨베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
되 판매수요를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별방
안, 포장 및 보관방안을 계획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관련 신기술 도입을 적
극 고려한다.
○ 선별설비에서 분류하는 품목의 세분류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하되, 판
매수요, 선별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검토
한다.
1) 플라스틱류(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
2) 발포합성수지
3) 종이류(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4) 유리병류(백색, 갈색, 청록색 등)
5)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6) 고철류(철, 비철)
7) 의류(면)
8) 전지류 등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설비 중 자동화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화
선별설비를 우선하여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 후 처리방안 중 PET류, 종이류, 캔류 등은 압
축하는 방안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판매수요를 감안하되 보관효율 증대 판매
단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병류는 분쇄, 플라스틱류는 압축 또는 파쇄, 캔류는
절단·분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신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압축하는 경우에
는 운송 및 재활용율을 고려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일정 규격(캔 :
700mm× 700mm×700mm, 비중 : 0.8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생되는 양이 적어 일정규격으로 압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형
상태로 분리·보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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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후 시공사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
에 일정기간 예비준공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준
공검사를 실시하되, 각종 검사 항목별로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검사기준을
시방서 등의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8.5.6 승인 또는 설치신고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설치하는 설비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소
음·진동 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
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8.6 건축법
8.6.1 법률
가.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
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
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
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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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
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
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
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
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
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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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
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
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
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
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
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
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
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
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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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
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
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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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
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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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
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
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
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
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
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
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
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
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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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
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
고
16.「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
고
17.「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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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
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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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
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
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
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다.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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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
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
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6.2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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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표 8.6-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중 략)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략)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1 법률
가.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
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
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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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
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
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
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
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
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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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
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
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
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
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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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
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
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
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
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
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
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나.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23

강릉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설 타당성조사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
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
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
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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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
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
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
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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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
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
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
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
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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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
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
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
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
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
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
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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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
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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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
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
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 제78조 (용도지역의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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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
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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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
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
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
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
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2 시행령
가.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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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
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나.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표 8.7-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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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개정 2018. 1. 1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
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표 8.7-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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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
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
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
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
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
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
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
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
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
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
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
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
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
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표 8.7-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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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
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
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
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
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
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
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
역에 설치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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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산지관리법
8.8.1 법률
가.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立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林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林),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
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
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36

제 8 장 관련법규 검토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
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
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나.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
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林) 및 시험림의 산
지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
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林)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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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
지
1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
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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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
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
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
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
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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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8.8.2 시행령
가.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
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
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
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
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
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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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
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등
3. 삭제

<2017. 6. 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
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
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
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
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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