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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제   안

q 높은 비율의 산지 주택개발과 환경⋅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미흡

○ 비시가화지역의 전체 건물수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적게는 22.9%에서 많게는 71.9%에 

이르고,1)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주택 관련 개발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도 전체 허가의 44.4%가 소규모 주택과 관련된 

개발임.

- 11개 사례 시군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 중에서 표고 100m 이상에 입지하는 주택의 비율이 포천시 

84.2%, 양평군 39.3%, 남양주시 26.1%로 높으며, 이천시 11.2%, 여주시 8.1%, 연천군 7.5%로 나타남. 

○ 산지에서의 주택개발은 성토⋅절토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집단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 간 허용 용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세부적으로도 경사도, 표고, 성토⋅절토, 기반시설 등의 

허가기준이 느슨함.

q 단기적 대책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강화

○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물리적 기준 강화,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산지 난개발을 방지함.

-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도로폭, 도로 경사를,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표고, 경사, 절토(옹벽, 비탈면, 비탈면 수직높이) 등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건축물의 

건축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소규모 개별입지는 대부분 시군 승인사항이어서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의회 등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임.

q 장기적 대책으로 용도지역의 허용용도, 계획적 개발, 기반시설부담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의 허용용도와 건축밀도의 차별화, 계획적 차원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미수립된 지역의 차별화, 기반시설 부담으로 비도시지역(계획이 없는 

지역)의 개발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을 들 수 있음.

1) 11개 사례 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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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필요성

q 연구배경 :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경관 훼손

○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 개발행위 허가건수의 26.0%, 허가면적의 17.8%를 차지하고 

있는 등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이 전국 개발행위 허가건수의 61.2%, 경기도 허가건수의 5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전국 허가건수의 26.7%, 경기도 

허가건수의 35.3%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건축물의 건축에서 경기도의 비중은 전국 허가건수의 23.9%, 허가면적의 

10.2%이며, 토지형질변경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허가건수의 34.4%, 허가면적의 35.8%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건축물의 건축은 건수에 비해 면적의 비중이 작아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평균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구분
허가 총계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건수 (건) 면적 (천㎡) 건수 (건) 면적 (천㎡) 건수 (건) 면적 (천㎡)

전국 305,214 2,256,140 186,683 1,687,640 81,392 174,305

경기도 79,254 400,825 44,678 172,220 27,971 62,377

허가 총계 
대비 비율(%)

전국 100.0 100.0 61.2 74.8 26.7 7.7

경기도 100.0 100.0 56.4 43.0 35.3 15.6

전국 대비 경기도 비율(%) 26.0 17.8 23.9 10.2 34.4 35.8

자료 : 국토교통부(2018). 도시계획현황

<표 1>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현황(2018)

○ 산지전용의 경우 경기도가 2018년 기준 전국 전용면적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택지개발은 전국의 32.9%, 공장은 38.8%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산지전용 면적 중에서는 택지가 21.7%, 공장이 16.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택지 14.7%, 

공장 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택지개발의 경우 주택(농가주택, 일반주택, 그 밖의 주택)의 허가건수 비중이 높아, 

산지의 소규모 개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5-2019년 5년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건수를 보면, 택지전용 중 택지⋅도시개발을 제외한 

주택(농가주택, 일반주택, 그 외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의 소규모 개발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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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주택이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지에 입지함에 따라 경관의 훼손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주택이 순차적으로 입지하면서 전체 

개발지 규모에 적합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구분 합계 농업용
비농업용

비농업용 계 택지 공장

전국 비율(%) 　100.0
(9,781ha) 5.4 94.6 14.7 9.7

경기도 비율(%) 　100.0
(2,181ha) 2.9 97.1 21.7 16.9

전국 대비 경기도 비율(%) 22.3 11.9 22.9 32.9 38.8

주 : 2018년도 기준 허가면적
자료 : 산림청(2019). 임업통계연보

<표 2> 경기도 산지전용 현황(2018)

q 연구목적 : 시군에서 참조할 수 있는 지침 근거 제공

○ 소규모 개별입지는 시군 승인사항으로 경기도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군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경관 등 여러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 내용이 많아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에서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입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제공하는 상한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개발관련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q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산지의 소규모 주택 개발 현황과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제안으로 구성됨.

- 산지의 소규모 주택 개발 현황에서는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에 이용된 용도 정보를 토대로 

용도지역별, 표고별 건축물 입지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대장, 

산지전용허가대장을 통해 개별입지, 즉 지목상 임야에 위치한 주택의 개발 현황을 살펴봄. 

- 난개발 문제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산지 난개발 현황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짚어봄. 

- 대책방안에서는 난개발 원인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대책

- 3 -

○ 표고 및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황은 11개 사례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함.

- 11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으로, 산지 주택 난개발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논의 중인 시군에 해당됨.2) 

산지 주택 현황

검토기준 대상 시군

현황 건축물 수 표고 11개 시군 개발행위허가대장,
산지전용허가대장
(수원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도로명주소 
전자지도(행안부)
KLIS(경기도)

개별입지
개발행위허가

임야(지목) 2개 시군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31개 시군

산지전용허가 보전⋅준보전산지 31개 시군

문제점

산지 주택 건축 입지 산지전용 행정

개별입지제도

대책

단기 개발행위허가 물리적 기준 강화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

장기 용도지역 계획적 차원 기반시설 부담

주 : 11개 사례 시군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으로,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정리함. 

<그림 1> 연구의 내용

2) 최근 성남시도 같이 논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 진행 시점에서는 11개 시군만 사례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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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지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산지 소규모 주택 개발 현황

q 산지 건축물 현황

○ 사례 시군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시군 전체 건축물수의 27.0%-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시가화지역에서는 22.9%-7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양평군의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비시가화지역에서는 수원시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비시가화지역의 단독주택 건물수는 양평군, 평택시, 화성시, 포천시, 여주시 순으로, 모두 3만호 

이상으로 나타남. 

구분 수원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전체

전체 건물수 74,278 79,778 70,688 125,936 99,364 68,354 79,693 82,015 63,016 71,540 28,174

단독주택
비율(%)

46.4 40.6 39.1 37.1 59.4 29.1 27.0 49.0 55.1 70.3 39.4

비시가화
지역

전체 건물수 5,636 43,649 41,670 99,442 60,165 52,037 67,474 66,810 57,414 65,155 22,609

단독주택
비율(%)

22.9 31.2 36.6 35.0 64.5 27.3 27.2 48.4 55.6 71.9 38.6

자료 : 경기도(2019.10). KLIS 용도지역 데이터;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2019.12).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USGS STRM 
arc-1(2014.11). DEM(30m)

<표 3> 사례 시군의 건축물수 및 단독주택 비율

○ 표고별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표고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수의 비율은 

포천시가 84.9%, 양평군이 40.3%, 남양주시가 24.9%로 높게 나타나며, 이천시, 연천군, 

여주시는 1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중 표고 100m 초과지역에 입지하는 단독주택의 비율은 포천시 84.2%, 양평군 39.3%, 남양주시 

26.1%로 나타나며, 이천시 11.2%, 여주시 8.1%, 연천군 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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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20m 
이하 20-30 30-50 50-70 70-100 100

-150
150
-200

200
-250

250m 
초과 계

수원시
단독주택 1.5 8.2 40.8 37.1 11.5 0.7 0.1 0.0 0.0 100.0

전체 2.2 9.9 39.7 35.3 11.9 0.9 0.1 0.0 0.0 100.0

고양시
단독주택 42.4 26.5 21.9 5.8 2.2 1.1 0.1 0.0 0.0 100.0

전체 41.3 24.8 24.6 6.1 2.1 0.9 0.1 0.0 0.1 100.0

남양주시
단독주택 2.4 10.5 25.9 17.6 17.5 17.9 5.5 2.2 0.5 100.0

전체 4.0 10.6 23.6 17.1 19.8 18.2 4.8 1.4 0.4 100.0

화성시
단독주택 40.9 25.4 23.0 7.5 2.6 0.5 0.0 0.0 0.0 100.0

전체 34.7 25.2 26.1 9.7 3.8 0.6 0.0 0.0 0.0 100.0

평택시
단독주택 58.3 25.5 13.9 1.9 0.3 0.0 0.0 0.0 0.0 100.0

전체 55.0 27.0 15.8 1.9 0.3 0.0 0.0 0.0 0.0 100.0

김포시
단독주택 72.4 18.4 8.5 0.7 0.0 0.0 0.0 0.0 0.0 100.0

전체 67.3 19.9 11.6 1.1 0.1 0.0 0.0 0.0 0.0 100.0

이천시
단독주택 0.0 0.0 3.7 29.7 55.4 10.3 0.9 0.1 0.0 100.0

전체 0.0 0.0 3.6 32.1 54.1 9.4 0.7 0.1 0.0 100.0

포천시
단독주택 0.0 0.0 0.0 3.3 12.5 58.8 20.8 2.9 1.8 100.0

전체 0.0 0.0 0.0 2.5 12.6 61.3 18.9 2.9 1.8 100.0

여주시
단독주택 0.0 0.5 22.4 45.1 23.9 5.8 1.8 0.3 0.2 100.0

전체 0.0 0.6 21.9 42.2 25.6 7.0 2.0 0.4 0.2 100.0

양평군
단독주택 0.0 3.9 19.7 17.9 19.1 21.4 11.6 4.2 2.1 100.0

전체 0.1 4.7 20.0 16.4 18.5 21.4 12.2 4.4 2.3 100.0

연천군
단독주택 0.7 8.2 26.4 35.8 21.3 5.8 1.0 0.5 0.3 100.0

전체 0.8 8.3 24.6 33.7 22.7 7.5 1.4 0.6 0.3 100.0

자료 : 경기도(2019.10). KLIS 용도지역 데이터;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2019.12).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USGS STRM 
arc-1(2014.11). DEM(30m)

<표 4> 사례 시군의 표고별 단독주택수 비율
(단위 : %)

q 개발행위허가의 산지 소규모 주택 개발 현황

○ 사례 시군(김포, 양평)의 용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8년의 총 

허가건수 11,280건 중 5,014건, 44.5%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함.3) 

○ 주택과 관련된 개발의 경우는 총 7,197건 중 임야에서 3,760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총 주택 관련 개발의 52.2%를 차지하는 것임. 

- 특히 양평군의 경우 전체 개발행위허가 9,745건 중 3,757건(38.6%)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한 

주택 관련 개발로, 관내 주택 관련 허가의 52.4%가 임야에서의 개발임. 

- 반면 김포시는 주택보다는 공장 관련 개발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지목이 임야인 토지 또는 허가 필지 중 임야를 포함한 개발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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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
총계 주택계

주택이 포함된 개발행위

근생 공장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근생
+창고 농지 등 토지분할

주택 주택
+근생

주택 
+ 창고

주택 + 
동식물
관련시설

주택 
+기타

총계

전체 11,280 7,197 6,496 206 446 23 26 826 　42 364 253 55 402 727

임야 5,014 3,760 3,410 55 269　 17 　9 345 　17 92 83 29 -　 234

비율(%) 44.5 52.2 52.5 26.7 60.3 73.9 34.6 41.8 40.5 25.3 32.8 52.7 0.0 32.2

김포시
전체 1,535 26 22 3 1 -　 - 89 42 3 2 1 9 720

임야 491 3 2 1 - - - 21 17 - - 6 - 230

양평군
전체 9,745 7,171 6,474 203 445 23 26 737 - 361 251 54 393 7

임야 4,523 3,757 3,408 54 269 17 9 324 - 92 83 23 - 4

주 :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 대비 지목상 임야가 포함된 필지의 허가건수 비율임.; 용도는 허가대장 기재 내용을 토대로 임의 분류함.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 각 시군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

<표 5> 사례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현황(2015-2018)
(단위 : 건, %)

■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의 허가건수와 허가평균면적

⋅2012-2018년4)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건수 중 건축물의 건축이 58.8%, 토지형질변경이 31.8%, 토지분할이 8.4%로 나
타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함.5)

- 허가면적은 건축물의 건축이 52.5%, 토지형질변경이 12.5%, 토지분할이 34.5%, 공작물의 설치가 0.3%로 건축물의 
건축에 이어 토지분할, 토지형질변경 순으로 나타남.

⋅최근 2014-2018년 5년간 건축물의 건축 허가건수는 총 210,709건으로 31개 각 시군에서 연평균 6,797건이 발생하였
으며, 5년간 허가건수가 10,000건이 넘는 시군은 화성시(20,901건), 양평군(17,403건), 평택시(15,689건), 용인시
(13,199건), 김포시(13,172건), 남양주시(11,536건), 광주시(11.073건), 파주시(11,062건)로 나타남.
⋅2014-2018년 5년간 경기도 건축물의 건축 허가 총 면적은 888,125천㎡로, 각 시군의 5년 평균 면적이 28,649천㎡이

며, 용인시(83,545천㎡), 화성시(82,725천㎡), 평택시(59,869천㎡) 순으로 개발면적이 큼.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도 허가면적이 40,000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4-2018년 5년간 건축물의 건축 건수당 평균 부지면적은 4,215㎡이며, 과천시(38,794㎡), 성남시(12,324㎡), 수원

시(7.943㎡), 용인시(6,330㎡), 광명시(6,255㎡), 포천시(6,081㎡), 고양시(6,0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대로 남양주시(1,747㎡), 김포시(1,951㎡), 의정부시(2,050㎡), 광주시(2,433㎡), 양평군(2,576㎡) 순으로 건당 평균 

개발 규모가 작게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 건수와 평균면적(2014-2018)>

 자료 : 국토교통부(2018).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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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지전용허가의 소규모 주택 개발현황

○ 2015-2019년 5년간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39,744건으로 연평균 7,949건이 

발생했으며, 31개 시군의 경우 5년간 평균 1,282건, 연간 256건이 발생함. 

○ 이 중 소규모 주택(농가주택, 일반주택, 그 외 주택)6) 관련 개발이 17,640건으로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허가 평균면적은 1,234㎡로 나타남. 

- 농가주택은 194건, 일반주택은 16,425건, 그 밖의 주택은 1,021건으로 평균 면적은 농가주택이 629㎡, 

일반주택은 1,217㎡, 그 밖의 주택은 1,635㎡로 나타남. 

-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산지전용허가 건수를 비교해 보면,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2015-2018년 

총 31,861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30만 2,622건(건축물의 건축은 17만 2,943건)이 발생해 

산지전용허가가 개발행위허가의 1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5-2019년 각 시군별 산지전용허가 중 소규모 주택 관련 허가는 양평군이 가장 많고, 

가평군, 안산시, 화성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서 약 1,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허가건수는 양평군(4,348건), 가평군(1,924건), 안산시(1,337건), 화성시(1,323건), 여주시(1,135건), 

남양주시(1,072건), 파주시(1,043건) 순임. 

- 특히 1,000건 이상 발생한 시군 중 안산시,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는 전체 산지전용허가 건수 가운데 

소규모 주택 관련 허가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허가면적은 양평군(4,892천㎡), 화성시(3,659천㎡), 가평군(2,265천㎡), 용인시(1,843천㎡), 여주시(1,283천

㎡), 이천시(1,104천㎡), 파주시(1,094천㎡), 안산시(1,053천㎡) 순으로 나타남. 

○ 2015-2019년 경기도의 소규모 주택의 평균 허가면적은 1,234㎡로, 오산시(3,348㎡), 

화성시(2,765㎡), 동두천시(2,597㎡), 용인시(1,952㎡), 성남시(1,680㎡), 이천시(1,295㎡) 

순으로 크게 나타남. 

4) 개발행위허가 통계에 건축물의 건축이 2012년부터 포함되어 집계됨.
5) 자료 : 국토교통부(2012-2018). 도시계획현황
6)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제외한 주택 관련 산지전용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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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2019

건수 면적(천㎡) 평균면적(㎡)비율(%) 비율(%)
합계 39,744 100.0 113,993 100.0 2,868
농지 661 1.7 2,950 2.6 4,462
초지 4 0.0 14 0.0 3,558

공장

소계 3,805 9.6 19,504 17.1 5,126
산업단지 47 0.1 5,009 4.4 106,573
일반공장 3,580 9.0 12,635 11.1 3,529

그 밖의 공장 178 0.4 1,860 1.6 10,452

택지

소계 17,811 44.8 29,652 26.0 1,665
택지⋅도시개발 171 0.4 7,879 6.9 46,079

농가주택 194 0.5 122 0.1 629
일반주택 16,425 41.3 19,981 17.5 1,217

그 밖의 주택 1,021 2.6 1,669 1.5 1,635
도로시설 1,775 4.5 11,238 9.9 6,331
교육시설 71 0.2 655 0.6 9,226
종교시설 184 0.5 436 0.4 2,370

국방⋅군사시설 398 1.0 1,809 1.6 4,546
전기⋅통신 219 0.6 1,579 1.4 7,211
묘지시설 651 1.6 924 0.8 1,420

축사⋅창고 1,271 3.2 5,750 5.0 4,524
골 프 장 22 0.1 2,270 2.0 103,162
스키장 0 - 0 - -

체육시설 64 0.2 1,078 0.9 16,843
관광시설 104 0.3 2,052 1.8 19,734

공용⋅공공용 325 0.8 2,792 2.4 8,591
그 밖의 시설 12,052 30.3 31,035 27.2 2,575

주 :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합산 자료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현황

<표 6>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용도별(목적별) 건수 및 면적 현황(2015-2019)

주 :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합산 자료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현황

<그림 2> 경기도 시군별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 건수 및 면적 현황(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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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 소규모 주택 개발의 문제

q 소규모 주택 난개발

○ 건축관련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 개별건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쪼개기식 인허가를 활용함.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각각 기준 미만으로 계획함.

- 부동산 경기둔화로 부지조성만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음.

○ 입지관련

-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으로 비탈면 성⋅절토로 산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표고는 최대 높이가 

있으나 대개 기준지반고를 이용하여 산정상에도 허가가 가능하여 성⋅절토의 훼손이 더욱 두드러짐. 

예를 들면 양평군의 경우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신청지 평균경사도가 평균 23도 이상으로 

나타남(기준이 평균경사도 25도).

-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25도를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가 많으며, 개발대상지의 경사도 개념으로 일부 지역의 경사가 높아 사면처리가 필요함. 

성⋅절토 기준이 절토는 수직높이 15m, 성토는 10m 기준으로 과도한 사면과 옹벽이 발생함.

- 표고의 경우 21개 시군이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8개 시군이 도시군기본계획의 

개발가용지 선정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음. 표고가 높은 시군도 개발지역 주변의 도로 등 기준지반고를 

이용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산지에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진 발생시 대형 참사 발생할 옹벽 진입도로 급격한 경사로 사고 위험

산능선까지 무분별하게 개발 등산로까지 파헤쳐 시민 안전 위협하는 현장

 자료 : 경기도 도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그림 3> 산지 주택 난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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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해당 시군

25도 
이하 포천1)*, 여주*, 가평

미만 이천*, 안성*, 양평*, 동두천, 연천*

21도
이하

미만 양주2)*, 구리*

20도
이하 용인 처인구*
미만 광주*

18도
이하 김포3)*
미만 안양4)*, 남양주5)*, 의정부*, 파주*

17도
이하 용인시 수지구/기흥구(17.5도 이하)*
미만 안산*,시흥*, 오산*, 의왕6)*

15도
이하 부천

미만 성남7), 고양*, 화성*, 평택*, 광명*, 과천8)*

10도
이하

미만 수원9)*, 군포*, 하남

주 : *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
    1) 포천 :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대상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
    2) 양주 :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평균경사도를 따름
    3) 김포 : 보전지역 11도 이하
    4) 안양 : 녹지지역 10도 미만 
    5) 남양주 : 15도 이상 자문, 18도 이상은 불가
    6) 의왕 : 녹지지역 10도 미만
    7) 성남 : 녹지지역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 15도 미만)
    8) 과천 : 녹지지역 12도 미만
    9) 수원 : 녹지지역
자료 : 각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2020.3 기준)

<표 7> 도시⋅군계획 조례상의 경사도 기준

표고
해당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상 기준 도시군기본계획상 기준4)

300m 미만 가평

200m 미만 양주, 연천

160m 이하 동두천

110m 미만 안양1)

100m
이하 광명

미만 수원, 군포 고양, 의정부, 파주

95m 미만 하남

75m
이하 부천2)

미만 시흥

70m 미만 오산

50m 미만
화성(기준지반고), 평택(기준지반고), 김포(기준지반고), 광주(기준지반고), 이
천(기준지반고), 구리(기준지반고), 안성(기준지반고), 포천(기준지반고), 의왕
(기준지반고), 여주(기준지반고), 양평(기준지반고)

40m 미만 안산3)

30m 미만 남양주(기준지반고), 과천(기준지반고)
없음 성남, 용인

주 ; 1) 안양 : 녹지지역 85m 미만
    2) 부천 : 녹지지역 65m 이하
    3) 안산 : 30m 이상~40m 미만 임야는 심의
    4)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용지 기준으로 이용
자료 : 각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 도시군기본계획(2020.3 기준)

<표 8> 도시⋅군계획 조례 및 도시군기본계획상의 표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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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군별 기준지반고

1. 남양주 : 개발 대상지역이 포함된 전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서 시장이 지정 고시한 토지
2. 화성 기준 지반고는 다음의 해발표고
- 우정읍, 장안면 : 15m
-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20m
-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 30m
- 향남읍, 양감면 : 40m
-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 45m
- 매송면 : 40m
- 동탄1~8동 : 50m

3. 평택 : 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에 의한 해발 50m
4. 김포 : 가장 인근 지역의 도로
5. 광주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진입이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
6. 이천  
-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5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 대죽리는 15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율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성리는 12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 창전⋅중리⋅관고⋅증포동 : 기준지반고 해발 90m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7. 구리 :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
8. 안성 : 운동장,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 낮은 평지
9. 포천 : 산자락 하단부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
10. 의왕 : 주변 지역 포함 경사도가 시작하는 평지 
11. 여주

    

읍면동별
소재지

평균표고
해  발  표  고 기준지반고

(기준해발표고)
비  고

최 저 최  고 평  균
가남읍 72 47.5 280.5 95 100

단위:m

점동면 72 40.5 609.4 122 120
능서면 54 32.1 255.0 62 60
흥천면 40 29.3 403.5 66 70
금사면 52 25.8 630.0 157 160
산북면 150 54.4 709.5 253 250
대신면 57 27.4 462.9 75 80
북내면 54 35.3 529.8 123 120
강천면 73 35.4 541.1 149 150

여흥동/중앙동/오학동 54 35.3 280.0 85 90

12. 양평 : 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
13. 과천 : 가장 인근 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m 미만

○ 산지전용관련

- 버섯재배사, 개간허가 후 5년이 경과될 경우 용도변경 신청으로 택지로 전환함.  

- 보전산지 내 버섯재배사는 공익용산지 10,000㎡, 공익용산지 외 지역 30,000㎡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고, 개간허가의 경우 지목변경이 용이하며, 3만㎡ 

미만이 시장⋅군수 허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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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생산, 이용, 가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

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가.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

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자료 :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4, 5(시행령 12조)

○ 행정관련

- 사후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조성부지와 절⋅성토된 비탈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면 유역청 의견으로 대체하여 군의견을 첨부하기 어렵다고 함.7)

- 개발행위허가 중 단독주택(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제외, 30호 미만), 공동주택(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제외, 30세대 미만), 근린생활시설 등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q 정성적 기준으로 시군의 판단이 어려움

○ 개발행위허가 검토에는 기본적인 분야별 검토, 개발행위별 검토, 용도지역별 검토, 

비도시지역에 대한 특정시설의 추가검토 기준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관과 위해방지 

체크리스트가 있으나, 정성적인 내용이 많아 물리적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개발허가 신청서에 경관과 위해방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부적합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7) 시군간담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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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허가권자)

도시⋅군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15일 이내(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 제외)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자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1

■ 개발행위허가신청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다.)(법 제57조제1항)

2-1-3 허가기준 검토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별표 3의 경관체크리스트, 별표 5의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그 밖에 이 지침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위해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
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토지의 수용⋅사용, 매수청구 등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
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④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⑦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

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
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⑧ 2-1-5.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⑨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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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공통분야,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사업계획,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공유수면매립, 죽목의 벌채, 비도시지역 경관관리)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계획기준(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단지조성, 대지성토)

⋅토지의 형질변경 : 입지기준(상위계획, 경사⋅표고⋅임상도 등), 계획기준(부지조성: 절토,
성토, 옹벽),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

⋅토석의 채취 : 도로 및 하수처리,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

⋅토지분할 :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물건의 적치 : 입지가준,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비도시지역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기준

⋅숙박시설 및 음식점, 창고, 공장, 전기공급설비

체크
리스트

경관

⋅공통분야 : 보전필요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주변지형과의 조화, 건축물 주

변 녹지훼손저감방안
⋅토지형질변경 :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된 절⋅성토면 처리, 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 기본원칙, 경관관리의 기본요소(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색채,

기타), 각종 개발사업 부문별로 고려되어야 할 경관관리방향(단독 또는 일단의 건축물,
공용시설, 역사⋅문화경관)
※ 단독 및 일단의 건축물 
- 산림⋅구릉지 : 자연지형 활용, 녹지 연속성 보전, 스카이라인 보호, 건축물 설치 억제
- 하천⋅호수주변 : 옥외광고물 등 자연경관과 조화, 형태 및 색채 조화, 완충지역 지정 

및 설치,
- 해안 : 형태 및 색채 조화, 건축물의 입지제한, 구조물의 설치 제한
- 농촌지역 :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조화, 지붕형태 및 색채 조화, 가로변 상업시설의 높

이⋅외관⋅색채 등 제한, 고층아파트 제한, 취락경관과의 조화
- 산업시설용지 : 산업시설의 형태, 재질, 색채 조화
- 도로변 : 형태, 색채
※ 공용시설 : 건축형태, 외부공간 조성
※ 역사⋅문화경관 : 완충지대 설정 및 높이 및 입지제한, 건축외관과 간판, 재료

위해방지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사유출, 침수, 산사태, 우수유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및 시설

설치 검토

자료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표 9>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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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입지 제도상의 문제점

○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과의 허용용도 차별성 부족과 지원수단 미흡

-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 간 허용용도의 차별이 

없어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부담, 단지 조성기간의 문제 등으로 지구내 

입지를 기피함.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개발행위허가 후 용도변경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있으나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함.

○ 개발행위허가 이후의 용도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실효성 저하

-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용도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동일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만 변경됨.

○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지속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 

완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규제 완화, 근린생활시설규제 완화 등이 계속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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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대책

1. 개요

구분 세부 적용방안 비고

단기

개발행위

허가 

물리적 

기준 

강화

건축물의 

건축

도로폭

⋅예외조항 삭제: 1천㎡ 미만 근생시설, 단독주택 4m 도로 확보

⋅기준 강화: 2500㎡ 이상 - 6m, 5000㎡ 이상 - 8m 이상 도로 확

보(기존 + 신규개발지 면적)

  ※ 기존 3만㎡ 이상 - 8m, 5천-3만㎡ 미만 - 6m, 5천㎡ 이하 - 

4m 도로기준 적용

도로기준: 형평성

(기준면적 이전 이후)

성장관리방안계획시 

적용(용인시, 세종시)

도로경사 ⋅기준 적용: ±14% 용인시, 세종시

토지형질

변경

표고
⋅개발제한 최고 표고 적용 : 100–200m 

                            평균표고에 따라 차등
 

경사

⋅20도 이하, 필요시 20도 이하에서 읍면동별 차별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서 상향조정 

불가

용인시 구별 차별

옹벽/비탈면

수직높이

⋅옹벽 높이 및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 강화: 5m→3m

⋅단 기준 강화: 비탈면 3m 초과시 1.5-2m 소단설치(기존 5m마다 

1m 이상), 옹벽간 수평거리 2m(기존), 단 3개→2개

  ※ 절토시 비탈면 수직높이 현재 15m→6m

용인시, 세종시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강화

용도변경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축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개

간, 관광농원 등의 개발행위허가시 최초의 지형으로 심사, 부적격시 

유사용도로 변경 혹은 취소시 원상복구(복구지원)

농림어업인 주택 등 

건축물

⋅집단시(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도로 확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준용

형평성(기준면적 

이전 이후)

장기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시행령의 허용용도 및 건축밀도 조정

  ※ 현재도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가능, 시군 부담

계획적 

차원

시가화예정용지 및 

유보용지

⋅성장관리방안: 시군 전체 수립 혹은 허용용도 조정 후 부분 성장관

리방안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정 

⋅면적제한 조정(200㎡ 초과만 해당)
⋅시군의 역할강화

 - 기반시설계획수립

 - 비용징수 및 기반시설 

설치

 - 운용인력 개발부담금

⋅면적제한 조정(도시지역 990㎡, 비도시

지역 1,650㎡ 이상)

⋅부담금 사용처 명시 필요

주 : 세부적용 방안의 기준은 필요에 따라 강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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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대책의 단기적 대안으로 개발행위의 물리적 기준 강화와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를 들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도로폭과 경사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에서는 

표고, 경사, 옹벽 및 비탈면 수직높이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우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개간, 관광농원 등을 택지 등의 용도로 

변경시 최초의 지형으로 심사하고, 부적격시 유사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게 함. 

- 또한 농림어업인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일 경우 산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중 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장기적 대안으로는 용도지역의 허용용도 및 건축밀도, 계획적 관리,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2. 단기적인 대책

q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의 물리적 기준 강화

○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2018년 기준(경기도) 각각 

56.4%, 35.3%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물리적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 관련 구체적 물리적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시행령의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가 

있으며, 지침에서는 진입도로폭을 들 수 있음.

○ 도로폭과 도로 경사기준을 강화하여, 개별입지의 집단화로 인한 도로용량 등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함. 

- 예외조항인 1천㎡ 미만인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도로폭 확보에 대해 4m 최소 도로폭 기준을 

적용하여 도로폭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경사기준을 추가하도록 함. 

■ 도로폭 사례

⋅2500㎡ 이상은 6m, 5000㎡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폭 확보(기존 + 신규개발지 면적 기준) : 용인시, 세종시
⋅1000㎡ 이상 5000㎡ 미만의 다가구주택, 공장, 숙박시설은 5m 이상의 도로폭 확보 : 평택시

■ 도로 경사기준

⋅14% : 용인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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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령 지침

공통

⋅경사도 및 임상(林相)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건축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시⋅
군계획 조례)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 
- 5천㎡ 미만 : 4m 이상
- 5천㎡ 이상 - 3만㎡ 미만 : 6m 이상
- 3만㎡ 이상 : 8m 이상
- (예외: 부지면적 1천㎡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토지형질
변경

⋅경사도, 임상도, 표고(도시⋅군계획 조례)
⋅절토 :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 : 비탈면의 수직 높이 15m 이하
② 보전 용도 : 비탈면 수직높이 10m 이하
③ 산지비율이 70% 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 범위

에서 완화가능
⋅성토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 비탈면의 수직 높이 10m 이하
② 보전 용도 :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하
③ 산지비율이 70% 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 범위

에서 완화가능
⋅2단 이상의 옹벽  
① 시가화 및 유보용도 : 옹벽 간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
② 보전용도 : 설치불가를 원칙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 수직높이 5m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안정, 비탈

면의 점검, 배수 등
- 지피식물, 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처리
- 단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

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표 10> 개발행위허가의 물리적 기준 현황

q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의 물리적 기준 강화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표고, 임상, 경사도, 비탈면의 

수직거리, 옹벽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함.

○ 표고는 시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외에 추가로 최고 해발표고(100-200m)를 제시하여 

산정상 부분의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 표고는 11개 사례 시군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건축물이 시군 평균 표고 이하에 입지하고 있음. 

평균표고가 아주 낮은 평택시는 전체 건축물 수의 51.1%, 화성시는 73.3%, 김포시는 74.8%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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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가 높은 남양주시는 97.1%, 양평균은 97.4%, 연천군은 97.5%, 포천시는 98.3%가 평균 표고 이하에 

입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군이 기준으로 기준지반고를 이용하고 있어, 표고가 높은 지역의 경우 200m 이상 지역에 

건축물이 남양주시 1.9%(단독주택 2.7%), 양평군 6.7%(단독주택 6.3%), 포천시 4.7%(단독주택 4.7%), 

150-200m 사이에는 남양주시 4.8%(5.5%), 양평군 12.2%(11.6%), 포천시 18.9%(20.8%)가 입지하고 

있어, 높은 산지의 입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8)

○ 개발지역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차별 

적용하도록 함. 

- 개발지역 평균경사도는 2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군이 8곳이며, 21도 기준이 2곳, 나머지 21개 시군이 

2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사도의 기준을 20도로 낮추도록 함.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소규모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절토시 비탈면 수직 높이와 비탈면 사이의 단의 길이를 조정하고, 옹벽의 높이와 옹벽사이 

단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비탈면 수직높이를 낮추도록 함.

- 비탈면 수직높이 3m마다 소단 1.5-2m를 두고 단의 수는 2개로 조정하여 비탈면 수직 높이를 6m로 

제한하며, 옹벽높이 역시 3m로 제한하고 옹벽의 수를 2개로 제한함. 

구분
표고(m) 전체 건물수 비율(%) 단독주택 비율(%)

최저 최고 평균 평균표고 
이하

평균표고 
초과

평균표고 
이하

평균표고 
초과

수원시 8 562 73 90.3 9.7 90.9 9.1

고양시 0 793 64 95.6 4.4 95.4 4.6

남양주시 7 864 181 97.1 2.9 95.8 4.2

화성시 0 345 38 73.3 26.7 77.9 22.1

평택시 0 196 20 51.1 48.9 54.5 45.5

김포시 0 372 24 74.8 25.2 79.9 20.1

이천시 12 616 103 91.5 8.5 90.7 9.3

포천시 24 1137 256 98.3 1.7 98.3 1.7

여주시 9 712 111 93.2 6.8 94.1 5.9

양평군 9 1147 244 97.4 2.6 97.7 2.3

연천군 6 859 147 97.5 2.5 98.0 2.0

자료 : 경기도(2019.10). KLIS 용도지역 데이터;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2019.12).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USGS STRM 
arc-1(2014.11). DEM(30m)

<표 11> 사례 시군의 평균 표고기준 건물수 비율

8) 본 보고서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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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지전용허가 용도변경 기준 강화

○ 택지개발을 위한 단계적 이용을 제한하도록 용도변경 기준을 강화함.

- 농림어업인의 생산, 이용, 가공시설(버섯재배사, 개간 등)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이용하여 택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시설설치 이전의 지형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준에 부적절할 경우 용도변경은 

유사시설로 제한함.

○ 농림어업인의 주택건설 등 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산지전용기준이 

개발행위허가보다 완화된 기준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산지전용 기준이 660㎡ 이상 전용면적의 개발시 평균경사도 25도, 임목축적도 150/ha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며, 660㎡ 미만의 경우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건수의 44.4%를 차지하며, 대부분 660㎡ 이상인 일반주택에 

해당되므로 산지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더 강한 제한이 있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구분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연천군

전체 허가건수 39,744 136 1,458 2,114 5,979 1,983 2,159 1,785 1,135 2,310 5,753 675

건수

소계 17,640 60 454 1,072 1,323 620 262 852 281 1,135 4,348 320

비율(%) 44.4 44.1 31.1 50.7 22.1 31.3 12.1 47.7 24.8 49.1 75.6 47.4

농가주택 194 3 0 47 8 3 5 10 12 16 26 8

일반주택 16,425 49 454 1,012 1,243 599 257 767 261 1,110 4,081 303

그 밖의 
주택 1,021 8 0 13 72 18 0 75 8 9 241 9

면적
(천㎡)

소계 21,772 37 315 891 3,659 604 195 1,104 236 1,283 4,892 330

농가주택 122 1 0 39 2 2 3 4 8 6 20 5

일반주택 19,981 29 315 836 3,505 565 192 908 217 1,273 4,512 313

그 밖의 
주택 1,669 6 0 16 152 36 0 192 11 4 359 12

평균
면적
(㎡)

소계 1,234 611 693 831 2,765 974 743 1,295 839 1,130 1,125 1,031

농가주택 629 484 - 828 255 818 610 389 699 346 784 608

일반주택 1,217 594 693 826 2,819 943 745 1,183 830 1,147 1,106 1,032

그 밖의 
주택 1,635 766 - 1,212 2,111 2,001 - 2,563 1,352 467 1,492 1,363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0),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현황

<표 12> 경기도 시군별 산지전용허가 중 소규모 주택의 건수와 평균 면적(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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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
의 구성 등의 특성으
로 인하여 보호할 가
치가 있는 산림에 해
당되지 아니할 것

660㎡ 이상의 산지전용
에 적용. 다만, 비고 제1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
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
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
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
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
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
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
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료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표 13>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3. 장기적인 대책

q 용도지역의 건축밀도 및 허용용도 차별화

○ 용도지역의 성격, 개발허용의 정도에 따라 개발밀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밀도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함.

- 도시지역의 유보지인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위계가 명확하지 않아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밀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비도시지역의 건축밀도를 조정함으로써 산지 개발의 규모를 줄이고 개발밀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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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도시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4층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4층 이하

비도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4층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4층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제한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제한없음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4조, 제85조

<표 14>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건축밀도 기준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별화, 용도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전 지역에서 입지 가능함.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며, 

근린생활시설도 규모와 종류에 차이는 있으나 비시가화지역 전 용도지역에 허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간 허용 건축물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규상의 제한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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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물

자연
녹지
지역

허용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또는 조례로 정한 층수 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등(300㎡

이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300㎡ 미만의 야영장시설 포함)
⋅운동시설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4층 이하의 건축물(또는 조례로 정한 층수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1만
㎡ 미만),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숙박시설(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공장 
-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식품

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유해물
질 배출시설 제외)

-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 집배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계획
관리
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제한하는 건축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판매시설 3천㎡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중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련 시설 등(세부기

준 별표20 참조)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초과 건축물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일반음식점, 제조업소/수리점 등,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숙박시설
⋅공장(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설치되는 

경우)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표 15>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허용가능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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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 용도군 건축물의 세부용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주거
업무

시설군

단독
주택

1. 단독주택 ○ ● ● ● ● ● ▲ ▲

2.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

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

○ ● ● ● ● ● ▲ ▲

3. 다가구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다만,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
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은 제
외)의 합계가 660㎡ 이하

3) 19세대(대지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X ● ● ● ● ● ▲ ▲

4. 공관(公館) ○ ● ● ● ● ● X X

공동
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X X X X X X X X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
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X ○ ○ X ○ ○ X X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
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X ○ ○ X ○ ○ X X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
택을 포함)

X ○ ○ X ○ ○ X X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 허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이 허용되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그 종류가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허용
○ : 도시⋅군계획 조례로서 건축 허용
△ : 도시⋅군계획 조례로서 건축이 허용되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그 종류가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허용
× : 건축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도시⋅군계획 조례가 금지)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22.

<표 16> 주택의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q 계획적 관리의 필요

○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2013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립지역과 미수립지역의 허용용도, 건축밀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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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가화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허용용도, 기반시설 

등을 제시하거나, 허용용도 및 건축밀도 등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성장관리방안계획이 

수립된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q 기반시설부담 재원마련과 시군의 역할 필요

○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개발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현재 개발행위허가지침에도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나9) 소규모 개발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시군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으나 최소 규모가 있으며,10)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해야 하나, 현재 극히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음.11)

- 개발부담금 제도는 대상 규모가 비도시지역의 경우 부과대상 면적이 1,650㎡로 상대적으로 크며, 

부담금이 기초지자체의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지역관리를 위해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부담하도록 하며, 대신 시군이 개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함. 

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6-1.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며, 동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10)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200㎡ 초과만 부과 가능하며, 개발부담금의 경우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기준으로 부과됨. 

11)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기획재정부, 2018)에 의하면 울산(울주, 남구), 대전(서구), 부산(강서), 경남(김해), 
경남(거제)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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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제언

q 산지 주택 개발 현황과 문제 

○ 비시가화지역의 전체 건물수 대비 단독주택의 비율이 적게는 22.9%에서 많게는 71.9%에 

이르고,12)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주택 관련 개발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도 전체 허가의 44.4%가 소규모 주택과 관련된 

개발임.13)

- 11개 사례 시군의 경우 단독주택 중에서 표고 100m 이상에 입지하는 주택의 비율이 포천시 84.2%, 

양평군 39.3%, 남양주시 26.1%로 높으며, 이천시 11.2%, 여주시 8.1%, 연천군 7.5%로 나타남. 

○ 산지에서의 주택개발은 성토⋅절토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집단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근본 원인은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 간 허용 용도의 차별이 부족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세부적으로 경사도, 표고, 성토⋅절토, 기반시설 등의 허가기준이 느슨함.

q 산지 주택 난개발대책

○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물리적 기준 강화,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산지 난개발을 방지함.

-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도로폭, 도로경사 기준 강화를,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표고, 경사, 절토(옹벽, 비탈면,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의 허용용도와 건축밀도의 차별화, 계획적 차원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미수립된 지역의 차별화, 기반시설부담으로 비도시지역(계획이 없는 

지역)의 개발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시키도록 함.

○ 향후 경기도 산지, 구릉지, 경사지 등의 개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규모 개별입지는 대부분 시군 승인사항이어서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군과 의회 등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임.

12) 11개 사례 시군 대상(2019년 현재)
13) 개발행위허가는 김포시, 양평군 사례(2015-2018년), 산지전용허가는 경기도 전체(2015-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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