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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안내건축물착공안내

민원안내

담당부서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설명민원설명 : 이 민원은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를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에게 그 공

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근거법규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신청안내

신청방법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접수/처리접수/처리

접수 : 민원봉사과, 읍면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읍면

처리기간 : 1일

경유/협의부서 : 없음

수수료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계약서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감리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착공 가설건축물축조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물용도변경 건축관계자변경 건축소유자변경 건축물철거멸실 건축물대장말소

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

참여민원 > 종합민원 > 건축 > 건축물착공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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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njoy_civil
/www/enjoy_civil/total_appeal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begin_construc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provisional_leave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begin_construc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temporary_construc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change_mark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change_use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change_person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change_owner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tear_down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register_erasure
/www/enjoy_civil/total_appeal/building/register_certificate
/contents/4084/form_13.hwp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제소법원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타기타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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