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4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지하2층, 지하4층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사용자 편의를 감안하여 화장실 설치를 검토할 것.
장애인 주차장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출입문에 가까운 여성주차장과 상호 위치 조정 검토할 것.(권장)

방이동
227-4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생, 업무, 운동시설 등
지하5층/지상6층
대지면적 1,507.3㎡
연면적 10,408.19㎡
건폐율 53.30%
용적률 299.59%

지하5층 화물용 승강기 출입문 열림 방향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아래쪽으로 계획할 것.
건물 외장 디자인은 건물과 조화되도록 디자인 개선 요함.(커미셔너 현경아 위원 자문을
받기 바람)
구조안전확인서 상 구조검토는 지하층만이 아닌, 건물 전체와 외벽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최고높이 29.4m

구조안전성 및 내진성능이 확보되도록 검토할 것.
지상1층 화물용승강기 설치부분은 근린생활시설 표시변경 면적에 포함할 것.

조건부
의결

1

<공통사항>
***

3m 건축후퇴선 지정한 도로변의 건축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증축 및 외장변경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등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조경시 방근 방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중전이보가 있을 경우 설비배관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이보 단면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25.

송파구 건축위원회

2019년 제14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정면도 좌측 금속 루버는 빛반사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고, 정면도 우측 입면은 좌우 디자

근린생활시설
지하0층/지상2층
마천동 43-1 대지면적 771.3㎡
연면적 49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48.88%
용적률 64.60%

인 대비 균형감이 있도록 무거운 색채 등으로 보완 검토할 것.
지붕층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 계단을 설치할 것.
실외기실은 소음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
기존 건물 철거 후 직접기초로 지내력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안전성 확인할 것.

최고높이 10.0m

차량 출차가 원활하도록 #1주차면을 상부로 옮기고 출차로를 하부로 검토할 것.(권장)

조건부
의결

2

차량 주문시 진입도로 정체유발을 감안한 대기주차 및 하역 공간 조업주차를 검토할 것(권장)

<공통사항>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등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m건축후퇴선지정한도로변의건축

옥상 조경시 방근 방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중전이보가 있을 경우 설비배관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이보 단면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25.

송파구 건축위원회

2019년 제14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의 결 내용
기계식 주차장 전면 턴테이블 사용이 불가하며, 승강기 구조체 연장선과 대기주차 간섭,
전기충전기 이용시 대기주차 이용불가 등 주차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

업무시설(오피스텔216) 및 근생
잠실동
지하2층/지상16층
183-4,5,10 대지면적 1,193.5㎡
연면적 12,720.18㎡
건폐율 59.76%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799.53%
최고높이 50.0m

오피스텔 홀이 혼잡하지 않도록 외부 출입구 확대 및 방풍실 자동문 위치를 조정 할 것.
근린생활시설 코어 부분에 로비공간 확보 및 내부 복도를 계획하고, 외부 출입구 인지성 확
보 방안을 마련할 것.
지상 2~4층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이용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하고, 비상용 승강기는
지하층 포함 각층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지상1층~4층 화장실은 근린생활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에 맞는 규모가 되도록 대소변기 추가

3

재심

확보할 것.
옥탑 높이가 과다하므로 1개층으로 낮출 것.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

입면상 디자인 요소가 많아 복잡하므로, 비슷한 색상 사용, 면으로 입면 분절 등 입면

ㆍ오피스텔 20실 이상

디자인을 단순화 할 것.

***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ㆍ16층이상, 경관심의

공개공지는 보행자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마
련 등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
근린생활시설에는 음식점 입주대비 배기덕트(옥상배기)를 계획하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할 것.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비
고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주민 생활편의를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처리공간,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할 것.
지상 6~16층 X2 좌측 오피스텔 출입구는 상호간섭이 적도록 열림방향을 조정할 것.

업무시설(오피스텔216) 및 근생
잠실동
지하2층/지상16층
183-4,5,10 대지면적 1,193.5㎡
연면적 12,720.18㎡
건폐율 59.76%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799.53%
최고높이 50.0m

Y4열에서 Y5방향 캔틸레버 구조는 건물 층수 및 하중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기둥배치 등 구조계획 보완요함.
지하층 외벽 두께는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두께가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4~5층 전이
보와 설비 간섭부분은 설비배관 관통으로 구조보 결손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흙막이 시설은 일률적인 스트러트 간격, 대지 경계 침범여부 등 시공 적정성을 감안하여
계획할 것.

3

재심

<공통사항>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
ㆍ오피스텔 20실 이상
***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등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조경시 방근 방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ㆍ16층이상, 경관심의

하중전이보가 있을 경우 설비배관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이보 단면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7. 25.

송파구 건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