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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한다.
인․허가는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정
한 영업․사업․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에서 사전적인 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허가는 건축, 개발사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
고 개인의 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인․허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허가 대상의 경우 그 종류와 양태가 다양하므로 인․허가 기준을 보더라도 각
규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구체
적인 사안에서 인․허가의 여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인․허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처분이므로 법치행정원
칙이 인․허가의 분야에서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
가를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인․허가를 규정한 당해 법령에서 비교
적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허가의 기준을 법령에 자세
히 규정하게 되면 인․허가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수단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
게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허가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
으로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민주화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의 기준을 법령에서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한 신축적이고 타당한 인․허가를 위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
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나 입법기술적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의 실무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기준 규
정은 물론 법 전체 규정의 취지나 다른 관계법령상의 규정,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
의 범위 안에서 수립한 재량권행사의 기준, 중대한 공익이나 신뢰보호의 필요 등도
함께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허가 기준은 당해 법령상
의 인․허가 기준을 넘어 관련법령은 물론 내부지침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등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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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의제시에는 인․허가시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 요건도 충족
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으로서는 인․허가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인․허가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하여, 하나의 인허가 요건만 결
여하여도 인허가가 거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등의 중요 인․허가 규정을 선정하여 인․허
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 복합민원에 있어 인․허가 의제규정 및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가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허가 기준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경쟁력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의 법제화와 국민불편 법령 등에 대한 개
선이 신속․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
허가 기준 및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화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현장 행정업무에서 인․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고 이
러한 법현실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개인의 영업
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분
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허가규정 및 인․
허가의제규정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지침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
로 하여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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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인․허가 기준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인․허가 기준의 의의
인․허가 기준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모든 실체적 사항을
지칭한다. 인․허가 요건은 인․허가를 해줌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말
한다.
인․허가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인․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인․허가 요건이 인․허가 기준이 된다. 다
만,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법령을 해석한 행정규칙도 인․허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인․허가의 결격요건도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어도 공익적 고려하에 인․허가를 거
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재량고려사항
이 중요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 재량고려사항은 법령에 규정되기도 하고, 행정규칙
에서 정하기도 한다. 재량고려사항 중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한다. 재량고려사항을 가능한 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량고려사항을 모두 사전에 망라하여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령이나 행정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재량고려사항도 인․허가시 고려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
에는 인․허가 요건을 정함이 없이 재량고려사항만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제도의 목적이 중요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
의 결격요건도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허가 기준은 인․허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허
가 신청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인․허가 기준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시되도
록 하여 인․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만, 인․허가 요건이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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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유권해석제도, 사전결정제도 등 관련제도를 통하여 민
원인에게 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인․허가 기준으로서의 명확성․투명성원칙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
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8-269).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
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 같은 원칙들에
도 명확성의 요청이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헌재 2002.06.27, 99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 616, 627-628), 이는 투명성의 요청과도 연결된다.
명확성의 원칙은 위임입법의 한계와도 연결된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
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
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입법의 이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
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
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
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 ;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8).
그리고 명확성의 요청은 법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
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형벌법규
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
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
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
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
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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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
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
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

35, 판례집 10-2, 159; 헌재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13-1, 1233).
그 중에서도 투명성의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예시적인 방식의 입법을 하
는 경우가 문제된다. 즉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은 크게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사례를 구성요건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과, 규율대상의 공통적인 징표를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하
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법률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자의가 개입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무한
히 확대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른바 ‘예시적 입법’이라는 규율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시적 입법에서는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外延)에 해
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헌재 2000. 4. 27. 선고 98헌바95등, 판
례집 12-1, 508).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
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
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
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판례집 14-1, 601, 608).

제 3 절 인․허가 기준 규정방식으로서의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이는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을 정하는 원칙으로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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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이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즉 법
률에 그 근거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위법한 것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활동의 성격을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등과 같은 기준으로 구
분하여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달리 볼 게 아니고,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문
제되는 행정활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가 여부에 따
라서 법률유보가 요청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중요사항유보설(重要事項留保說)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
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
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
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헌재 1999. 5. 27. 98헌바70 참조), “조
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이 비록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
의요건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 통제를 위한 절차적 요
건에 불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
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0. 12.

2006두14476 판결).

제 4 절 기속행위의 인․허가 기준
Ⅰ. 기속행위의 판단표지
1. 일반표지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법률이 처분요
건에 관하여 일의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또한 그에 따른 처분내용에 관하여도
판단의 여지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당해 행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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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2. 허 가
(1) 원칙상 기속행위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허가
는 인간의 자유권을 공익목적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행
위이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헌법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허가라는 행정행위는 국민이 법규에서 인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에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반적․상대적 금
지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허가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예외적 재량행위
예외적으로 허가시 중대한 공익(환경의 이익 등)의 고려가 필요하여 이익형량이 요
구되는 경우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종래 건축허가를 전형적인 기속행위로 보았다. 오늘날에도 건축허가는 건축이 본래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며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
아야 한다. 다만, 오늘날 건축허가시 환경 등 공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늘
고 있는데, 이 경우에 건축허가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학
설 및 판례의 일반적 견해가 되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8조제5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
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침해적 행위(제재적 조치)
침해적 행위(제재적 조치)를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특별한 사회
상황하에서 일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한 제재조치를 가하고자 하는 입

7

제 2 장 인․허가 기준에 대한 일반적 고찰

법자의 결단이 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제재조치를 기속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실제로 중대한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
①허가에 해당하는 舊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대판 1993. 5. 27, 93누2116)
와 일반주점영업허가(대판 2000. 3. 24, 97누12532), 舊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대판 1995. 7. 28, 94누13497), 건축법상 건축허가(대판 1995. 12. 12, 95누9051), 舊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대판 1993. 2. 12, 92누5959)
②인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대판 1992. 9. 22, 92누5461)

Ⅱ. 기속행위의 인․허가 기준
1. 의 의
인․허가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행위가 기속행위이다. 등
록․신고 또는 확인 등은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속행위에서의 인허가 기준은 인허가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속
행위에서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속행위의 인․허가
기준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매
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인․허가 요건이 인․허가 기준이
된다. 다만,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법령을 해석한 행정규칙도 인․허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인․허가의 결격요건도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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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속행위의 인․허가 기준
(1) 법령에 명시된 인․허가 기준
1) 당해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가. “당해 법령”의 범위
“당해 법령”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그에 포함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고시(告示) 등 행정규칙도 당해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인․
허가를 설정한 당해 법령을 검토한 후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인․허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 당해 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해 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
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러한 취지에 따라 불허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보다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보다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당해 행정규칙은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상의 제한은 당해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 기관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 기관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의 인․허가 기준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허가시에는 다시 그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 요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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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에 따른 경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
지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허가 여
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허가의 부적격 요건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허가의 부적격 요건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큰 경우에 부정적인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정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허가의 경우 현행 입법례를 보면, 별도로 ‘허가의 제한’이라는 조문을 두어 규정하
는 경우도 있고, ‘허가요건’이라는 조문에서 허가의 기준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규정
하면서 소극적․부정적인 방식도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허가
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다.

2)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가.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의 의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는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절대적
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할 수 없다.
판례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
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
이것은 당해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조문에서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등
을 달리하는 그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
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규율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2)
1) 대판 2000.`3.`24, 98두8766: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
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
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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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 취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
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다. 다른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당해 법령 인․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당해 법령 인․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있어서 그 다른 법령도 인․허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인․허가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
인․허가신청의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인․허가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는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
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
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1.`7.`12, 90누8350: 학교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체육시설업(당구장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
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
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
판 1993.4.27, 93누1374).
3) 대판 2000.`11.`24, 2000두2341.

11

제 2 장 인․허가 기준에 대한 일반적 고찰

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것이 원
래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취득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의 인․허가까지 강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개별영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
다는 판례가 있다.

(3) 법령해석규칙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법령을 해석한 행정규칙

(법령해석규칙)도 인․허가 기준이 된다.
법령해석규칙은 법령의 해석을 규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령해석규칙은 법령집
행기관의 법령해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통일적인 법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 법령해석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령을 해석하는 권한은 최종적
으로 법원에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또한 법령해석
규칙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령해석규칙이 독자적인 행위규범이 되지 못한다.

제 5 절 재량행위의 인․허가 기준
Ⅰ. 재량행위의 판단표지
1. 법률상 요건규정
법률에서 ①요건규정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공백규정), ②공익목적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및 ③요건의 인정에 있어서 이익형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예: 건
축허가시 환경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인정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률에서 요건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도 공익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과 같다.
행정권은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공익의 판단은 행정권에 고유한 권
한에 속하며 공익판단이 잘못된 경우 부당하지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익목적만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규정 및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
의 중간목적이 특정될 수 있을 때에는 행정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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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여 행사된다. 따라서 경찰법규에서 공익목적만을 행
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찰권의 행사는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
나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고 질서의 침해여부의 판단에는 재량이 인정
될 수 없다. 따라서 요건의 인정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다
만, 요건의 인정에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법률상 효과규정방식
일반적으로 법규상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준거점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법규가 “…할 수 있다”, “…할 권한이 있다”, “…을 선택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
용한다. 법률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그리고
문제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
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문리적 표현은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
지만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속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규정만으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법률규정의 표현 뿐만아니라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많은 법규범들은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동
시에 효과규정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과 효과규정을 통한 행정재량을 결합하여 동시에 부여하는 규범을 결합규
정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결합규정을 통하여 요건부분에서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
단과 해석의 여지를 통하여 효과부분에서 일정한 범위와 내용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합규정의 경우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는 요건부분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해석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효과부분의 재량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해서만 행하여진다. 법규상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부분에서 불확정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특정한 방
향으로 행정작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행위로 변환된다. 다시 말하자면
요건부문에서 불확정개념의 해석이 효과부분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사실상 배제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3.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재량행위에 친숙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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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적 행위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의 인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 있어서는 통상 법률의 규율이 완화될 수 있는 반면에 침해적 행위는 엄
격하게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적 행위의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한편 권리를 설정하여 주
는 특허(형성적 행위)는 재량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특허)의 경우에는 공익실현이 보다 중요하므로 행정청이 공익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5.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
①특허에 해당하는 舊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판 1999. 10.

12, 99두6026), 舊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대판 2001. 1. 19,
99두3812), 舊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대판 1992. 11. 13, 92누596), 舊공유수면매립법
상 공유수면매립면허(대판 1989. 9. 12, 88누9206)
②인가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대판 1996. 9. 10, 95누18437), 舊주택
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대판 1995. 12. 12, 94누12302)
③허가에 해당하는 舊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대판

2001. 2. 9, 98두17593), 산림법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대판 1998. 9. 25, 97누19564), 총포도검화약류단속
법상 총포 등 소지허가(대판 1993. 5. 14, 92도2179), 舊관광진흥법상 관광지조성사
업시행 허가처분(대판 2001. 7. 27, 99두8589),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

(대판 2001. 7. 27, 99두5092)
④판단여지에 해당하는 舊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상 감정평가사시
험의 합격기준선택(대판 1996. 9. 20, 96누6882), 舊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문제출제
행위(대판 2001. 4. 10, 99다33960)
⑤행정계획에 해당하는 舊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대판 1996. 11. 29, 96누8567),
舊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대판 2001. 7. 27, 99두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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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량행위의 인․허가 기준
1. 의 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인․허가를 규정한 법령에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다의
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허가에 주어지는 재량의 정도에 관
계없이 종전에는 인․허가에 있어서 그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즉, 법률상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재량의 정도에 따른 인․
허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운용에
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허가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인․허가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허가 판단의 기준을 당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삼권분립 하에서의 행정은 그 적응성과 탄력성을 높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모든 재량행
위가 이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에 있어서도 재량권
의 일탈․남용을 방지하여 적정한 재량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사실 당해 법령에서 인․허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재량고려사항이 중요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 재량고려사항은 법령에 규정되기도 하고, 행정규칙에서 정하기도 한다.
재량고려사항 중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한다. 재량고려사항을
가능한 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량고려사항을 모두 사
전에 망라하여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재량고려사항도 인․허가시 고려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정함이 없이 재량고려사항만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재량행위의 경우에
는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제도의 목적
이 중요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의 결격요건도 인․
허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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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위의 인․허가 기준
(1) 법령에 명시된 인․허가 기준
1) 당해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가. “당해 법령”의 범위
“당해 법령”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이 그에 포함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고시(告示) 등 행정규칙도 당해 법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인․
허가를 설정한 당해 법령을 검토한 후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인․허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 당해 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해 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
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러한 취지에 따라 불허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보다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보다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당해 행정규칙은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상의 제한은 당해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없어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 당해 법령에서 인․허가의 제한사유로 공익상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인․허가의 제한사유로 공익상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경
우에도 인․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
의 불이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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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 기관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의 기준에 따라 인․허가 기관에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의 인․허가 기준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허가시에는 다시 그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허가 요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사.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에 따른 경우
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발령된 방침이나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허가의 부적격 요건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허가의 부적격 요건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큰 경우에 부정적인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요건을 정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허가의 경우 현행 입법례를 보면, 별도로 ‘허가의 제한’이라는 조문을 두어 규정하
는 경우도 있고, ‘허가요건’이라는 조문에서 허가의 기준을 적극적․긍정적으로 규정
하면서 소극적․부정적인 방식도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허가
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다.

2)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가.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의 의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는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절대적
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할 수 없다.
판례는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그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
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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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
이것은 당해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조문에서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등
을 달리하는 그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
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규율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5)

나.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 취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
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6)

다. 다른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당해 법령 인․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가 당해 법령 인․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경우 당해
4) 대판 2000.`3.`24, 98두8766: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
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
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
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
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
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1.`7.`12, 90누8350: 학교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체육시설업(당구장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
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
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
판 1993.4.27, 93누1374).
6) 대판 2000.`11.`24, 2000두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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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인․허가에 있어서 그 다른 법령도 인․허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인․허가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
인․허가신청의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인․허가신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는 인․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관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것이 원
래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취득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사업의 인․허가까지 강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개별영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
다는 판례가 있다.

(2)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인․허가 기준
1) 공익상 필요
가. 인․허가 기준으로서의 “공익상 필요”의 의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을 한 사항이 당해 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를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당해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외의 사유를 들어 인․허가
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법령상의 제한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
더라도 여러 가지의 상황을 법 자체의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공익상의 필요”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
지만, 최근에는 환경의 측면에서 그 보전이나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원형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식수사용 등에 있어서의 보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 등을 중대
한 공익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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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 기준으로서의 “공익상 필요”
(가) 공익상 필요의 판단의 어려움
환경의 보전 등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사
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이른 경우이고, 부정사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이
르지 않은 경우, 현재화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 인정사례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이른 경우
어떤 임야가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인근의 광활한 간척지에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
연 암석이 자연스럽게 절개된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와 해송 등의 수림이 서식하고 있
는 등 그 자연경관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국토 및 자
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에 있어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한편, 행정기관을 신뢰한 개인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그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보호 등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정사례
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이르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기관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변환경을 오
염시킨다든지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바7)와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공익상의 필요로 보아 인․허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현재화되지 않은 경우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가 다소 공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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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것이라든지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되어 있다는 등 현실적으로는 예정만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익상 필요의 투명화
인․허가기준에 공익상 필요성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국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가능하다면 “공익상 필요”라는 요건을 두지 말고, 해당분야에서 요구
되는 중간목적(예, 환경의 보호, 안전 등) 달성의 필요를 요건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
이다.

2) 신뢰보호의 필요
가. 인․허가 기준으로서의 “신뢰보호의 필요”의 의의
현대의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적 적합성과 대등하게 법적 안정성과 그로부터 도
출되는 신뢰보호도 다 같이 법치국가원리의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
칙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
에 대한 신뢰의 보호라는 관계자 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에 의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인․허가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인․허가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인․허가의 가능성 여부에 관
한 의견 등)을 하여야 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
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인․허가 처분
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여
기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견해를
표명하는 자의 행정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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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사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 등을 통한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
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가령 계획을 법령에 근거한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 상
대방이 신청한 인․허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라든지 폐기물처
리업의 허가 신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본 인․허가를 받
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후 많은 자본과 노력을 들인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정 등을 이유로
인․허가 처분을 거부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
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
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부정사례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처분을 거부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인․허가 기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법령상 불허가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다만, 재량행위의 경
우 인근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이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인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재량준칙
대부분의 행정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허가의 과정에서도 행정기관은 정도의 차
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은 재량권
의 내․외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권법률의 목적과 평등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일반
적인 법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부처분에는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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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상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재량에 따
라 인․허가의 기준으로서 재량준칙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
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의사는 가
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재량기준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인․허가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제 6 절 법제처의 ｢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 허가기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인․허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4-85, 106-109면 참조).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
정할 필요가 있다.
허가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면 하위법
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며,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
는 방법은 피한다.”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허가기준을 ①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한 사
례와 ② 허가기준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입법례】허가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09.4.3>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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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
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
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6) 생략
다. 식품취급시설 등
(이하 생략)

【입법례】 허가기준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사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허가기준) ①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 <2007.1.3>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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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제 1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Ⅰ. 분석대상분야
분석대상분야로는 아래【표-1】과 같이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
설립분야, ③ 환경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
분야, ⑧ 운송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
허가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1】분야별 중요 인․허가 기준
분 야

인․허가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창업분야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특정지역 실시계획의 승인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
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
업사업계획의 승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
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의 개발계획의 승인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복합물
류시설사업의 등록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환경분야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
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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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인․허가
3. ｢먹는물관리법｣제9조 샘물 개발허가 등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5.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중 제5조 위
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통신분야

2.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의 등록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공사업의 등록
1.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건축분야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4.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 등록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건설업의 등록
1. ｢금융지주회사법｣중 제3조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2.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상호저축은행 영업의 인가

금융분야

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업의 허
가․등록
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5.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영업의 인가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 ｢농약관리법｣제3조의 영업의 등록

농림․축산․수산
분야

3.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업계획 승인
4. ｢축산법｣제15조의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5. ｢축산법｣제22조의 축산업의 등록
6. ｢수산업법｣제8조의 면허어업의 승인
1.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의 사업의 등록

운송분야

2.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5조제2항의 특정사업자 지정
3. ｢항공법｣제113조의 항공운송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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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인․허가 기준 검토는 첫째, 인․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 둘째,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셋째, 인․허가 기준이 내
부지침에만 있는 사례, 넷째, 인․허가 기준이 명확한 사례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례와 셋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둘째 사
례와 넷째 사례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체적 내용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①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
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것과 ② 등록, 신고 등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형
태를 분리하여 설정하였다.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먼저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인․허가 기준
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4개 항목(실제로는 21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
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
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
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절차적 투명성 검
증 체크리스트로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
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등을 설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투명성 검증 체크리스트로서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를 설

정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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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인․허가 기준 투명성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실체적 투명성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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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2. 신고, 등록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고, 등록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 9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
크리스트로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
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요사
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 복
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절차적 투명성 검
증 체크리스트로 ⑧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⑨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인․허가 기준 투명성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법률에 위임근거규
정을 두고 있는지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
여부
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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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
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
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는지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시설․장비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 민원인 확인미동의
공동이용
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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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항 없음

3. 투명성 체크리스트별 설정이유
(1) 실체적 투명성 체크리스트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법률유보원칙상 중요사항인 인․허가 기준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
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
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
고 있는지 여부)

인․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
야 한다.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며 구체적인 위임만이 가능하다. 구체적 위임
이란 두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양적인 측면에서 위임의 내용․목적 및 범위가 명확
하고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질적인 측면에서 수권법률은 수권의 근거
만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일정한 규율밀도를 가져야 한다. 즉, 수권법률은 수권을 함
에 있어서 수권을 받은 행정기관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목표․기준 및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적절한 강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 위임이란
수권법률규정만으로 위임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체크리
스토로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한 것이다.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인․허가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
면 인․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허가를 해주어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어도 공
익적 고려하에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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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
건뿐만 아니라 재량고려사항이 중요한 인․허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확
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④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 요건은 인․허가를 해줌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말한다.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인․허
가를 해주어야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어도 공익적 고려
하에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허가 요건이 투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이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등으로 세분하여 설정하였다.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인․허가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으로서 조문명이 인․허가내용과 일치하여
야 한다. 즉, 名實이 상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인․허가의 결격요건도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인․허가의 투명성 검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결정이란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
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사전결정제
도를 인․허가에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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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적인 사항,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 재량사항을 미
리 결정받고, 재정투입은 인․허가가능성이 높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결정을 원칙상 종국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신중히 행하도록 하며 사전결정된 것
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일부 법령의 경우 허가와 신고, 허가와 등록 등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
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이한 인․허가를 한 조문에서 동시에 규율하는 까닭에 국민
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허가, 신고, 등록이
상이한 성질의 인․허가임을 고려하면 동시에 규율하는 것은 비록 입법경제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해소되어야 할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2) 절차적 투명성 체크리스트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을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인․
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가 가능하며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민원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
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인․허가 처리지연은 민원인에게 적지 않은 고충을 초래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고 있는 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인․허가 처리지연사유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규정을 둠으로써 절차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행정청으로 하여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
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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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인․허가 신청에는 많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첨부서류는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요구는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한다.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
본첨부 규정 여부)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들이 인․허가시 행정청에 제출해
야 하는 민원서류의 감축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규정의 존재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
정은 제출서류의 부담을 가져오는 불투명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조직적 투명성 체크리스트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일정한 인․허가의 경우에 하나의 행정청 내 다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허가의 경우에는 행정부서를 통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절
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분야별 인․허가 기준 검토
Ⅰ. 중소기업창업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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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

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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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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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

○

○
○

ⓔ 자격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③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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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⑪ 법률 제33조제4항에서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⑫시행규칙 제5호에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는 불투명성이 있다.
⑥⑦⑬⑭ 규정이 없다.

(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1999.2.5, 2005.11.8>
②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6>
③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④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

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
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
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⑤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
도시개발법｣의 환지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11.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1.8>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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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2005.3.8, 2008.12.24>
1. 위치도
2. 삭제 <2002.8.14>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삭제 <1999.3.26>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8.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11.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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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실체적 투명성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불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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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자격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③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⑫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1호는 첨부서류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예시하고 있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정지역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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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6조의6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0조의10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정지역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서
10.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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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자격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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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비 고

불투명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③특정지역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
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⑧법률 제26조의6 제2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의로 인한 인․허가 절차지연의 문제가 있다.
⑫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1호는 첨부서류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예시하고 있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4)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
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

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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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
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
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
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
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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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불투명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자격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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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비 고

불투명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절차적 투명성

조직적 투명성

②ⓒ법률 제31조제1항에서 “재량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
계성,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불투
명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
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추상적 평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된다.
③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⑥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5)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37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①협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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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승인사업자”라 한다)가 협업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 목표
2. 참가업체와 추진주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4. 참가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5. 자금조달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3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
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ㆍ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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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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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비 고

○

○

○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자격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②ⓒ시행령 제33조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허가 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기준으로는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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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ㆍ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설비 및 기술능력 등은 매우 추상
적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③협업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규정
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창업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
어 있다.

Ⅱ.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등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
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

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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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

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
립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
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6.30, 2008.2.4,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2003.6.30>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④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

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6.30, 2005.5.26,
2007.5.2, 2008.2.4>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동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0, 1999.8.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
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
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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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6.7.1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①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2, 1999.8.9, 2003.7.19, 2005.12.31>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8.9>
4. 삭제 <2008.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
의회를 개최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관련법령의 기준ㆍ요건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
설립등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7.19, 2005.3.4, 2008.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전지역의 공장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공장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2, 2003.7.19>
[전문개정 1996.9.10]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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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

비 고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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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비 고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

○

○

○

ⓓ 시설․장비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

조직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교적 명확하므로 허가기준의 명확성원칙과 투명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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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 제13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제1호 :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공장을 신설
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호 :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호 : 생략)에는
공장설립승인의제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2호의 입주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시행
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입주계약의 체결만으
로 공장설립승인을 의제한다는 점이다. 즉 승인절차가 생략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
장설립승인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체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의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②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호는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
어 명확하지 않다.
③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⑥⑦⑧⑩⑪⑭ 규정이 없다
⑬시행규칙 6조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
터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
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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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3조의2제4항ㆍ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
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을 설치

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설립대장

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전문개정 2003.7.19]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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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

비 고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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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비 고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허가기준의 명확성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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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제14조의3 2항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의제규
정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입주계약의 체결만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의제한다
는 점이다. 즉 승인절차가 생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시설설치승인절차를 형해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체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의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③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령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3)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개발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개발구역안의 공공편익
시설 비용의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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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시․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
농지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및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6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법 제11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 및 면적
2. 용도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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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기업도시의 유

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이
하 “가용토지”라 한다)의 40 퍼센트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퍼센트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0조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
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
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여부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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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4)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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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15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후
단의 규정은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

한다. <개정 2008.2.29>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
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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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비 고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규정이 있는지 여부
보 공동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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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비 고

불투명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복합물류시설사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
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제 8 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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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
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

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
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제 5 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
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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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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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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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⑬시행규칙 제4조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Ⅲ. 환경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
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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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
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
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
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
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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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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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

조직적 투명성

①②법률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다. 시행령에서는 “배출시설 설
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열
거를 하고 있을 뿐, 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할 것이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방식을 참
조할 필요가 있다.
⑥⑦⑧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2)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
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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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
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
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

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

68

불투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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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고 있는지 여부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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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비 고

불투명
○

조직적 투명성

①②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에 관하여 법률
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고 있을 뿐, 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⑥⑦⑧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3) ｢
먹는물관리법｣제9조 샘물 개발허가 등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샘물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
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불투명

비 고

○
실체적 투명성

② 인․허가 기준의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하위법령 위임시
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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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불투명

비 고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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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샘물개발허가 기준에 관하여 법률은 “환경부
장관에게 개발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환경
영향조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샘물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7 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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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
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
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불투명

○

실체적 투명성
○

○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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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비 고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5)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4.12.31]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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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6.30]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
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9.6.25>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③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④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
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 2010.1.1] 제31조의2제1항제2호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불필요한 인․허가 기

○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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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환경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11조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토양정화업
의 등록 등은 명확한 사례로 뽑혔다. 나머지 법령들은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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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신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중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5 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9.3.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

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허가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
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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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

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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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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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야별 인․허가 기준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조직적 투명성

①②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 법률은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개인위
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
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심사사항의 구
체적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허가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은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될 것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과 판례
및 학설은 법률 등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을 구체화하는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까닭에 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
령이 아닌 고시로 정하는 것이 법리상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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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비하여 통제의 수단 및 정도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는 한 고시에서 규정할 사
항을 적어도 시행규칙 정도에는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허가심사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⑬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2) ｢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5 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9.3.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

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
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

통신기본법｣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
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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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란 제7조제2호의 역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
한다.
제12조 (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허가조건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불투명

비 고

○
실체적 투명성

② 인․허가 기준의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하위법령 위임시
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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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불투명

비 고

○

○

○

○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정 여부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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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
비의 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
된 기술개발 실적,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
술개발 지원계획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방송통신위원
회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결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세부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심사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3)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 (등록 등) ①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
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

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제 9 조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07.12.2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ㆍ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
치료감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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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
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9.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
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⑤뉴스통신사업을 하거나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5 조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위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
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

한다. <개정 2008.6.20>

84

제 2 절 분야별 인․허가 기준 검토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비 고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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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4)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공사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 (등록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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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3.25]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
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4.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
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1.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

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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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

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
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

고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
서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등록

기준신고”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
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
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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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

┠──┬────────┼─────────────────────┼────┨
┃법인│1억5천만원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 │15제곱미┃
┃

│

│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 분야의 중

│터 이상 ┃

┃

│

│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

┃

┃개인│2억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

┃

┃

│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비고
1.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
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
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
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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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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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⑬ 시행령 제16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법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는 규정이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통신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Ⅴ. 건축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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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
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
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 (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
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

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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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
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
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
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
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
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사
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7 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개정 1999.5.11>)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제 8 조 (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

(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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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94

절차적 투명성

제 2 절 분야별 인․허가 기준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보 공동이용 규정

비 고

불투명
○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① 시행규칙 제7조의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은 법률사항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
정한 것은 투명성을 저해한다.
① 종래에는 건축허가가 설계도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요건
에 맞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여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이었으나, 현행법은 “허
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법정요건을 투명하여도 불
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재량행위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러브호텔”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법률이 개정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할지라도 불허가처분의 구체적 기준
이 전혀 없이 건축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지나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대강만이라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
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⑦ 시행규칙 제7조의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은 민원인의 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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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④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1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

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2.17>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③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7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
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1.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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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

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불필요한 인․허가 기

○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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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법률에 정하
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서 포함사항 중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규정(제26조제2항제2
호)되어 있는 바, “개략적 금액”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조합승인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하
여 조합원분담금이 인상된 경우, 현재 활동 중인 조합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시
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분담금이 크게 변경된 것은 동의의 중요사
항이 변경된 것으로서 조합은 주민들에게 새로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조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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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제

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
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
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
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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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

설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

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
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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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투명성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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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불투명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비 고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⑥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4)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등록등 <개정 1999.1.29>)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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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
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

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
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
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등록의 신청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
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
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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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
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
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

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
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2008.2.29>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
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
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

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
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
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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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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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⑥ 등록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⑫ 시행령 제3조에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5)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 9 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

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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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
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개정 1999.4.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삭제 <2005.1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개정 1999.8.6>)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
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
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정 199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

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2005.1.15, 2006.8.7, 2007.10.15, 2007.12.3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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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
출한 것으로 본다.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
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
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

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
정 2007.12.31>
제 4 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개정 1999.9.1>) ①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

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도지사의 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 5 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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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 6 조 (실제확인)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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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실체적 투명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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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투명

비 고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건축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건설업의 등록은 인․허가 기준이 투명하게 규
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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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금융지주회사법｣중 제3조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인가) ①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인가의 기준 <개정 2007.8.3>)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
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
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
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
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 5 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
2.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의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
한다.[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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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

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
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자회사등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 5 조 (인가의 세부기준 <개정 2007.11.12>)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
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손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한 경우로
서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
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이
라 한다}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을 제출한 경우
나. 자회사가 외국법인인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1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3.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
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
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
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
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
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
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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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
한 법인을 말한다)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비 고

○
실체적 투명성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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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비 고

불투명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

조직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① 법률상 인가(제3조), 제4조(인가기준) 등의 순서로 매우 이해하기 좋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상 인가신청서(제4조), 인가의 세부기준(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의 구
체적인 요건에 대한 내부지침에의 위임(제5조제7항)의 순으로 매우 이해하기 쉽도
록 규정되어 있다.
⑥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2)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상호저축은행 영업의 인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영업의 인가)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0.1.28, 2001.3.28, 2008.2.29>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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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 6 조의2 (인가의 요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영업인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영업구역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상호저축은행 : 특별시

115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2.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상호저축은행 : 당해광역시. 다만,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
축은행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두
는 상호저축은행은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상남도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6.30>
3. 본점 소재지가 도인 상호저축은행 : 당해도. 다만, 경상북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
구광역시, 경기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
은행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에 본점을 두
는 상호저축은행은 울산광역시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

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당해 상호저축은행
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2000.6.27]
제 6 조의2 (인력ㆍ 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ㆍ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비율의 유지가 가능할 것
③삭제 <2008.1.18>
④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9,

2008.1.18>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시행규칙에는 인․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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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있는지 여부

투 명

명확하게 규정하고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비 고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
○
절차적 투명성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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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⑫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비 고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④ 물적 시설에 대한 인가의 세부요건이 일부 불명확하다.
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3)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업의 허가․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영업의 허가․ 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8.2.29>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2.3.30, 2008.2.29>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8.2.29>

제 4 조 (허가․ 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2008.2.29>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제 5 조 (자본금) 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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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 이상인 자에 한한다.
1. 2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0억원
2. 3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400억원
②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

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1999.2.1, 2002.3.30, 2007.7.19>
제 6 조 (허가․ 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2.1, 2001.3.28, 2005.1.27, 2005.3.31, 2005.5.31,
2007.7.19, 2007.8.3>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자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벌
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
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②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7.1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7.7.19>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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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허가․ 등록의 실시) ①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1999.5.24,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의2 (허가ㆍ 등록의 첨부서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6.28, 2008.2.29>
1. 정관
2. 삭제 <2007.6.28>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
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제 6 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등 <개정 2008.1.18>) ①법 제6조제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6.29, 2008.1.18,
2008.2.29>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
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당해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2.6.29>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
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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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
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
다. <신설 2008.1.18>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8,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제 6 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
능성이 있을 것
3.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1.18>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8, 2008.2.29>
[본조신설 2001.6.30]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인․허가 기준이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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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122

절차적 투명성

제 2 절 분야별 인․허가 기준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불투명

비 고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①② 인․허가 요건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⑥ 법률 제6조에서는 “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⑧ 법률 제3조에는 영업의 허가와 등록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 등 록 >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여부

○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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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투명

비 고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⑧ 법률 제3조에는 영업의 허가와 등록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⑫⑬ 규정이 없다

(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
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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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
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
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
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

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
제 4 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
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
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

125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
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
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21]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의3 (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
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제2조의5제4
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

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
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

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제2조의2에서 이동 <2009.4.21>]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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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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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영업의 인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영업의 인가)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2000.1.28, 2001.3.28, 2008.2.29>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제 6 조의2 (인가의 요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영업인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영업구역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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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상호저축은행 : 특별시
2.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상호저축은행 : 당해광역시. 다만,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
축은행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두
는 상호저축은행은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상남도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6.30>
3. 본점 소재지가 도인 상호저축은행 : 당해도. 다만, 경상북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
구광역시, 경기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
은행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에 본점을 두
는 상호저축은행은 울산광역시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

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당해 상호저축은행
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2000.6.27]
제 6 조의2 (인력ㆍ 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ㆍ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비율의 유지가 가능할 것
③삭제 <2008.1.18>
④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9,

2008.1.18>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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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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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비 고

불투명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①② 인․허가 요건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⑥⑦⑨⑩⑪⑫⑬⑭ 규정이 없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금융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
가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도 규정되어 있다.

Ⅶ. 농림․축산․수산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7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
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

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31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③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

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2007.6.29>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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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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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고 있는지 여부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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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비 고

불투명
○

조직적 투명성

① 법률에 일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더군다나 품질인증기관
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부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법률에 일반적인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⑥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⑬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2) ｢
농약관리법｣제3조의 영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삭제 <1999.3.3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5.8>

제 4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5.8]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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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제조업․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
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7.28>
1.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 <2003.8.30>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

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
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
정 1999.5.24,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제 4 조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
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
다. <개정 2003.8.30,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제 5 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지
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식물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
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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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11.30, 2008.7.28>
③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전문개정 1999.8.23]
제 6 조 (제조업등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원제
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8.23>
제 6 조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
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9.8.23]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136

불투명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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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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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3)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사업계획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개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
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137

제 3 장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의 검토

- 미제정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미제정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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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불투명

○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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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비 고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불투명

○
○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⑦ 법률 제9조는 “사전협의”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인허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⑫⑬⑭ 규정이 없다

(4) ｢
축산법｣제15조의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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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유 종축의 정기 검진 및 그 검진기록의 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그 종축에서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
수․폐기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20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
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ㆍ검사ㆍ희석ㆍ분주(分注)ㆍ인쇄ㆍ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4.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③시ㆍ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휴업(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08.3.3>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사항변
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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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
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ㆍ폐기할 것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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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 투명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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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불투명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비 고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⑥ 법률사항인 “등록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⑫⑬ 규정이 없다

(5) ｢
축산법｣제22조의 축산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
육업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

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
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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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3조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

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

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4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

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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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규정이 있는지 여부
보 공동이용 규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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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대체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6) ｢
수산업법｣제8조의 면허어업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
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
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
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
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정착성) 수산동물
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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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정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또는 ｢어선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또는 ｢어선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 (면허의 금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
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
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7.27>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면허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결정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6조에 따른 시ㆍ군
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 월30일까지 어업면

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1명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에 어장구역 1건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면
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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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불투명

비 고

○

○
실체적 투명성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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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불투명

비 고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⑦⑨⑩⑪⑬⑭ 규정이 없다.

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농림․축산․수산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다만, ｢축산법｣제22조의 축산업의 등록은 투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Ⅷ. 운송분야
1.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1) ｢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의 사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

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 5 조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 6 조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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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
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08.3.14>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삭제 <1999.6.24>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삭제 <2006.6.26>
나.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9.3.26>
1. 하역장비의 종류ㆍ명칭ㆍ형식ㆍ능력ㆍ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의 선명ㆍ용도ㆍ총톤수ㆍ적재톤수(예선 및 통선을 제외한다)ㆍ주기관의 마력수
(예선에 한한다)ㆍ계류장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다만, 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증서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ㆍ하역장 또는 수면저목장의 명칭ㆍ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 5 조 (사업계획)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6.24>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ㆍ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예정일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종사원(일일고용하는 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자 및 시
험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의 기획사무 및 화물의 인수ㆍ인도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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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감독(현장에서 작업의 지휘ㆍ감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선내종사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하 또는 양하에 종사하는 선창책임자ㆍ갑
판책임자 및 양하기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한다)
사. 건설기계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다. 부선의 척수 및 척별 적재톤수
라. 예선의 척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수
마. 통선의 척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 및 창고의 동수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ㆍ위치 및 면적
아. 수면저목장의 수ㆍ위치 및 면적
자. 종사원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ㆍ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의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추정 취급화물량(검수사업 및 검량사업에 한한다)
6. 연간 추정 취급건수(감정사업에 한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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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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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비 고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
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조직적 투명성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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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 제6조 “등록기준”에서 단서조항으로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다.
⑥ 등록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⑬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한다.

(2)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5조제2항의 특정사업자 지정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5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
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
제 6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삭제 <2006.10.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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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개정 1999.3.13, 2008.3.21>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2.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것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여부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중복규제 여부
여부

비 고

○

○

○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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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불투명

비 고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
○

조직적 투명성

④ⓐ 시행규칙 제5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⑦⑨⑩⑪⑭ 규정이 없다
⑬ⓑ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취지를 해치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서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

(3) ｢
항공법｣제113조의 항공운송면허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선별로 국토해양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

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13조 (면허기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당해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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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할 것
[전문개정 1999.2.5]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항
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5.3.31, 2008.2.29>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삭제 <1999.2.5>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278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법 제112조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0.9.18, 2006.8.7, 2007.6.29, 2008.3.14>
1.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일시
라.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수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5.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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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8.3.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노선 개설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8.3.14>
1. 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13조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당해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신청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당해노선의 개설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다.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일시
라.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법
마. 당해노선의 개설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바. 당해노선의 개설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
아. 당해노선을 포함한 예상사업수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
식의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노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8.3.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신설 1999.12.17>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기타 취항하고자 하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⑥ 제2항의 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278조의3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
가 갖추어야 할 면허기준은 별표 30의4와 같다. <개정 2003.11.22, 2008.5.8>
[본조신설 1999.12.17]
[제278조의2에서 이동 <2007.6.29>]

[별표 30의4] <개정 2008.5.8>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278조의3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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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

┠─────┼────────────────┨
┃1. 자본금 │ 법인 :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 ┃
┃

│ 개인 : 자산평가액 300억원 이상 ┃

┠─────┼────────────────┨
┃2. 항공기 │

┃

┃ 가. 대수│ 5대 이상

┃

┃ 나.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

┃

│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

┃

│ (3)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

┃

│ (4) 자동위치 확인능력 보유

┃

┗━━━━━┷━━━━━━━━━━━━━━━━┛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
고 있는지 여부

○

② 인․허가 기준의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하위법령 위임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
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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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실체적 투명성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
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투명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
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여부

불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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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기준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 불필요한 인․허가 기
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중복규제 여부

○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불투명

비 고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

ⓐ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
ⓑ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보 공동이용 규정
사본첨부 규정 여부

○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조직적 투명성

⑤ 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 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신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⑧⑨⑪⑭ 규정이 없다
⑫ 시행규칙 제278조제1항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저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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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운송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
가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항공법｣제113조의 운송면허의 인․허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Ⅳ.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결과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허가규정에 대한 투명성 측정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분야별 인ㆍ허가 기준 투명성 측정결과

분 야 법률
1

체크리스트
②
④
⑬
① ⓐ ⓑ ⓒ ③ ⓐ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⑭
○ ○ ○ ○ × ○ ○ ○ ○

○ ×

× ○ ○ × ○ ○ ×

×

2
중소기업
3
창업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산업입지 2
3
및
공장설립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환경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통신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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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법률

건축

체크리스트
②
④
⑬
① ⓐ ⓑ ⓒ ③ ⓐ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⑭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농림축산 3 ○ ○ ○ ○ × ○ ○ ○
수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6

운송

○ ×

1

○ ○ ○ ○ × ○ ○ ○
금융

× ○ ×

2

○ ○ ○ ○ × ○ ○ ○

3

○ ○ ○ ○ × ○ ○ ○ ○

* : 체크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 : 등록․신고

빈칸 : 규정無

○ : 투명

× : 불투명

제 3 절 인․허가 기준의 문제점
Ⅰ. 인․허가 기준의 불명확성
1.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여부 적정문제
오늘날 인․허가 기준에 대한 입법경향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입법례도 있지만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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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는 먼저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한 후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위임하는 방식,
인․허가 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가 인․허가 기
준의 위임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입법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인․허가 기준의 범위, 허가대상 등 허가를 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
인 부분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
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
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
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참조).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
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의 35개 법령의 인․허가 기준을 14개 체크리스트(실제로는 21개)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여부 적정문제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허가 기준의 불명확성
35개 법령의 인․허가 기준을 14개 체크리스트(실제로는 21개)를 사용하여 인․허
가 기준의 불명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기준의 불명확성문제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몇몇 법령에서는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가령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 “재량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재량고려사항”으로 협업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허가 기준을 불명확하게 규
정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가 기준 동시 규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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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업의 허가․등록 등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가를 동시에 규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4. 인․허가 기준의 최신성 결여문제
「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제6조의

2(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를 보면, 1999. 8. 23에 제정되
어 지금까지 인․허가 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어 인․허가 기준의
최신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법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하고 있다.

Ⅱ. 인․허가의 신속성 저해문제
1. 인․허가 신속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35개 법령의 인․허가 기준을 14개 체크리스트(실제로는 21개)를 사용하여 인․허
가 신속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신속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신속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전결정제도(4건/35개 법령), 인․허
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제도(3건/35개 법령), 인․허가 처리
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제도(2건/35개 법령),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4건/35개 법령),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12건/35개 법령),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0건/35개 법령) 등은 전반적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의 경우도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
본첨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취지를 저해하는 경우도 발견
되었다(11건/35개 법령).

2.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의 재량행위성
현행법령은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절차간소
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문제
35개 법령의 인․허가 기준을 14개 체크리스트(실제로는 21개)를 사용하여 인․허
가 관련 제출서류의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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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으로는 지적도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은 법상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
원인들의 제출서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건축행정시 관련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 사전심의제 도입
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례로는 건축설계자가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설
게도면 등 심의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올리면 건축위원회 심
의위원들이 이를 내려받아 사전심의를 함으로써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
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4조제5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
서 정하는 사류)와 같이 일괄적으로 제출서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법령을 보면 바로 제출서류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법령상 협의기간의 훈시규정문제
법령상 협의기간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법령에는 협의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협의간주규정을 두어 제도적 결함을 보
완하고 있다.

5.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흠결문제
실시계획의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6. 인․허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문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
획승인에 있어서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1호, 동법에 따른 시행령 제30조의1-제2항제9
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인․허가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
다.

7. 등록증의 즉시교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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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은 등록증 즉시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는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발
급하는지가 불명확하다.

Ⅲ. 인․허가 조직상의 문제
1.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문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자리 이동이 잣
다보니 복잡한 세제나 법규해석을 민원인에게 맡겨 근거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
례가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정통하지 못하게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
한 재량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규제신설과 인력부족문제
인․허가 등 규제는 신설되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환경성검토의 경우가 그러하다.

3. 중복심의 및 심의의 질 저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인․허가 부서간 중복 심의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로 인해 심의의 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
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 인․허가 협의체 구성문제
예컨대,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로유지사무소, 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경찰서, 해당
지자체, 세무서, 국토해양부나 환경부까지 들르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농지과, 산림과, 환경과 등을 일일이 들러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지
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
결하고 있다.

5. 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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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과의 흠결
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의 흠결로 인
해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능동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6. 우수인력의 인․허가 관련부서에의 집중배치문제
신속하고 간단명료한 인․허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경쟁력
을 확보하는 가장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례
가 적지 아니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우수인력을 인․허가 관련부서로 집중
배치하여 인․허가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다. 경기 양평군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8)

7. 민원 대행업체의 인․허가 행정참여 저조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내 토목·측량협회 및 건축사 협회 등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실시,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내용 통지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
해 민·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
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

제4절 소 결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허가 기준을 대상으로 인․허가 투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8) 민선 5대 출범 이후 시원스런 인·허가 처리로 군민과 고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생태개발
과’의 민원처리기간이 68.1%의 단축율을 보이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민원서비스 향상과 시원스런 인·허가 처리를 위해 조직개편 및 파격인사를 단행 지난 7월 2
일자로 개발행정담당, 개발1~4담당, 주택관리담당 등 6개 담당조직의 생태개발과를 신설하고 우수인력
37명을 집중 배치해 운영해 왔다. 특히 생태개발과 신설 이전인 상반기의 접수민원이 2778건이었으나
7월 2일 이후 하반기에는 809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업무량이 폭주했음에도 민원단축 처리율은 상반
기 52.4%에서 신설이후 68.1%로 16% 상향되는 성과를 보인반면, 지연 처리율은 같은 기간대비 10.9%
에서 1.2%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생태개발과 전 직원이 순회하면서 ‘1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처리 결과 통보제, 현장 방문 예고제 시행 등으로 민원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08년도에는 민원단축 처리율은
85%까지, 민원 지연처리율은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원스런 인·허가
로 고객의 갈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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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창업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
결되어 있다.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환경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11조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토양정화업
의 등록 등은 명확한 사례로 뽑혔다. 나머지 법령들은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건축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건설업의 등록은 인․허가 기준이 투명하게 규
정되어 있었다.
금융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
가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도 규정되어 있다.
농림․축산․수산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흠결되어 있다. 다만, ｢축산법｣제22조의 축산업의 등록은 투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운송분야의 인․허가 기준 투명성 분석 결과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
가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위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항공법｣제113조의 운송면허의 인․허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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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허가의제 규정의 검토
제 1 절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Ⅰ.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인․허가의제제도라 함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인․허가의제규정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허가, 인가, 승인 등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
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의제대상 인․
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 주된 인․허가시에 의제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목적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
화 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에 관한 실체
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허가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허가
사항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개별 인․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
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들 인․
허가 등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므로 원스톱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인․허가의제제도이다.

Ⅱ. 인․허가의제와 복합민원
1. 복합민원의 의의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
수 관계기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민원을 말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복합민원’을 넓게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
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라고 정의하고 있다(광의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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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러한 복합민원의 정의에 의하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내부의 부서가 관련
되어 있고, 이들 기관의 허가․협의 등을 거치는 민원을 말한다.

2. 복합민원과 인․허가의제
인․허가의제는 복합민원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허가의제는 복합민원에 관한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복합민원의 유형
복합민원은 ① 하나의 허가이지만 타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② 하나의 허가로 타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③ 복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④
다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첨부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하나
의 행정기관내에서 다수의 부서가 관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하나의 허가이지만 타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한 것은 무권한으로 무효이지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의 하자로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다.

(2) 하나의 허가로 타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인․허가의제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복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복합민원 중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인․허가가 필요하고, 각각의 인․허가담당
행정기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신청에 대하여 당해 신청의 대상이 된
인․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여 각 인․허가별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다만,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된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거나 그 대상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
로 금지되고 있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그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9)
9)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요건 중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
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는 경우에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으로 해석되
므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대판 2000.`3.`24, 98두8766), 기타 그 다른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대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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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첨부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인․허가의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 첨부서류의 감축을 위해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5)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서 다수의 부서가 관계되는 경우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부서간의 협의 등은 행정기관 내
부의 문제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Ⅲ.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인․허가의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
어야 하며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통상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민원인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8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하여 13개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Ⅳ. 인․허가절차
1. 인․허가 등의 신청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신청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의제
되는 다른 인․허가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도 주무 인․허가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왜냐하면, 주무 인․허가기관이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
2000두2341)에는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체육
시설업(당구장업)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대판 1991.`7.`12, 90누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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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인․허가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인․허가 의제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10)
그런데, 실무에서는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만 제출한다.
개별법에서 인․허가의제제도의 이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주무기관과 관계기관의 관계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기관이 주무행정기관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관계행정기관이 된다.
주무행정기관은 인․허가결정을 함에 있어 통상 다른 관계인․허가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법률
도 있는데(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등),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 의제조항에서 요구되는 관계기관의 협의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11)

3. 절차의 집중
신청된 주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12)

4. 인․허가의 결정
주무행정기관은 주 인․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주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상 주무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에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동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10) 의정부지원 제11행정부 판결 2008구합2069(사업시행승인취소)
11) 의정부지원 제11행정부 판결 2008구합2069(사업시행승인취소)
12)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
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1992. 11. 10, 92누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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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허가요건
주무행정기관은 주인․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주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허가의제시 주인․허
가의 요건은 주인․허가에 고유한 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포함하
는 결과가 된다.

Ⅵ. 주된 인․허가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1. 협의의 의의와 협의 규정
주된 인․허가를 하는 때에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적용되므로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한데, 그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이다.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관련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관련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잃게 되고 주된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결국 주된 인․허가가 있고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면, 그에 따라 관계인과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도 이에 구속되므로, 주된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협의절차는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요건심
사에 대체되는 절차인데, 공익과 관련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대상 인․허가관청
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협
의를 하게 되므로, 협의가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라
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에 관한 규정을 빠짐없이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있다.

2.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
치지 아니하고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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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
의 내부절차에 해당되고 인․허가의 상대방은 협의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의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주된 인․허가를 무효로 한다면 인․
허가의 상대방은 불측(不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
차상의 흠은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당연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 미리 협의하도
록 하고, 협의를 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협의절차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 당해 인․허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주된 인․허가관청이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의견에 구속되는지 여부이다.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
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고,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된 인․허가를 행한 경우 그
주된 인․허가는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협의의 기간
의제대상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주된 인․허가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15일․30일․60일 이내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로 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가급적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령에 협의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협의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협의도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협의기
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협의의 지연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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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의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아예 협의기간이 경과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어 협의성립을 강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성립
을 강제하는 경우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
는 결과가 되므로 주된 인․허가를 단기간에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극히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5. 협의의 기준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협의요청에 어떻게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의제대
상 인․허가관청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의에 불응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고, 어떠한 경
우에는 협의에 응하지 말도록 강제하거나 협의에 응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제
대상 인․허가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의제대상 인․허가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법정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주된 인․허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의
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 건축법 >
제 8 조(건축허가) ① ～ ⑥ (생 략)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⑧ ～ ⑩ (생 략)

< 접경지역지원법 >
제 9 조(인․ 허가 등의 의제 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제 9 조(인․ 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내용이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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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
야 한다.

이와 반대로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이 직접 인․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
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의제대상 인․허가요건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때
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무성의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법정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제11조(인․ 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

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
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32조(다른 법률의 인․ 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④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
항이 있는 경우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
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 략)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Ⅰ. 분석대상분야
인․허가 의제는【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에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은 43개 법률 중에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②｢기업도시개
발 특별법｣③｢도시개발법｣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⑦｢새만금사
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⑧｢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⑨｢폐
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⑩｢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등 10개 법률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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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공익사업 관련 인ㆍ허가 의제 43개 법률 목록
구분

제 명

1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1

｢
농어촌도로정비법｣

12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
도로법｣

15

｢
도시개발법｣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1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2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3

｢
신항만건설촉진법｣

2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6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8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9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0

｢
접경지역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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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명

3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
주택법｣

33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5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36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7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8

｢
철도건설법｣

3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40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Ⅱ.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1개 항목을 설정하였
다. 설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 ① 법률에 인․
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④ 일정
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
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⑤ 부분 인․허가 의
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
고, 둘째, 절차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는 ⑦ 협의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사
전 협의규정 유무 ⓑ 先 인․허가(사업인정) 後 협의규정 유무 ⓒ 협의요청시 의견제
출기간 규정 유무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유무), ⑧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⑨ 인․
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정 여부 등을 설
정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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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실체적 투명성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1. 실체적 투명성 체크리스트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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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상 중요사항인 인․허가 의제규정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인․허
가 의제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하여야 한다.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
요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는 인․허가 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절차집중설). 그러나 인․허가 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면 절차간소화 및 절차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여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적 실체집중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하에서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고13) 이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한적 실체집중에 따른 인․허가 기
준에의 적합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합 여부
를 판단하도록 한다.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두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나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13)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면서 시급한 사업의 경우(예, 경제위기시 창업인허가, 외자유치인허가) 공정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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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인․허가의제제도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인․허가의제를 위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허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인․허가신청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
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업무상, 재정상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인․허가의제제도는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민원인의 사정
에 따라 일부의 인․허가의제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서류 일
괄제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결정이란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
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사전결정제
도를 인․허가에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적인 사항,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 재량사항을 미
리 결정받고, 재정투입은 인․허가가능성이 높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결정을 원칙상 종국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신중히 행하도록 하며 사전결정된 것
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

2. 절차적 투명성 체크리스트
⑦ 협의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사전 협의규정 유무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
의규정을 유무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유무)

인․허가를 하기 전에 타 행정기관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협의를
문리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동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전협의를
사전동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타 행정기관의 사전동의없이는 당해 인․허가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타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경우에 따라서는 “선 인․허가 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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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가 지연되어 인․허가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협의기간
을 원칙상 1개월로 정하고 협의기간이 지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인․허가협의체(예,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제(건축법 제12조) 등)를 구성하여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하도록 한다.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여부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들이 인․허가시 행정청에 제출해
야 하는 민원서류의 감축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규정의 존재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을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
면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가 가능하며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정해
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민원유발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⑩ 인․허가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인․허가 신청에는 많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첨부서류는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요구는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한다.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정 여부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
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도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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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
1.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8조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1.30, 2009.3.20>
1. ｢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
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7.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와 같은 법 제38조ㆍ제38조의2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1. ｢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의 배출ㆍ운반 및 처리과정의 검색ㆍ확인
13.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4.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5. ｢
소음ㆍ진동규제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
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
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9.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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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2.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
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26. ｢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27.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28.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2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72조
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30.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② 시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사전 협의규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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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있는지 여부

비 고

○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2.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0조
제3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
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
정 2009.1.30, 2009.3.20, 2009.3.25, 2009.6.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에 따
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
는 승인
5.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
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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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처분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
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8.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
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
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4.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18.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9.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
지의 지정 해제
20. ｢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
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
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24. ｢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의 허가
2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
수도설치의 인가
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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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고
27. ｢연안관리법｣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
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9.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36. ｢항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
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7. ｢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9. ｢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09.12.10]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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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20일)
있는지 여부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
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5.8.4, 2006.9.27, 2007.4.11, 2007.8.3, 2007.12.7, 2007.12.27, 2008.3.21, 2008.3.28>
1. ｢초지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
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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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
전기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삭제 <2003.5.29>
24.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
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27.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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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3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
법 제17조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 ｢
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38.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9.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
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0.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

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7, 2008.2.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7,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사전 협의규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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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있는지 여부

비 고

○

○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30일)
규정 유무
대령
위임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4.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2조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
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전용) 허가
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
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
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
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8.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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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
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 안에서 제11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⑦ 협의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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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비 고

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4조 (관련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
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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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8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
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
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
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8.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
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9.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
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만, 같은 법률에 따른 채종림
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3. ｢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
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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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34.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7.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

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
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절차적 투명성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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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비 고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수도법｣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
소음ㆍ진동규제
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가동개시) 신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의 의제(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

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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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15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1조 (관련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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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立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
연안관리법｣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17.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18. ｢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

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

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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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실체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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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6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
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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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
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의 지
정해제
13. ｢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
장허가
16.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17.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

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사전 협의규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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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투명성

○

절차적 투명성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있는지 여부

비 고

투 명 불투명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
제13조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
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2.21,

2007.1.26,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2.29,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
인․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
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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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업법｣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삭제 <2007.4.11>
12.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
의 해제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
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1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
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
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
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
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 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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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
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3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
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

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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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1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8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
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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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
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의 지
정해제
13. ｢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
장허가
16.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17.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

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있는지 여부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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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투명성
○

제 4 장 인․허가의제 규정의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협의규정을 유무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11.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1.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立木伐採) 등
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
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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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12.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9조 (허가등의 의제)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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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1, 2009.1.30>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
른 초지전용허가
2.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
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9.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
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
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
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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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과 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삭제 <2008.3.28>
3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
비시행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

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있는지 여부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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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비 고

1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 9 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신
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4.1.29,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2.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
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8.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
용의 허가
10. ｢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14.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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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

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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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

14. ｢
도로법｣제25조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
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
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
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
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전용 허가
10. ｢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에 따른 협의
1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
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
분․광업권취소처분
1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
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
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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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른 협의
19. ｢
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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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

15. ｢
도시개발법｣제19조
제19조(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의 승인
9.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 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
처분
1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15.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
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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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
18.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의 허가
19. ｢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
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
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
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7.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
천 점용의 허가
31. ｢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

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

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비 고

○
실체적 투명성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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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30일)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대령
위임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
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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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2003.5.29, 2005.3.18,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1, 2008.3.21,
2009.1.30, 2009.2.6>
1.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
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
를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
한다)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7. ｢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
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
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삭제 <2009.2.6>
3.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
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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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9.2.6>
5. 삭제 <2009.2.6>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에는 시
장ㆍ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④시장ㆍ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
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
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

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 2009.7.31] 제32조제1항제12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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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2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17. ｢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제15조
제15조 (인․ 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4.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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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
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3.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
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
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의 허가
18. ｢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
어촌․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
어진 경우에 한한다)
2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1. ｢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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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
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

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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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비 고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1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 (인․ 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
(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같
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7. ｢수산업법｣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4. ｢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
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
설치 허가
1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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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실체적 투명성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1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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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6.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2. ｢수도법｣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수도 설치의 인가
1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

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
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
정 2008.3.21>
1.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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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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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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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7조
(1) 실시계획고시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의제) ①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
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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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투명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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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비 고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3조의2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
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
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3.3,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1>
1.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
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
도로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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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16.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
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
조의 신고
17.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18.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개정 2006.3.3, 2007.4.11>
1. ｢축산물가공처리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
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2.12.30>
⑧ 삭제 <2002.12.30>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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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있는지 여부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절차적 투명성

○
○

22.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3조 (인․ 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
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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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
가․신고
2.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공작물
의 축조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
는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
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
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10.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관할 구역
외 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11.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
시 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
사도법｣제4조에 따른 개설허가
1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
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
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
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
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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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의 허가
19.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
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23.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5.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24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32.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
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률등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

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

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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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23. ｢
신항만건설촉진법｣제9조
제 9 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개정 2006.10.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
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

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
의ㆍ등록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
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1999.12.31,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5.8.4, 2006.10.4,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3.21, 2008.3.28,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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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0.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
6호 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
수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
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5.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협의 또는 승인
7.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
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0. ｢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토석의 채취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
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
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8.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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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0.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1.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2.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3.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60일)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대령
위임

절차적 투명성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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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비 고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2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제22조 (관련 인․ 허가등의 의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26, 2009.1.30>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8.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
낙농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2. ｢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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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
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6. ｢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8. ｢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
정의 해제
19. ｢산림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
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 ｢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23. ｢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
치신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7.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9. ｢
전기사업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2. ｢
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 ｢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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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

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
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

계 법률 또는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
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30
일)
있는지 여부

절차적 투명성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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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여부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33조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
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30>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4.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
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
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0.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1.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36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3. ｢
전기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8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15. ｢관광진흥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 ｢
온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8.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
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
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6.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
지 지정의 해제
2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
건축법｣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
축협의
33.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
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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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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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
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
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12.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의 지
정해제
13. ｢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
장허가
16.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17.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

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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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절차적 투명성

○

27.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7조
제17조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1.3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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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
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교통체계효율화법｣제1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3.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
소음․진동규제
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
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9. ｢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
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8.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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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는지 여부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15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28.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
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
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2009.1.30, 2009.6.9>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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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
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
조제1항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
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
에 의한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인가
10.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
1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6.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

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달
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
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시행일 : 2009.12.10]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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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2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29.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7조 (관련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
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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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
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
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3.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36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7.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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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
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5.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7.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의 점용허가
34. ｢하천법｣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35. ｢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
조제1항에 따른 협의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

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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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

30. ｢
접경지역지원법｣제9조
제 9 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
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
4.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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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고(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
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의 승
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
17. ｢
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
어촌ㆍ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

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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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규정 유무
있는지 여부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3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제230조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
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
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 2009.1.30, 2009.3.25>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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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
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
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
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
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
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
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
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
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
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
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
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18. 삭제 <2007.8.3>
1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20. ｢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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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2.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
지 지정의 해제
26.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
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7.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가설 건축물 허가ㆍ신고
31. ｢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7. ｢
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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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32. ｢
주택법｣제17조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
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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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
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
고. 다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
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
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
측량법｣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測量成果) 사용의 심사
22. ｢
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
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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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
한다.
[전문개정 2009.2.3]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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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 5 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
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
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
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
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3.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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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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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투명성

○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비 고

34.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
제29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
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
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
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
산림법｣ 제
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의 전용신고
9.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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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
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
치신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 ｢
어항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
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
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

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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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실체적 투명성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는지 여부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35. ｢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9조
제 9 조 (인ㆍ 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1>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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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입지승인,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 계약의 허가
2.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
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
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
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만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
어촌ㆍ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2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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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2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 제1

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부

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263

비 고

절차적 투명성

제 4 장 인․허가의제 규정의 검토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

36.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 (인․ 허가 등의 의제) ①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신고․인
가․지정․승인․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
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6,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5.11.8,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3.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
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
의 해제
5.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삭제 <1997.12.13>
7. ｢수도법｣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8.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9.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0.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3.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
용허가
14. 삭제 <1999.1.21>
15. 삭제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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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17.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
획의 승인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
17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삭제 <1997.12.13>
22. ｢
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23.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허가
26.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7. ｢
건축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9. ｢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③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

는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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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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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37.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
고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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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ㆍ제38조의2에 따른
협의ㆍ승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
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폐지ㆍ변경 승인
11.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
수도법｣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7.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8.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
의 해제
19. ｢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

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 2009.7.31] 제40조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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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비 고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38. ｢
철도건설법｣제11조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
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
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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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
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
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광구)의 감소처분
8.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
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비관리청)의 공
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
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
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
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
19.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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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6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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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 (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
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지정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4.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5.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6제2항에 따른 도로의 연결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
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
획의 승인
15. ｢
건축법｣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
지적법｣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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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

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272

절차적 투명성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40.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2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진흥지구안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허가ㆍ
신고ㆍ인가ㆍ동의ㆍ승인ㆍ협의등 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대부ㆍ지정ㆍ해제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0.12.29, 2002.12.30, 2005.3.31, 2005.8.4, 2006.9.27, 2007.1.26,
2007.4.1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지관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2.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동법 제52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변
경승인을 포함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6.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②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내용이 관계법령

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3.31,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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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비 고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절차적 투명성

○

4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
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
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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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
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7.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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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 사전 협의규정 유무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30일)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절차적 투명성

4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 (인ㆍ 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
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
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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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입목)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의 지
정해제
13. ｢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6.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7. ｢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

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협의규정을 유무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있는지 여부
규정 유무

○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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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비 고

○

43.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 (관련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
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3.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
도설치의 인가
7.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의 점용허가
8.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9. ｢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
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의 지정 해제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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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
수산업법｣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3. ｢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항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
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투 명 불투명

① 법률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
는지 여부

○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는지 여부

○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
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
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
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사전 협의규정 유무

실체적 투명성

○

⑦ 협의규정을 두고 ⓑ 선 인․허가(사업인정) 후
있는지 여부
협의규정을 유무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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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여부

인․허가 의제 투명성 확인항목

비 고

투 명 불투명
(20일)

규정 유무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 인․허가 협의체 구성유무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
정 여부

○

Ⅳ.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결과
공익사업 관련 43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규정 투명성 측정결과는【표-6】과 같다.
【표-6】공익사업 관련 43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규정 투명성 측정결과
체크리스트
구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1

｢2011대구세계육
상선수권대회 및
○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

○

○

×

×

2

｢2012여수세계박
람회 지원특별법 ○
｣

○

○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관한 법률｣

○

○

×

×

×

4

｢고도 보존에 관
○
한 특별법｣

○

○

×

×

×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

×
(30일)
대령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20일)

○

○

280

제 2 절 분석대상분야 및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구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5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
지원에 관한 특
별법｣

○

○

×

×

6

｢국 제 회 의 산 업
육성에 관한 법 ○
률｣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률｣

○

○

8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
등에 관한 법률｣

○

9

｢기 업 도 시 개 발
○
특별법｣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15일)

×

×

×

○

×

○

×

×

×

○

×

○

○

×

×

×

○

×

10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
○
원 등에 관한 법
률 ｣

○

○

×

×

×

○

×

×

11

｢농어촌도로정비
○
법｣

○

○

×

×

×

○

×

12

｢대덕연구개발특
구 등의 육성에 ○
관한 특별법｣

○

○

×

×

×

○

13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
관한 법률｣

○

○

×

×

×

14

｢도로법｣

○

○

×

×

×

○

15

｢도시개발법｣

○

○

○

×

×

×

○

×

○
(30일)
대령
위임

16

｢도시 및 주거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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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20일)

경정비법｣

17

｢동ㆍ서ㆍ남해안
○
권발전 특별법｣

○

○

×

×

×

○

×

○
(30일)

×

×

×

×

○

×

18

｢무인도서의 보
전 및 관리에 관 ○
한 법률｣

○

○

×

×

×

×

×

×

×

×

×

×

×

×

19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 ○
한 법률｣

○

○

×

×

×

○

×

×

×

×

×

×

×

○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

○

×

×

×

○

×

○
○
(30일)

×

×

×

○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관한 법률｣

○

○

×

×

×

○

×

×

×

×

×

×

○

×

22

｢새만금사업 촉
진을 위한 특별 ○
법｣

○

○

×

×

×

○

×

○
(30일)

×

×

×

×

○

×

23

｢신항만건설촉진
○
법｣

○

○

×

×

×

○

×

○
(60일)
대령
위임

×

×

×

×

○

×

24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

○

×

○
(30일)

×

×

×

×

○

×

25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 ○
한 특별법｣

○

○

×

×

×

○

×

○
(30일)

×

×

×

×

○

×

26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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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분

법률명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27

｢용산공원
특별법｣

○

○

○

×

×

×

○

×

○
(15일)

×

×

×

×

○

×

28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
한 특별법｣

○

○

×

×

×

○

×

○
(20일)

×

×

×

×

○

×

29

｢재해위험 개선
사업 및 이주대
○
책에 관한 특별
법｣

○

○

×

×

×

○

×

○
(30일)

×

×

×

×

○

×

30

｢접경지역지원법
○
｣

○

○

×

×

×

○

×

×

×

×

×

×

×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

×

×

○

×

○
○
(30일)

×

×

×

×

×

32

｢주택법｣

○

○

○

×

×

×

○

×

○
(30일)

×

×

×

×

○

×

33

｢주 한 미 군 기 지
이전에 따른 평
택시 등의 지원 ○
등에 관한 특별
법｣

○

○

×

×

×

○

×

○
(30일)

×

×

×

×

×

×

34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
지원 특별법｣

○

○

×

×

×

○

×

○
(30일)

×

×

×

×

×

×

35

｢지방소도읍
성지원법｣

○

○

○

×

×

×

○

×

×

×

×

×

×

×

×

36

｢지 역 균 형 개 발
및 지방중소기업
○
육성에 관한 법
률｣

○

○

×

×

×

○

×

○
(30일)

×

×

×

×

×

×

37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 ○
특례법｣

○

○

×

×

×

○

×

×

×

×

×

×

○ ○

38

｢철도건설법｣

○

○

×

×

×

○

×

○

×

×

×

×

×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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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60일)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30일)

×

×

×

×

×

×

40

｢폐 광 지 역 개 발
지원에 관한 특 ○
별법｣

○

○

×

×

×

○

×

○
(30일)

×

×

×

×

×

○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30일)

×

×

×

×

×

×

42

｢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43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
이용에 관한 법
률｣

○

○

×

×

×

○

×

○
(20일)

×

×

×

×

○

×

○ : 투명

× : 불투명

제 3 절 인․허가 의제제도의 문제점
Ⅰ. 인․허가의제제도의 활용문제
1. 활용도가 높은 인․허가
의제처리규정은 민원인입장에 다양한 관련법규를 하나하나 해당부서를 방문하는 번
거로움을 줄이고 전체적인 인․허가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하며, 민원서류 제출상의
시간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 인․허가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원처리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인․허가의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의 의제처리 빈도가 높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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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제출되는 서류가 유사
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잘 활용되고 있다.

2. 활용도가 낮은 인․허가
종래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소방, 배수설비 등이 포함됨)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고 제
출되는 서류도 타 인․허가와 상이하므로 의제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특히 민
원인들이 건축허가를 의제로 처리하고자 준비하였다가 해당 관청에서 불허가 처분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스스로 원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건축허가신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세움터”로 접수할 수 있지
만,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대부분의 인․허가는 서류로 접수하
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인․허가시 건축허가는 의제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시에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
담을 덜어지면서 문제해결을 찾아가고 있다.

3. 인․허가의제 활용도 저조 원인
인․허가 의제제도는 단순한 창구의 일원화일 뿐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는 어차피
소관기관의 심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사업자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Ⅱ. 타행정청과의 협의문제
1. 主 인․허가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요건 동시 검토문제
주된 인․허가로 인하여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업
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주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물론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2. 협의절차문제
(1) 협의의 의의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관청에서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의제를 받
기 위해서는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는 의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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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
지에 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
다고 할 것이다. 즉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복합적인 경우(이른바 복합민원)에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하여 주된 인․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의제대상 인․허가에
관한 관할과 여러 가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일 뿐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제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와 의제대상 인․허가는 각
기 다른 인․허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업무의 내용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이지 아니한 경우
에는 주된 인․허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
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도 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주된 인․허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업무를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의 적합 여
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허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 의제를 하거
나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의제를 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한 경우 이 역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
다 할 것이지만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유로 인․허가를 취
소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3) 협의 회신 문제
가령 공장설립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협의부서(의제 처리부서)로 문서 협의할 경우,
협의부서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접수(처리시한이 명시됨)된 민원서류가 아니므로 처리
기한을 신경쓰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협의에 대한 촉구공문을 수차례 요
구하여야 회신되는 사례가 많다.

3. 협의기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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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례에서 보면, 해당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
고 대부분의 인․허가 등 의제 관련 입법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기 전
에 인․허가 등 의제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권자가 다
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사업시행자는 농지 등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
문에 사실상 그 기간동안에는 사업을 중지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또한 협의가 지연되어 인․허가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기
간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현행법률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어 절차의 신속화에 저
해되는 문제가 있다. 즉, 43개 법률 중에서 협의기간을 15일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가 2개, 20일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4개, 30일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21개,

60일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2개, 14개 법률은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 현행 법률에서는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
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협의기관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인․허가 처리지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Ⅲ. 구비서류감축에 따른 문제
1. 컨설팅 수수료문제
인․허가 의제서류를 만드는 것이 복잡하여 대부분 공장창업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컨설팅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2. 서류감축문제
인․허가 의제처리의 경우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더 길게 처리한다. 다만, 민원인들
로 하여금 개별법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참고자료의 제시요구에 따른 부담은 존재한다.

제 4 절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승인사례와 판례태도
Ⅰ.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승인사례
1.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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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승인을 하면서
- 기존의 ‘先 법적절차이행 後 사업승인’방식에서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여 6시간만에 승인함으로써,

-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로 평가받았으나, 향후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승인에 관한 법적 장치가 필요

2. 관계 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제29조, 제31조

3. 현황 및 문제점
❍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공장신설, 외국인 투자유치, 학교이전 등 사업을 추진
할 때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관한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 해당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지
가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인․허가 등 의제 관련 입법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
기 전에 인․허가 등 의제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 승인권자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사업시행자는 농지 등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동안에는 사업을 중지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음.

❍ 그런데, 최근 파주시는 ‘파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 일부 인․허가 등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
을 승인하여 토지 매입가능 시기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
기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 기존의 “先 법적절차 이행 後 사업승인”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승인ㆍ고시까
지 약 15개월이 정도 걸림.
-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및 파주시 관련 부서 협의(1개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2개월)
-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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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은 사업승인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 사례
라 할 수 있으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일부 인․허가 등에 대한 협의가
되기도 전에 승인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
완 장치가 필요

4. 개선방안
❍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의 사업승인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9조제3항 신설
- 이와 함께 인․허가 등 의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 규정도 추가로 검토 필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정

제29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

같음)

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
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1
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협
의되지 않은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특별한 필요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사실상 인․허가 등 의제 관
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경우 등’으로 요건을 일반화하여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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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검토

Ⅱ. 판례의 주요내용
가.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
국방정책상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하였던 공여구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날로 낙후되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진흥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복
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나.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제도
1) 우선 지원특별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군수․구
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의 내용과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④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⑤ 사업의 시행기간, ⑥ 사업장소(위
치도를 포함), ⑦ 소요토지 확보방안, ⑧ 사업의 효과, ⑨ 관계도면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3
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에 승인권자는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1조 4항).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서 보듯이 당해 사업장소
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
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① 사업시행자 ②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지정 또는 승
인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승인 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가) 지원특별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부터
제28호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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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과연 사업시행승인
을 하는 때에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인․허가사항을 일시에 일괄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우선 위 인․허가의제규정에서의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본다.
인․허가의제규정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허가, 인가, 승인 등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
므로, 의제대상 인․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
고, 또한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 주된 인․허가시에 의제대상 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목적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화 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고,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허가
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허가사항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
정기관이 개별 인․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라 하겠다.
따라서 인․허가의제규정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단순히 의제대상
인․허가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허가행
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업시행승인 전에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지원특별법은 인․허가의제대상인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일시에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사업시행승인의 요건으로 삼은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승인을 하
면 사업시행승인으로서 일정한 효력을 갖되, 향후 관련 인․허가의제대상에 대
하여 협의를 거치면 해당 사항에 관한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특정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개별법14)을 살펴보면, 이는 승인․인가의 신청
및 요건, 그 처분에 관한 조항과 승인․인가시의 인․허가 의제 조항을 별도
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해당 인․
14) 별지 3 [특정 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개별 법률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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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이와 같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선
택에 따라 승인․인가 신청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
도로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관
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법령들을 보
면 반드시 사업시행승인의 효력과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결부시켜야 할 것
은 아니다.
② 인․허가의제조항에서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협의란 인․허가 행정기관의 동
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볼 것인데, 인․허가사항이
되는 건축허가사항, 배출시설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소방시설설
치허가사항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모두 확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당한
규모를 가진 사업시행의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둔 인․허가의
제조항이 사업진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③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개별법15)의 규정들에 의하면 사업시행승인(또는 인가
등)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이 인․허가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제대상이 되
는 인․허가사항의 검토서류를 제출하여 일괄의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편의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특별법이 인․허가의제사항을 두
면서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
은 신청인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스스로 알아서 인․허가의
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부담까지 덜어주고자 승인권자가 사업시행
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여 인․허가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승인 신청단계에서 신청인이 시행할 사업내용 중 시설의
세부내용까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인․허가의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단계에서 일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업진행단계

15) 역시 별지 3 [특정 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개별 법률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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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정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사업시행승인처분을 하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승인의 효력을 부여하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향후 구비요건을 갖추어 의제효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사업
을 진행하는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연구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승인은 모름지기사
업시행자 지정 외에도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
시행지역 등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본이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최초의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지원특별법 제29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토계획법상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
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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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제를 위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효과로서 ①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효과 외에도 ② 사업시행자 지정, ③ 사업예정지구 지정, ④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
정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①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본 다음, 차례로 ②,③,④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림
지역 214,717㎡를 교육연구시설단지 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결정 및 연구시설이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변경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
는 사항이고, 기반시설 설치결정 중 학교에 관한 시설결정 역시 국토계획법 제30
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연구시설에 관한 시설결정은 국
토계획법 제30조, 제139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협의절차는 피고가 경기
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합의를 거치는 절차
라 하겠다.
나) 피고가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보건대, 피고가 2007. 4.

30. 경기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입안을 하여
결정신청을 하고, 한차례 보완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이미 2007. 8. 27. 경기도고시
제2007-5100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림지역인 214,7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한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승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용도지역변경이 포함되어 있는바, 1항에서 본 바
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위 용도지역변경결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염두에 두고 내
린 결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의 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은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 중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경기도지사와 사
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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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는 경기도지사와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시설의 종류가 엄연
히 연구시설이었으므로, 시설의 종류가 학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 후 피고가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8. 7. 17. 도시계
획시설을 연구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고, 시설부지를 540,179㎡에서 850,181㎡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비로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미 행
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는 2006. 10. 11.경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포함한 캠프 에드워드 일대에 관하여 대학유치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경기도지사가 위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위 계획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지사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학교시설이 설치될 것을 예
정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학교시설결정에 관하여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토계획법 제30조 소정의 도
시관리계획결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
었음을 대비한 피고 및 참가인의 하자 치유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
고로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토계획법 제8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 지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3) 사업예정지구 지정
사업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개념은 피고가 사무처리지침으로 임의로 규정한 개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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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지원특별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피고 주장의 사업예정
지구 지정의 효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같은
단계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사업예정지구 지정 단계를 구분하여 그 효력
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항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
원특별법의 절차가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특성별로
그 절차를 구분하여 따르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
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이상 택
지개발촉진법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여부
사업인정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은 ‘제11조에 의한 사업시
행승인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시에 사업인정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더라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특정의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사업인정의제의 효력발생시기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업시행승인처분은 ①사업시행자 지정 ②사업내용 ③사업지역 지정의 의미를 가지
는데, 사업내용이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단계부터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
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그 확정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진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별로 확정
되는 사업내용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일부승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법률효과만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승인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일부승인을 그대로 지원특별법 제31조에서 정한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살피건대, 사업인정의제는 다수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에게 토지보전의무와
수용권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 등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는 효력이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사업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하게 되는 특성상 행정청의 재
량권 행사로서 사업시행승인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부승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
및 사업인정의제의 효과가 갖는 의미와 내용은 서로 그 맥락을 달리 하므로, 사업인
정의제의 효력발생시점은 일부 법률효과만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승인의 효력발생시점

296

제 4 절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승인사례와 판례태도

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므로16), 지원특별법 제3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종의 일반법17)에 해당하는 국
토계획법을 기본적인 해석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비로소 사업인정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사업계획수립의 초기단계
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의제의 효력을 인정하면 향후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필요
한 토지의 감축이 있는 경우 수용 및 보상절차가 무용으로 돌아가 다수 이해관계인
들에게 소유권행사의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
특별법상 사업시행승인에 있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기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참가인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실시계획 인가가 의
제되는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과만을 수반할 뿐 피고나 참가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과
는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해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일부 효과를 수반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가부
이 사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사항이 의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효과 중 일부(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사업시행자 지정의
제)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에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도시계
획시설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주
장하는 효과 중 일부만 발생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고,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주민의견청취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지원특별법에서는 발전계획수립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로서 공청회 개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시행승인시에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16) 이와 같은 차원의 사업으로는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이 있다.
17)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업과 관련한 일종의 일반법은 각 호가 규정한 개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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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인․허가의제효과는 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는 것이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된다
고 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
업내용이 포함된 발전계획수립 당시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공여구역반환구역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어떠
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의견청
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제28
조 제2항에 의하면 승인권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
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승인처분 전에 환
경 등 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사업으
로서 ’가. 도시의 개발 (10)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
면적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시설로서 ’나. 평가대상시설 (파)교육
연구시설 (1)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대학교 : 건축연면
적 10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의
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

‘에, 재해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사업으로서 ’가. 도시의개발 (9)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
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이라고 하여 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환
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하여 보면 실시계획 인
가에 관한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 각 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을 하면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로서 일부승인에 해
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단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를 이행하면 족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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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의 공익성 등 결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규모 교육연구시설단지를 설립하는 것으
로서 그 성격상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 할 것이고, 교육기능, 연구기능, 학문교
류기능, 지역사회교류기능 등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단지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 것인
바,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상수용인원과 사업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추후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시점에서 지원특별법 제31조에 의해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면, 사업의 공익성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점에서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낙후된 파주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연구시설단지 건립
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한 점,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사업지역과 사
업규모,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점, 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 공청회에서 관
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점,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점, 필요한 연구시설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판례검토
이 판결은 파주시가 ‘파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인․
허가 등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을 승인하여
토지 매입가능 시기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기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주시의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은 사업승인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 사례
라 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일부 인․허가 등
에 대한 협의가 되기도 전에 승인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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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협의를 사실상의 합의로 보면서 실체적 요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요한다
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특성을 외면하였다는 문제점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가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때에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허
가사항을 일시에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해석
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출서류 부담을 민원인이 아니라 행정청의 확인사항이라고 판
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를 일괄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0조제2항 등과 같은 사례에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협의대상을 절대적․선
행적 협의 인․허가 사항과 상대적․후행적 협의 인․허가 사항으로 분리하여 대응
하는 경우에 엄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5 절 의제빈도가 높은 개별법상 인․허가
기준 검토
여기에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빈번하게 의
제되는 것을 선별한 것이다. 개별 법령에서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 검토는 첫째, 일
반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과 내부지침에 없는 사례, 둘째, 법령과 내부지
침상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셋째, 인․허가기준이 법령에는 없고 내부지침
에만 있는 사례, 넷째, 인․허가 기준이 투명하게 규정된 사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인․허가 기준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검토하
였다.

Ⅰ. 일반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과
내부지침에 없는 사례
현행 법령상 인․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사례는 없다.

Ⅱ. 법령과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1. ｢
하천법｣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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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
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
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건설교통부훈령 제478호 하천에관한사무처리규정(개정 2004. 7. 29)에는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검토결과
- 하천법상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하천법(제30조)에는 일반적인 허가기준으로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의 검토”만을 규정하고 있다.

- 하천법시행령(제29조)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하천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는 서류첨부에 관한 사항만이 나타나 있다.
- 내부지침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개선방향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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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자가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하위법령에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먹는물관리법 제23조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

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관련규정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
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

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 법률은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방식
을 채택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업의 영업허가 기준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허가신청서와 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처분시 제조시설 및 설비, 제조공정,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와 형성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 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과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허가기준의 투
명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기간연장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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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법문상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그 대강조차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개선방향
-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조건부 영
업허가와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적으로라도 규정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신고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4.12.31>)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
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
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3.28, 2004.12.31>
②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1.3.28, 2003.5.29, 2004.12.31>
③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5.6.30>)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
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5.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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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1.12.1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법령”이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
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의 구체적 기준은 관
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시에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의
해 간접적으로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방
지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것이다.

-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 중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혹은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 개선방향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5호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규정을 신
고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양오염방지시
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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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

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
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
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

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
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ㆍ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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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
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

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내부지침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1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 6. 10)
- 제16조(용도변경의 승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농지법에는 용도변경 승인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농지법에는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농지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농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 첨부서류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1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용도변경의 승인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개선방향
- 농지법의 용도변경 승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승인
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하위법령에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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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
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
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

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7조 (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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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3조 (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
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
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
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한다)
3.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
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
경하는 사항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

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산림청고시 제2008-제131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2008.
9. 3)에서 세부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검토결과
- 산지관리법 제15조는 산지전용신고의 근거만 정하고 신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7조는 첨부서류의 근거를, 제18조는 신고의 범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첨부서류와 토지등기부등본에 대한 전자
적 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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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제5호에 의하면, 임업용 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채․약초․
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
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용작물에 어떤 품종이 해당하
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농민들이 새로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산
지전용 가능성에 대하여 개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산지전용 허가사항인
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 절차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고 재배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재배농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농촌의 소득증대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도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5호의 “특용작물”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 개선방향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특용작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지전
용 신고여부에 대한 농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의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
의 재배”를 “산채․약초․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특용작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제2조제3호ㆍ제4호
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

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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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

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

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

채등에 필요한 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
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
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

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
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
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
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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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1. 벌채 및 굴취ㆍ채취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고 제10조제3항

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
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2008. 6. 4) 제6조에서는 첨부서류에 대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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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제 6 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①수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구청장”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상 관상수 사

업실행 임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를, 기타 신고 임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입목굴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1, “현지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업계
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를 붙여야 한다.
1. 굴취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2.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 검토결과
- 법률상 입목벌채 등의 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법률규정
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허가근거를 규정하고 있
다. 제2항에서는 불허가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도록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는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는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
는 임의입목벌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는 입목벌채의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
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
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고 불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허가요건으로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들고 있다. 시행
령 제41조는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
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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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여
도 무방한 불허가기준을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경제와 관련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개선방향
- 법률상 입목벌채 등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허
가권자가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경제 및 명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
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명승지․유적
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
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
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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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

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
설 2002.5.13, 2006.9.27>
⑥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
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 2006.9.27, 2007.4.11,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2006.9.27>
[전문개정 1991.5.31]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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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③삭제 <1998.4.11>
④삭제 <19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7.3.22,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개정 1999.7.23>)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④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
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⑤삭제 <1998.4.24>
⑥삭제 <1999.7.23>
⑦삭제 <1999.7.23>
⑧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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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전문개정 1992.2.7]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관련 내부지침 찾지 못하였음

○ 검토결과
- 초지법에는 “초지전용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제23조제1항), 일반적인 허가기
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제23조제2항전단).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인․허가 기준은
일반적인 인․허가 기준이므로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초지법시행령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는 첨부서류와 허가시 고려사항, 부관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초지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초지법에 규정하여 투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8.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5 조 (점ㆍ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
면매립법｣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
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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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
을 점ㆍ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ㆍ

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

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
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3 조 (점ㆍ 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
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소관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6 조 (협의)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ㆍ사용허가에 관
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1.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ㆍ규모 및 내용
3.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기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

닷가에서 점ㆍ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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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 ｢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른 습지
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관련
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협의대상
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허가신청 등) ①｢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8.7, 2005.9.30, 2006.6.26, 2007.3.28, 2008.3.14>
1. 삭제 <2006.6.26>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
도를 말한다)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등본
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삭제 <2006.6.26>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
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8.6.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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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21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개정 2007. 4. 4)에는 구체
적인 허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제 5 조(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 확인)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점․사용허
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석지를 토지(임야 등)로 등록․등기하여 이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석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승계받은 개
인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그의 명의로 지적공부 등에 등록․등기되었는지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지역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협의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이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
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바다 또는 바닷가에 법 제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공유
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의
하여야 한다.
제12조(점․ 사용허가의 부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전단, 영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설치공사의 감리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 검토결과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령 및 내부지침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는 일반적인 허가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제3항
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하여, 제7항에서는 부관부과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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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제3조는 허가신청
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에 대해, 제6조는 협의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 서류첨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다.

○ 개선방향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법률에 일반적인 인․허가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9.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8 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는 관
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

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거
나 협의ㆍ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8.6.25>)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3.31, 2005.9.30, 2008.6.25,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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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ㆍ사용허가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25>
1. 공작물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월이상의 연장
③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④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⑤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

료 1개월 이전에 연장 사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6.25>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사내역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실시계획승인 또는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6 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 신고 <개정 2008.6.27>)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 하거나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
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5.9.30, 2007.3.28, 2008.6.27>
1. 사업계획서(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2. 점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
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
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이하 이 호에
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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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2007.3.28, 2007.11.23, 2008.3.14, 2008.6.27>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 법률상 실시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승인 또는 신고기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공유수면관리법에는 구체적인 승인 또는 신고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제3항
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ㆍ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승인 또는 신고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은 승인 또는 신고기준과 관련하여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며,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
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다.

○ 개선방향
- 공유수면관리법상 실시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
식을 승원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승인 또는 신고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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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
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찾지 못하였음

○ 검토결과
- 법률에 분묘개장 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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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다.

○ 개선방향
- 법률상 분묘개장 허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허가권
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법률에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11. ｢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사도법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개설허가신청) ①｢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7.12.31>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1 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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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사도개설등의 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사도법(제4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사도법시행령(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도면 및 서류첨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다.
- 사도법시행규칙(제1조)에는 허가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 사도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기준은 매우 불투명화하다고 볼 수 있다.

○ 개선방향
- 법률상 사도개설등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허
가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도법에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도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허가기준의 투명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2.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
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

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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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
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
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
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

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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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
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법률 제54조의 조문명에 인․허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법률 제54조의 관
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54조는 협의규정을 두고 있다.

- 법률 제5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
시행령 제4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과 변경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법률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6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관광단지개발
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
확성과 투명성에 반한다.

○ 개선방향
- 법률상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규정방식을 승인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승인권자가 각 시․도의 시․도지사이므로 승인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현실
적인 한계가 있다.

- 법률에 일반적인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관광진흥법 제54조의 조문명에 인․허가를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조문명도 내용에 맞추어 “조성계획의 작성과 승인”으
로 하든가 조문내용을 “수립”으로 개정하든가 하여 통일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13.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상 인․허가 기준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
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
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
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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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
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
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권원)［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
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

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
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

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
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
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

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
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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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
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

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
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
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
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
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
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
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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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검토결과
- 법률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명확성과 투명성에 반한다.

○ 개선방향
- 법률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
식을 허가권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따라서 승인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법률에서 일반적인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4. 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

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
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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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시행령 인․허가 기준
제 7 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
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

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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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없음

○ 검토 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기준의 명확성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 개선방향
- 하수법 제4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법 제11조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운
영 효율화를 위해 인가 사항 중 10%미만의 사업규모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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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7 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
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공사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

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
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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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2009.2.6>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
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
을 가진 행정기관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

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2008.1.24>
1.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
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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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
므로 허가기준의 명확성 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 개선방향
-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다
음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시설설치를 모두 마쳤는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6.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
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
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1.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계획이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
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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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 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 허가를 하는 경우 미

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

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⑥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신청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외의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ㆍ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 비관리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이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항만명
2. 목적 및 사유
3. 유지ㆍ보수구간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4 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
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

다. <개정 2008.3.14>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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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

정 2008.3.14>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3.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 검토결과
- 법률 제9조제3항에서는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라는 것을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 항만공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령에 항만공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 개선방향
- 국토해양부령에 항만공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항만법시행규칙 제13조(항만공사의 절차) 항만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
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
고 허가된 항만공사는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7. 광업법 제24조 광업 불허가 처분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
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
체(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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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 관련규정 없음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 및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
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유통단지
라.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
업구역
마.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
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광업법 제24조 제2항은 광업 불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으
나, 그 광채의 규모 및 품위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허가기준의
명확성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공익의 기준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업법시행규칙은 산업자원
부령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익이란 보호법익으로서 상
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 개선방향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광채의 규모 및 품위에 대한 기준이 시
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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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의 기준을 광업법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하거나,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법률에서 공익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인․허가기준이 법령에는 없고 내부지침에만 있는
사례분석
1. 측량법 제25조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
을 간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

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3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도 그 밖의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
이라 한다)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등을 다시 간행한 경우에는 그 지도등의 사본을 국토

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행하는 지도등의 심사는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행한다.
1. 도곽설정ㆍ축척 및 투영
2. 지형ㆍ지물 및 지명의 표시
3. 주기 및 기호표시
4. 난외표시
5. 표준작업방법
6. 기타 표시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339

제 4 장 인․허가의제 규정의 검토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7-586호(2007.11.08))
제 5 조(심사사항) ① 법제25조 및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등의 성과심사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국가기본도 등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장은 최신 국가기본도 이외의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

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도 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에 관한 측량법 제25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3조는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행하는 지도등의 심사사항에 대해
서는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는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 지도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5조는 별표에서 지도 등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5조 별표의 내용을 적어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Ⅳ. 인․허가 기준이 투명하게 규정된 사례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농지법상 인․허가 기준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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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
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
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

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확인기준에 따
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
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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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
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
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
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
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

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
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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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
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
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삭제 <2008.6.1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지전용허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
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
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ㆍ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
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
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1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 6. 10)
- 내부지침 중 허가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제4조(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 제5조
(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7조(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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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 ①관할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농지전용허가ㆍ협의)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 검토의견
- 법률상 농지전용의 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농지법은 허가기준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농지법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허가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ㆍ공
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허가기준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있다.

- 내부지침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도 매우 구체적으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농지전용의 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허가권
자를 주어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농지법시행령상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법률로 격상하여 일반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농지법상 인․허가 기준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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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

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에 따라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
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
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
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1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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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농지법에는 일반적인 신고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
고 있다.

- 농지법시행령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에 구체적인 신고기준이 나타나 있다.
- 규정 제10조(농지전용신고)에서 신고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개선의견 없음

3.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
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
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

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
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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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

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

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
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
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
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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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
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 <2005.8.24>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
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

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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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개정 2009.4.20>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산림청고시 제2008-제131호｢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2008.
9. 3)에서 세부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검토결과
- 산지관리법령과 내부지침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산지관리법(제14조, 제18조)에 일반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제20조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관부과에 관한 것이다.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개선방향
-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것이 인․허
가 기준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

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 및 ｢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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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7.24, 2002.12.30, 2005.8.4, 2006.12.28, 2007.1.26>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1조 (사방지안에서의 시업허가) ① 삭제 <2007.3.22>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

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3.2,
2006.1.26, 2007.3.22, 2008.1.31,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
와 종료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2008.1.31>
④ 삭제 <1999.3.3>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허가신청서류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
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

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관련 내부지침을 찾지 못하였음

○ 검토결과
- 사방사업법령상 허가기준은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은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가 기속행위임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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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는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사방사업법시행령(제11조제2항)에 서류첨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사방사업법시행규칙(제9조제2항)은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개선방향
- 개선의견 없음

5.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17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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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
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
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
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관련 내부지침을 찾지 못하였음

○ 검토결과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은 사방지 지정의 해제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에는 일반적인 지정해제기준이 나타나 있다.
- 사방사업법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서류첨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사방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개선방향
- 개선의견 없음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
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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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국토해양부지침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세부적인 검토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검토결과
-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령상 허가기준은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 법률(제58조)에는 일반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시행령(제56조)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개선방향
-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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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

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
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

정 2005.9.8, 2008.9.25>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
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
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
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
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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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08.9.29>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
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
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국토해양부지침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세부적인 검토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검토결과
- 법률에는 인가기준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인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법률(제88조)에는 일반적인 인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시행령(제97조)에 구체적인 인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시행규칙은 신청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 개선의견 없음

8.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하천법상 인․허가 기준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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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

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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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

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

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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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
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 건설교통부훈령 제478호 하천에관한사무처리규정(개정 2004. 7. 29)에는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점용허가등의 기준) ①하천관리청이 법 제30조․제33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여부
2.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3.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4.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5.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여부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여부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34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
부 또는 법 제34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여부
8. 유수인용 및 공작물설치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② 삭제 <2004.7.29>

○ 검토결과
- 법률상 하천 점용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하천법령과 내부지침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보
이지 않는다.

- 하천법(제33조)에는 점용허가시 고려사항 등 일반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개선방향
- 법률상 하천 점용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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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로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도로법상 인․허가 기준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
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ㆍ점용기간ㆍ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
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
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17조 (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
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④ 제2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내부지침상 인․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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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법률상 도로점용의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도로법령에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로법(제38조)은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도로법시행령(제28조)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다.
- 도로법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다.

○ 개선방향
- 법률상 도로점용의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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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 방안 제시
제 1 절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에 관한 기준 제시
Ⅰ. 인․허가 기준 일반의 투명성 제고
1. 법률유보원칙의 실현
(1)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간의 인․허가요건 규정의

적절한 배분 도모
1) 법률에는 기본적인 인․허가요건, 명령에는 구체적인 인․허가요건, 행정규칙에는
해석규정(기속행위의 경우) 및 구체적인 재량고려사항(재량행위의 경우)을 규정하도
록 한다.

2)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2) 인허가기준 수권시 입법형식의 지정
인허가기준 수권시 입법형식을 지정하도록 한다. 즉 “장관이 정한다”는 표현은 지
양하고 입법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2. 질의회신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주무기관 및 관계기관의 질의회신기간 설정
주무기관 및 관계기관에 질의회신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2) 기간내 주무기관등의 답신이 없는 경우
기간내 주무기관등의 답신이 없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허가 기준의 명확화 방안
(1) 인․허가등 대상의 열거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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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등 대상의 열거가 가능한 경우 열거방식으로 규정한다.

(2) 인․허가등 대상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인․허가등 대상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열거하고 그에 준하는 경우
에 한하여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한다.

(3) 인․허가의 성질이 기속행위인 경우
인․허가의 성질이 기속행위로서 인․허가 기준이 모호한 개념인 경우에는 해석기
준의 제정 및 공표의무를 부과한다.

(4)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고려사항을 정하는 재량준칙의 제정 및 공표의무 부
과한다.

(5) 인․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여 존재하는 경우
인․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축허가요건이다. 인․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기속행위의 경우 “인․허가 요건”,
재량행위의 경우 “인․허가 기준”이라는 조문명하에 모아서 규정하도록 입법을 정
비하여야 할 것이다.

(6) 인․허가 기준과 결격사유를 연결하여 규정할 것
적극적 기준인 인․허가 기준과 소극적 기준인 결격사유를 연결하여 규정함으로
써 일목요연한 인․허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가 기준 동시규율의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업의 허가․등록 등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가를 동시에 규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가 기준을 동시규율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
다.

5. 인․허가 기준의 정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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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제6조의

2(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를 보면, 1999. 8. 23에 제정되
어 지금까지 인․허가 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어 인․허가 기준의
최신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법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준에 정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기준을 3-5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기준의 최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인․허가 기준 적정화를 위한 시민제안제도 도입
인․허가 기준 적정화를 위한 시민제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민원
불편사항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허가 기준 적정화에 참여한다는 적극
적 기능, 시민들에 의한 인․허가 행정의 감시기능 등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7. 인․허가 지연사례 보고대회 개최
각 부처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인․허가 사례 중 지연사례를 각 부처별
로 선정하여 그 사례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인․허가 지연과 관
련한 실체적, 절차적 및 조직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자기반성적 인․허가 행정을 통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
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Ⅱ. 인․허가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1. 사전결정, 적정통보 및 사전협의제도의 활성화
(1) 사전결정제도 및 적정통보제도의 활성화
사전결정제도를 인․허가에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적인 사항,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 재
량사항을 미리 결정받고, 재정투입은 인․허가가능성이 높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결정을 원칙상 종국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신중히 행하도록 하며 사전결정된 것
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적정통보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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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판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을
사전결정으로 보고 있는 같다(대판 1998. 4. 28, 97누21086).

(2) 사전협의제도의 활성화
사전협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의 승인가능성에 대하여 사전협의
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인․허가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행 입법례로는「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는 “농업인
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의 기속행위화
현행법령은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절차간소
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를 기속행위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3.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의 감축 및 일괄규정
35개 법령의 인․허가 기준을 14개 체크리스트(실제로는 21개)를 사용하여 인․허
가 관련 제출서류의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의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제출서류 부
담이 경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최
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14조제5호(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
서 정하는 사류)와 같이 일괄적으로 제출서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법령을 보면 바로 제출서류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4. 협의규정의 개선
법령상 협의기간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즉, 실시계획의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의견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규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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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식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
획승인에 있어서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1호, 동법에 따른 시행령 제30조의1-제2항제9
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인․허가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
다. 따라서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등록증의 즉시교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은 등록증 즉시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는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발
급하는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처럼 등록증
즉시교부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인․허가 조직의 개선방안
1.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정통하도록 직무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인․허가 등 규제는 신설되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심의의 질 제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로 인해 심의의 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
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의 선정시에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의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65

제 5 장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 방안 제시

4.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
건축법상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와 같이 복합민원의 경우에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조직설계가 요청된다.

5. 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의 흠결로 인
해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능동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인․허가 지연처
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동기에 기초한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우수인력의 인․허가 관련부서에의 집중배치
신속하고 간단명료한 인․허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경쟁력
을 확보하는 가장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례
가 적지 아니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우수인력을 인․허가 관련부서로 집중
배치하여 인․허가의 신속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7. 민원 대행업체의 인․허가 행정참여 유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내 토목·측량협회 및 건축사 협회 등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실시,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내용 통지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
해 민·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
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익 증진 및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Ⅳ. 인․허가 기준 모델입법례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인․허가 기준의 모델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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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장관은 ○○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장관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전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허가 및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전결정을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전결정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장관은 허가신청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에 따른 본허가 및 예비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결격사유)
○○○ 시행령

제00조 (허가신청서) ①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제00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2.
제00조 (허가의 세부기준)
○○○ 시행규칙

제00조 (사전결정)

2. 등록, 신고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인․허가 기준의 모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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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 조 (○○의 등록)
제 ○○ 조 (등록증의 교부등)
제 ○○ 조 (○○의 등록기준)
제 ○○ 조 (등록의 결격사유)
○○○ 시행령

제○○ 조 (등록신청서의 심사)
○○○ 시행규칙

제○○ 조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조 (등록신청서의 심사)
제○○ 조 (첨부서류의 보완)
제○○ 조 (실제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건설업의 등록
○ 법률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 9 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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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
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개정 1999.4.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
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
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삭제 <2005.1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 시행령상 인․허가 기준
제 9 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개정 1999.8.6>)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
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 시행규칙상 인․허가 기준
제 2 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정 1999.9.1>) ①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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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
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
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2005.1.15, 2006.8.7, 2007.10.15, 2007.12.3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
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이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
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
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
정 2007.12.31>
제 4 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개정 1999.9.1>) ①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
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

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370

제 2 절 인․허가 의제제도의 투명화 방안

2007.12.3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도지사의 요
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 5 조 (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 6 조 (실제확인)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
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 2 절 인․허가 의제제도의 투명화 방안
Ⅰ. 인․허가의제에 있어 투명성의 제고
1. 인․허가의제 고지제도 도입
민원인은 인․허가의제제도 하에서 사업별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과 인․허가 신
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
의를 위하여 주무기관이 사업별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과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하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고지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

(1) 직권에 의한 고지
- 민원편람을 통하여 고지

(2) 신청에 의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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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출과 함께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2. 인․허가의제시 인․허가요건의 명시
인․허가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시
하도록 한다. 다만,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Ⅱ. 민원인의 편의 도모
1. 부분 인․허가의제제 도입
인․허가의제제도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인․허가의제를 위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허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인․허가신청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
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업무상, 재정상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인․허가의제제도는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민원인의 사정
에 따라 일부의 인․허가의제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서류 일
괄제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2. 사전결정제도의 도입
사전결정제도를 인․허가의제시에도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정책적인 사항,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 재
량사항을 미리 결정받고, 재정투입은 인․허가가능성이 높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결정을 원칙상 종국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신중히 행하도록 하며 사전결정된 것
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사전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Ⅲ. 인․허가의 신속성 강화
협의가 지연되어 인․허가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협의기간을 원칙
상 20일(현행은 주로 1개월)로 단축하고 협의기간이 지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
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4항).
그리고 주무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인․허가협의체(예, 건축복합민원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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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제(건축법 제12조) 등)를 구성하여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하도록 한다.

Ⅳ. 인․허가 기준의 완화
일정한 경우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여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
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적 실체집중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하에서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고18) 이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제한적 실체집중에 따른 인․허가 기
준에의 적합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합 여부
를 판단하도록 한다.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두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나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

Ⅴ. 서식의 인․허가 기준 배제
- 서식은 인․허가 기준에서 배제한다.
- 서식은 시행규칙에 둔다.
- 서식은 인․허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Ⅵ. 관련법령의 개정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의 신설
- 민원인에게 처분기준 설정청구권 및 처분기준설명권 부여
-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규정을 둔다. 최종판단은 주무 기간이 해야 하고 협의부서
의 동의는 아니된다.

- 인․허가협의체를 규정한다.
- 사전결정규정을 둔다.
- 주된 인․허가 단계에 이해관계있는 민원인이 참가하는 방안을 둔다.
- 인․허가 의제 신청서류 고지제도를 명시한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인․허가 기준도 포함시킨다.
18)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면서 시급한 사업의 경우(예, 경제위기시 창업인허가, 외자유치인허가) 공정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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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인․허가 의제규정의 개정
(1) 공익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법률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先 인․허가(사업승인) 後 협의” 규정을 신설
< 예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 >
현

행

개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정 안

제29조 (인․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

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

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

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신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설>

위한 긴급한 필요성 , 사실상 인․허가 등
의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 절차
만 남은 경우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협의되지 않
은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

- 개정대상 인․허가의제규정 법률 : 43개 법률 전부
(2)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과 의견미제시시 협의간주규정을 법률에의 명시
< 예시 : ｢도시개발법｣개정안 >

현

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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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 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

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개정대상법률 예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등

(3)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30일 →20일)의 단축
< 잘 된 입법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

행

제 17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①②③(생 략)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예시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 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가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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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개정대상 법률 예시
｢도시개발법｣제19조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4) 인․허가 의제규정 모델입법례
인․허가 의제규정 관련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인․허가 의제규정에 대한 모델입법
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입법안
주요내용
제 29조 (인․허가등의 의제 ) ① (생략)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 ②
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 -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원칙적으로 서류일괄
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제출을 규정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는 인․허가 의제에서 제외

인․허가 의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③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 - 사전 협의규정 규정
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 일정한 경우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
만,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하여 협의하도록 규정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인․허
가 일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 ④
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을 30일에서 20일
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
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로 단축

구체 - 의견미제시시 협의간주규정

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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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법안
주요내용
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先 인․허
위한 긴급한 필요성, 사실상 인․허가 등 가(사업인정) 後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의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경우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1항에 해당하
는 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
의를 마칠 때까지는 협의되지 않은 인․허
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절 인․허가의 투명화를 위한 그 밖의 개선방안
Ⅰ.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제도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활용 및 개선(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이하 검토)
- 주무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주무기관에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기도 하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식 때문
이다. 인허가 주무기관에 법령해석기관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유권해석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
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7항은 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사업별 인․허가 해설서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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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관련법령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업별(민
원별)로 인․허가 해설서 발간

- 모범사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 수 있다.

Ⅲ. 법령보충적 고시의 공표
- 법령공포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법령보충적 고시의 경우 공표하여야 효력을 발
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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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이 연구보고서는 ① 중소기업창업분야, ②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분야, ③ 환경분야,
④ 통신분야, ⑤ 건축분야, ⑥ 금융분야, ⑦ 농림․축산․수산분야, ⑧ 운송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허가규정 및 공익사업
관련 인․허가의제규정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지침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
과를 토대로 하여 인․허가 기준 및 인․허가 의제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중요한 법령상 인․허가 기준을 검토하였다.
인․허가 기준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모든 실체적 사항을 지
칭한다. 인․허가 요건은 인허가를 해줌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말한다.
법령상 인․허가 기준 검토는 첫째, 인․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사례, 둘째, 인․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셋째, 인․허가 기준이 내부
지침에만 있는 사례. 넷째, 인․허가 기준이 명확한 사례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
였다. 첫째 사례와 셋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둘째 사례와 넷째
사례에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것과 등록, 신고 등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형
태를 분리하여 설정하였다.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인․허가 기준의 투
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는 14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
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장비 기준 적정 여부, ⓔ 인력
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⑧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절차적 투명성 검증 체크리스트로 ⑨ 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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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⑪ 절차간소화 지침 작성․고시 규정 여부,
⑫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조직적 투명성 검증 체크리스트로서 ⑭ 인․허가 행정부서의 통합 여부를 설정하
여 투명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신고, 등록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 9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
크리스트로 ① 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인․허
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중요사
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④ 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인․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중복규제 여부, ⓓ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인력기준 적정 여부, ⓕ 자본기준 적정 여
부), ⑤ 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⑥ 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
어 있는지 여부, ⑦ 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
다. 다음으로 절차적 투명성 검증 체크리스트로 ⑧ 서류․도면 첨부 적정 여부, ⑨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등을 설정하여 투명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야별 인ㆍ허가 기
준 투명성 측정결과는 아래【표-4】와 같다.
【표-4】분야별 중요 인ㆍ허가 기준 투명성 측정결과
체크리스트
분 야 법률
1

①

②
④
⑬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중소기업
3
창업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산업입지 1
및
2
공장설립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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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법률
4

체크리스트
②
④
⑬
① ⓐ ⓑ ⓒ ③ ⓐ ⓑ ⓒ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⑭
○ ○ ○ ○ × ○ ○ ○

○ ×

5** ○ ○ ○ ○ × ○ ○ ○ ○ ○

환경

건축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농림축산 3 ○ ○ ○ ○ × ○ ○ ○
수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6

운송

○ ○ * ○ *

○ ○ ○ ○ × ○ ○ ○

○ ○ ○ ○ × ○ ○ ○
금융

×

1

5** ○ ○ ○ ○ × ○ ○ ○ ○ ○

통신

× ○ × ○ ○ ○ ×

2

○ ○ ○ ○ × ○ ○ ○

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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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 : 등록․신고

빈칸 : 규정無

○ : 투명

× : 불투명

제4장에서는 인․허가의제규정의 검토를 하였다. 인․허가의제제도라 함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
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인․허가의제규정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
는 허가, 인가, 승인 등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민원인으로 하
여금 여러 개의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의제대상 인․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 주된 인․허가시에 의제
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목적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
속한 결정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화 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허가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허가사항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개별 인․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인․허가 의제는【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에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은 43개 법률 전체이다.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1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
정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실체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 ① 법률에 인․허가 의
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② 법률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의제되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적정한지 여부, ④ 일정한 경우
주된 인․허가 기준과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중요한 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경미한 인․허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⑤ 부분 인․허가 의제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⑥ 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설정하였고,
둘째, 절차적 투명성 측정 체크리스트로는 ⑦ 협의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사전
협의규정 유무 ⓑ 先 인․허가(사업인정) 後 협의규정 유무 ⓒ 협의요청시 의견제출
기간 규정 유무 ⓓ 협의기간 경과시 협의간주 규정 유무 ⓔ 인․허가 협의체 구성
유무), ⑧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규정이 있는지 여부 ⓑ민원인 확인
미동의시 사본첨부 규정 여부), ⑨ 인․허가 의제 고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⑩ 인․허가 의제되는 법률상 관련서류 제출규정 여부, ⑪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의 통합고시 규정 여부 등을 설정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인․허가 의제규정의 투명성 측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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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공익사업 관련 43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규정 투명성 측정결과
체크리스트
구 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1

｢2011대구세계육
상선수권대회 및
○ ○ ○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

×

×

×

○

×

○
(30일)

×

×

×

×

×

2
★★

｢2012 여 수 세 계
박람회 지원특 ○ ○ ○
별법｣

×

×

×

○

×

○
(20일 )

×

×

×

×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 ○
관한 법률｣

×

×

×

○

×

×
(30일)
대령
위임

×

×

×

×

× ○

4

｢고도 보존에 관
○ ○ ○
한 특별법｣

×

×

×

○

×

×

×

×

×

×

×

5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 ○ ○
지원에 관한 특
별법｣

×

×

×

○

×

○
(30일 )

×

×

×

×

○ ×

6
★★

｢국 제 회 의 산 업
육성에 관한 법 ○ ○ ○
률｣

×

×

×

○

×

○
(15일 )

×

×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

×

×

○

×

×

×

×

×

×

○ ○

8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 ○ ○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9
★

｢기 업 도 시 개 발
○ ○ ○
특별법｣

×

×

×

○

×

○
○
(30일 )

×

×

×

○ ×

10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
○ ○ ○
원 등에 관한 법
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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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 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11

｢농어촌도로정비
○ ○ ○
법｣

×

×

×

○

×

×

×

×

×

×

×

×

12

｢대덕연구개발특
구 등의 육성에 ○ ○ ○
관한 특별법｣

×

×

×

○

×

×

×

×

×

×

×

×

13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 ○ ○
관한 법률｣

×

×

×

○

×

○
(30일)

×

×

×

×

×

×

14

｢도로법｣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대령
위임

16
★★

｢도시 및 주거
○ ○ ○
환경정비법｣

×

×

×

○

×

○
(20일 )

×

×

×

×

○ ×

17
★

｢동 ㆍ 서 ㆍ 남 해
안권발전 특별 ○ ○ ○
법｣

×

×

×

○

×

○
(30일 )

×

×

×

×

○ ×

18

｢무인도서의 보
전 및 관리에 관 ○ ○ ○
한 법률｣

×

×

×

×

×

×

×

×

×

×

×

19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 ○ ○ ○
한 법률｣

×

×

×

○

×

×

×

×

×

×

× ○

20
★★

｢사 회 기 반 시 설
에 대한 민간투 ○ ○ ○
자법｣

×

×

×

○

×

○
○
(30일 )

×

×

×

○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관한 법률｣

×

×

×

○

×

×

×

×

×

×

○ ×

22
★

｢새만금사업 촉
진을 위한 특별 ○ ○ ○
법｣

×

×

×

○

×

○
(30일 )

×

×

×

×

○ ×

23

｢신항만건설촉진 ○ ○ ○

×

×

×

○

×

○

×

×

×

×

○ ×

15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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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 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60일)
대령
위임

법｣

24
★

｢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 기ㆍ공주 지역
○ ○ ○
행 정중심복 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

○
(30일 )

×

×

×

×

○ ×

25
★

｢아 시 아 문 화 중
심도시 조성에 ○ ○ ○
관한 특별법｣

×

×

×

○

×

○
(30일 )

×

×

×

×

○ ×

26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27
★★

｢용산공원 조성
○ ○ ○
특별법｣

×

×

×

○

×

○
(15일 )

×

×

×

×

○ ×

28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 ○ ○
위한 특별법｣

×

×

×

○

×

○
(20일 )

×

×

×

×

○ ×

29
★

｢재해위험 개선
사업 및 이주대
○ ○ ○
책에 관한 특별
법｣

×

×

×

○

×

○
(30일 )

×

×

×

×

○ ×

30

｢접경지역지원법
○ ○ ○
｣

×

×

×

○

×

×

×

×

×

×

×

×

31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 ○ ○ ○
성을 위한 특별
법｣

×

×

×

○

×

○
○
(30일 )

×

×

×

×

×

32
★

｢주택법｣

○ ○ ○

×

×

×

○

×

○
(30일 )

×

×

×

×

○ ×

33

｢주 한 미 군 기 지
○ ○ ○
이전에 따른 평

×

×

×

○

×

○
(30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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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구 분

법률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⑧ ⑨ ⑩ ⑪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34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 ○ ○
지원 특별법｣

×

×

×

○

×

○
(30일)

×

×

×

×

×

×

35

｢지방소도읍
성지원법｣

○ ○ ○

×

×

×

○

×

×

×

×

×

×

×

×

36

｢지 역 균 형 개 발
및 지방중소기업
○ ○ ○
육성에 관한 법
률｣

×

×

×

○

×

○
(30일)

×

×

×

×

×

×

37
★

｢지 역 특 화 발 전
특구에 대한 규 ○ ○ ○
제특례법｣

×

×

×

○

×

×

×

×

×

×

○ ○

38

｢철도건설법｣

○ ○ ○

×

×

×

○

×

○
(60일)

×

×

×

×

×

×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 ○ ○
등에 관한 법률｣

×

×

×

○

×

○
(30일)

×

×

×

×

×

×

40
★

｢폐 광 지 역 개 발
지원에 관한 특 ○ ○ ○
별법｣

×

×

×

○

×

○
(30일 )

×

×

×

×

× ○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 ○ ○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30일)

×

×

×

×

×

42

｢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43
★★

｢항만과 그 주
변지역의 개발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20일 )

×

×

×

×

○ ×

육

○ : 투명 × : 불투명

★ 비교적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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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허가 기준의 문제점

제5장은 국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 방안을 제시
하였는데, 제1절에서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
허가 기준 일반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① 법률유보원칙의 실현, ② 질의회신제도
의 실효성 강화, ③ 인․허가 기준의 명확화 방안 등, ④ 성질이 다른 복수의 인․허
가 기준 동시규율의 금지, ⑤ 인․허가 기준의 정년제 도입, ⑥ 인․허가 기준 적정
화를 위한 시민제안제도 도입, ⑦ 인․허가 지연사례 보고대회 개최 등을 제시하였으
며, 둘째, 인․허가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사전결정, 적정통보 및
사전협의제도의 활성화, ② 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의 기속행위화, ③ 인․허
가 관련 제출서류의 감축 및 일괄규정, ④ 협의규정의 개선(협의요청시 의견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규정 명시), ⑤ 약식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⑥ 등록증의 즉시
교부 등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인․허가 조직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인․허가 담당공
무원의 전문성 제고, ② 규제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③ 심의의 질 제고, ④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 ⑤ 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⑥ 우수인력의 인․허가 관련부서에의 집중배치, ⑦
민원 대행업체의 인․허가 행정참여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는

인․허가

기준 모델입법례를 제시하였다.
제2절에서는 인․허가의제제도의 투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허가의제에
있어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① 인․허가의제 고지제도 도입, ② 인․허가의제시 인․
허가요건의 명시를 제시하였고, 둘째,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방안으로 ① 부분
인․허가의제제 도입, ② 사전결정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인․허가의
신속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협의기간을 원칙상 1개월로 정하
고 협의기간이 지나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② 주무
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인․허가협의체(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건축
법 제12조) 등)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인․허가 기준의 완화방안을 제
시하였다.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적 실체집중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서식의
인․허가 기준 배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으로는 ①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의 신
설, ② 민원인에게 처분기준 설정청구권 및 처분기준설명권 부여, ③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규정, ④ 인․허가협의체규정, ⑤ 사전결정규정, ⑥ 주된 인․허가 단계에서
민원인 참가하는 방안, ⑦ 인․허가 의제 신청서류 고지제도 명시, ⑧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인․허가 기준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별 인․허가의제
규정의 개정방안으로는 ①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여서는 안된
다는 규정 삭제, ② 의제되는 인․허가 주무기관의 협의의견을 들어 인․허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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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관이 인․허가 요건에의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
정한다라는 규정 신설, ③ 의제되는 인․허가와 의제되는 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익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법률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先 사업승인 後 협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3절에서는 인․허가의 투명화를 위한 그 밖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주
무부처의 유권해석제도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활용 및 개선(｢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이하 검토)이다. 인․허가 주무기관에 법령해석기관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였고,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도 법제처에 법령해
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사업별
인․허가 해설서의 발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허가관련법령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업별(민원별)로 인․허가 해설서를 발간하는 방안
이다. 셋째는 법령보충적 고시의 공표를 제시하였다. 즉, 법령공포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법령보충적 고시의 경우 공표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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