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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경제일자리과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 
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지역개발과
개발행위허가(도시팀)

주민복지과
법인묘지설치 허가신청
화장장(봉안당)설치(변경)신고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설치 
(변경)신고<종교단체및법인봉안시설에 한함>

농업축산과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산지전용신고

종합민원과
건축허가
건축신고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구분 처리부서
(팀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계 12건

1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법인묘지 설치 허가 30일 7일

2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30일 7일

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설치 (변경)신고(종교단체 및 법인봉안시설에 한함) 30일 7일

4

종합민원과

건축허가 30일 10일

5 건축신고 10일 7일

열린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인이 인ㆍ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업무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policy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synthesis_guide/policy/preliminary_review


민원인 청구

민원인 신청

민원실 접수

군청,읍면

주무과이송

업무담당자

사전심사 및 검토

처리주무과

결과통지

처리주무과

(건축팀)

6 농업축산과
(농정기획팀)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10일 5일

7 산림녹지과
(산지이용팀)

토석채취허가 30일 10일

8 산지전용신고 10일 7일

9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 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 신청 20일 10일

10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20일 10일

1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10일 5일

12 지역개발과
(도시팀)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구분 처리부서
(팀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민원서식명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서식
민원서식명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_0_2021.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1.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2.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3.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4.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5.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6.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7.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8.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9.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10.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11.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12.hwp
https://www.yyg.go.kr/contents/447/civil-13.hwp


기대효과
민원인의 업무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민원인들의 불만경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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