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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조정이사회의 행
정부처입니다. 도시설정부는 계획변경과 구제 신청서를 받고 
처리하며각종 회의와 심리에 참가하여후속 초안 결정을 내립
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부 등 각종 부서와 구회설정에 
필요한 엄무를 돕습니다. 토지 용도 규정(지도, 내용)을 유지 
또는 갱신하는 역활을 합니다. 그밖에 ZC나 BZA회원의 여
러 요구에 응답합니다. 소송 사건의 기록을 준비하고 일상 행
정 엄무를 담당합니다.  구획설정부는 법인상담부의 법적 문
제를 논의하고 ZC와 BZA가 구획설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DC의 입법절차를 모니터합니다. OZ는 구획 과
정, 토지 용도 규정, 특정 부동산의 구획, ZC와 BZA 안의 모
든 보류 상황에 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사명 선언:

구획설정위원회와 구획조정이사회가 DC의 구획, 토지 용도 
규정 및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문적, 기술적 원조
를 한다.

구획설정부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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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관리부는 DCMR 2조에 의거하여 DC 토지 용도 규정에 
맞게 신청서가 작성됬는지 검토합니다. DCMR 2조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허가센터에 제출하는 신청서 작성
 

• 영유권(C of O) 신청서—허락 가능한 사용범위, 영유권의 
책임, 주소지, 토지 구획, 가구 확인및 영유권 허락을 위
해 수사나 계획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세부 신청서—부지의 크기 및 너비가 요구사항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DCRA의 구획관리부 (ZA)



• 주택 선점 허가서(HOP)—허락 가능한 사용범위, 고용인 
및 고객 방문 제한, 거주 타입 확인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 만약 신청자가 특례나 예외적 허가를 요구하면 구획 관리
자는 거절 또는 구획조정이사회에 편지를 써 회부합니다.

\구획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 부동산의 토지 용도 규정와 토지 구획 지역에 대한 
답을 하기위해 구획 승락 편지를 보냅니다.  

• 부동산이 어떤 구획 지역 소속인지 등 일반적 정보를 제
공합니다.

• 특정 부동산 잠재 발전 가능성이 궁금한 개발자나 소유자
를 위해 예비 디자인 검토 회의 (PDRMs) 를 개최합니다. 
(수수료 요함)

 구획행정부
소비자 및 토지용도규정부

1100 4th Street, SW
Washington, DC 20024 

(202) 442-4576
Website:  www.dcra.dc.gov   -   E-Mail:  dcra@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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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위원회는 1920년 구획법에 의거하여 발족됐으며 5명으
로 구성된 사법관련위원회입니다. 법 개정 이후, 구획규정 및 
지도 변경을 위한 준비, 채택을 담당합니다. ZC는 계획 유니
트 발전(PUD) 사건을 심리합니다. PUD는 개발자가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
다. PUD는 공익제공을 목표로 공공의 안전, 건강, 편의, 복지
를 이루고자 합니다. ZC의 회원 중 3명은 DC에 거주하고 있
고 시장이 임명하여 평의회가 승인한 임원입니다. 4번째 회
원은 의사당영선국 소속 (AOC이거나 하원의원)이며 5번째 
회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구획위원회 (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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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위원회는 1938년 권능부여법에 의해 발족됐으며 5명으
로 구성된 사법관련위원회입니다. 법 개정 이후, 소장과 진술
이 상위되는 사건의 심리, 특례, 행정 결정 항소를 담당합니
다. BZA는 그 외, 외교사절단 관련 사건과 민사 침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합니다. ZC의 회원 중 3명은 DC에 거주하고 있
고 시장이 임명하여 평의회가 승인하였습니다. 4번째 회원은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소속이며 5번째 회원은 ZC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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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조정이사회 (B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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