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25 Park Avenue       Doraville, Georgia 30340       770.451.8745        팩스 770.936.3862       www.doravillega.us 

특례 인가 신청서 
지역 사회 개발부 

 

 

특례 인가 목적 

제 23-1402절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는 특정한 사례에서 이 조항의 조건에서 이러한 특례 인가를 고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특별 조건 때문에 조항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시행할 때 개별 

사례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규정의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같거나 다른 구역에서 주변 토지, 건물 또는 구조물을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특례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5. 공시 

담당 직원이 신청자와 

일반 대중에게 공청회 

날짜를 통지합니다. 

지역 신문으로 공시가 

발송되어 해당 

부동산에 지대 지정 

표지를 붙입니다. 

 

6. 시의회(1 차 독회 회부) 

시의회는 제안에 귀 

기울입니다. 신청자는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제안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시의회에서 받은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 이후 

일반 대중은 제안 반대 또는 

7. 시의회(2 차 독회 회부)  

시의회가 1 차 독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 독회에 회부됩니다. 

1 차 독회에서와 같은 

형식이지만 일반 대중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8. 조건 

시의회는 승인 

절차의 일부로서 

해당 요청에 대한 

수정 및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신청 회의 

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청자는 기획 부서와 

만나 해당 제안 및 제출 

요건에 대해 상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서류 

묶음 목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제출합니다.  

3. 시청 직원 검토 

기획 부서가 특례 인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 정보 필요 시 담당 

직원이 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연락합니다. 

4. 기획 위원회 

기획 위원회는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제안을 듣습니다. 

신청자는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의회에 

승인 또는 거부를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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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위트/유닛 # 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낮시간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소유자(신청자와 다를 경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낮시간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 

대상 부동산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별도 표지를 제공하십시오)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금 ID 필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회 지구: ____________ 

현재 지대 지정 카테고리: _________________ 향후 토지 용도 특징 영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례 인가 요청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요청한 자료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하십시오. 

____1)  특례 인가 요청 사항, 작업 범위 제안 사항, 특례 인가 합리성을 설명하는 커버 레터.  

____2)  일곱(7) “표준” 기준에 각각 답변하는 서신.  각 답변 전에 각 기준을 나열하십시오. 

____3) 대지 경계선,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 및 후벽 축소를 위한 주차 배치를 보여주는 부동산 조사서.  하천 둑 후벽 특례 

인가를 요청하는 신청서, 조사서에는 지형 선, 하천/홍수 지역 및 해당 후벽 선도 또한 표시해야 합니다.   

____4)  하천 버퍼 특례 인가의 경우, 이 신청서에 개요를 설명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____5)  신규 건축, 추가 및/또는 용지 개발 작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진 전체 용지 도면. 

후벽 치수는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도면 요건은 용지 도면 체크리스트 참조). 

____6) 공증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 인가서 및 신청자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서(첨부 양식 사용) 

____7) 사진, 투시도, 건물 입면도(특례 인가 요청 및 프로젝트 범위에 적용 가능). 

____9)  담당 직원과 초기의 신청 회의에 근거하여 시에서 요구한 추가 정보.   

 

접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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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공증 인가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본인이 부동산 토지 소유자임을 

맹세합니다. 

정자체로 기입한 소유자 이름 

 

대상 부동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지 ID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된 신청서의 주제는 GEORGIA주 DEKALB COUNTY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에게 

이 신청서 진행을 위해 신청자로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본인은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 건물을 

조사할 권한을 시 담당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신청자 이름(명확하게 정자체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서명 

본인의 면전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그/그녀가 알고 믿고 있는 바로는  

본 공증 인가에 포함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함을 맹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접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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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________________________ 

선거 운동 기부금 공개 
 

O.C.G.A.의 제 36-67A 장 지대 지정법의 이해 충돌 조항에 따라, 다음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2 년 이내에 지방 정부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 기부금으로 $250 이상을 

기부했습니까?  예 _____   아니요 ______ 
 

답변이 예인 경우, 신청자는 Doraville시의 관리 당국에 다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서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선거 운동 기부금을 기부한 지방 공무원의 이름 및 공식 직위. 

2. 이 신청서 제출 직전 2년 동안 각 선거 운동 기부금의 달러 금액과 설명 및 각 기부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날짜    신청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신청자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가지 항목에만 확인 표시: 소유자 ______      

신청자/대리인 _______ 

만기 날짜 / 직인 
 

 

대상 부동산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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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개발부 

신청서 #: 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직원과 사전 신청 회의 
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청자는 담당 직원과 만나 모든 신청서 제출 요건을 상의해야 

합니다. 

회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가 요청하는 신규 지대 지정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자 서명: 본인이 아는 한, 이 사전 신청서 검토는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신청자는 Doraville시의 지대 지정 조례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직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직원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직원 서명은 단지 필수 사전 신청 회의를 진행했었음을 증명할 뿐이며 어떠한 제안에 대한 지역 사회 개발부의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서명 
 

  

이 양식은 접수 전에 전체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와 접수 비용을 모두 동봉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나 정보가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신청서는 미완성으로 판단되어 접수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날짜    신청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증인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신청자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 가지 항목에만 확인 표시: 소유자 ______      신청자/대리인 _______ 

  

 

접수 날짜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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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인가 신청서 
지역 사회 개발부 

 

LCC 규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대 지정 구역에서 특례 인가를 위한 표준 기준 

제 23-1402절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는 아래 1~7 항목에서 설명된 조건이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대로 불필요한 곤란을 겪는 개별 사례에서 특례 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인가 신청서 커버 

레터 이외에도 신청자는 각 기준을 나열하고 또한 각 표준 기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는 서신을 제출하고 

또한 각 표준 기준에 따라 서면 답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같은 구역에서 다른 토지 또는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는 크기, 모양, 또는 지형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는 

특정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하고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 이 조항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신청자에게서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3) 요청한 특례 인가를 허가한다고 해서 신청자의 부동산이 위치한 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는 거부된 

특혜를 신청자의 부동산에만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요청한 특례 인가는 이 조항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하며, 이웃이나 대중 복지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5) 신청자의 행동 결과로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요청한 특례 인가는 토지, 건물, 구조물을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최소한의 특례 

인가입니다. 

7) 특례 인가는 해당 구역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허가되지 않는 토지, 건물, 또는 구조물의 용도를 허가하기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제 23-1402A절. - 특례 인가 허용 제한. 

a) 특례 인가는 부동산의 밀도 또는 용도 요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특례 인가를 허용할 경우, 시장과 시의회는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권장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여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c) 이 장의 개발 표준에 관해 특례 인가를 허용하는 당국은 다음 요건에서 특례 인가를 제한해야 합니다. 

(1) 앞, 옆, 또는 뒤 마당의 경우, 특례 인가는 오십(50)%의 최소 구역 요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부지에 있는 건물 사이의 거리의 경우, 특례 인가는 십(1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차 요건의 경우, 특례 인가는 필수 요건의 오십(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비주거 구역의 경우, 높이 특례 인가는 사(4)에이커 이상의 도면 중심에서 오(5)층을 초과하는 승인 

건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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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역 사회법(Livable Community Code, LCC) 구역에서 특례 인가를 위한 표준 

기준 

특례 인가 신청서 커버 레터 이외에도 신청자는 각 표준 기준을 나열한 서신을 제출하고 또한 각 표준 기준에 

따른 서면 답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23-2005 절에 따라, LCC 구역에 속한 부동산에서 특례 인가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 제 20조(LCC 규정)의 요건에서 특례 인가가 여기에 상반된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4조에 따라야 

합니다.  

(b) 제 14조 제 23-1402절(특례 인가) 및 제 23-1402A절(특례 인가의 허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회는 

특정 사례에서 항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특례 인가를 고려함으로써 특별한 조건 

때문에 조항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시행 시 개별 사례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필요한 곤란을 겪게 

되므로, 규정의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같거나 다른 구역에서 주변 토지, 건물 또는 구조물을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특례 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장과 시의회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확인하는 대로 불필요한 곤란을 겪는 개별 사례에서 특례 

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관련 있을 수 있는 특례 인가에 대한 승인, 거부 또는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항을 고려할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1) 특례 인가는 제 23-2001절(의도)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특례 인가는 종합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례 인가가 제출 및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제안 및 개발된 장소에 허가된 경우 공중 보건이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4) 특례 인가가 주변 부동산 가치를 크게 손상하지 않습니다. 

(5) 특례 인가가 승인 계획과 정보에 따라 개발된 경우 결과적으로 주변 토지 용도와 조화를 이루어 

개발됩니다.  

(6) 특례 인가로 인해 의도된 형태로 개발이 앞당겨집니다. 

(c) 규제 계획 또는 특별 지역 계획 신청서와 함께 특례 인가를 요청할 때 시장과 시의회는 특례 인가 요청 

사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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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대 지정 구역에서 하천 둑 버퍼 및 후벽 설치를 위한 추가 조건  

제 23-1905절 토지 개발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버퍼 및 후벽 요건이 모든 개발 활동에 적용됩니다 

(1) 하천 둑 꼭대기에서 측정했을 때 하천의 양쪽 둑 위에서 (해당 시) 수평으로 측정한 오십(50)피트의 있는 

그대로 자연 식물로 무성한 버퍼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모든 불투수층이 금지되고 있는 그대로 자연 식물로 무성한 버퍼의 위쪽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이십오(25)피트의 추가 후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사 변경, 채우기 및 토목 공사 작업은 후벽 내에서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정화조 또는 정화조 배수장은 버퍼 또는 후벽 내에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인가 절차. 하천 둑 버퍼 및 후벽에서 특례 인가를 받으려면 계획된 토지 개발이 필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1) 하천 둑 특례 인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현장 조사에 의해 결정된 모든 하천, 습지, 범람원 경계 및 기타 풍토의 위치를 포함하는 용지도;  

b. 부동산의 모양, 크기, 지형, 경사, 토양, 초목 및 기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c. 버퍼 및 후벽의 내외부에서 모두 기존 및 계획된 모든 구조물과 기타 불투수층의 위치, 기존 및 계획된 

모든 토지 변동의 제한선을 보여주는 상세한 용지 평면도. 영향을 받는 버퍼의 정확한 영역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d. 버퍼를 유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난관에 대한 문서 

e. 버퍼 또는 후벽 불법 점유를 포함하지 않는 최소한 하나(1) 이상의 대체 평면도, 또는 그러한 용지 

평면도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서  

f. 타인의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되는 총면적 및 길이 계산서 

g. 빗물 관리 용지 계획서(해당 시); 및 

h. 불법 점유에 대한 완화 계획(있는 경우). 완화 계획을 제의하지 않은 경우, 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제 23-1402 절에 제시된 표준 기준 이외에도, 특례 인가를 발급을 결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a. 부동산의 토양, 초목 및 기타 물리적 특성; 

b. 부동산 경계선을 모두 포함하여 부동산에 속한 모든 하천의 위치; 

c. 계획된 버퍼 또는 후벽 불법 점유의 위치 및 범위; 

d. 불법 점유를 줄이거나 불법 점유가 필요 없는 대체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e. 계획된 특례 인가로 인한 장기간 공사 수질 영향; 

f. 특례 인가서 발급으로 인해 최소한 천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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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특례 인가 

a) 제 23-1404절에 따라, 지역 사회 개발 책임자가 이 절에 포함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장의 개발 기준에서 

특례 인가를 고려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특례 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이 

장의 의도가 달성될 수 있고 동등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례 인가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특례 인가로 제한됩니다.  
 

(1) 공공 도로에 인접한 앞 마당 또는 마당—오(5)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특례 인가. 

(2) 옆 마당—이(2)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특례 인가. 

(3) 뒷 마당—사(4)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특례 인가. 

(4) 건물 높이—오(5)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특례 인가. 
 

b) 이 절에서 허가하는 행정적 특례 인가 요청은 지역 사회 개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서 각 신청서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신청서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 어떠한 행정적 특례 인가도 시장과 시의회가 부과한 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삭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d) 지역 사회 개발 책임자가 행정적 특례 인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에 직접 특례 인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