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 축 주

송파동 42-3
외2
제2종일반주거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 과

공동주택(아파트)
지상7층/지하2층
대지면적: 2,883.9㎡
연 면 적: 10,773.84㎡
건 폐 율: 44.16%
용 적 률: 199.92%
최고높이: 23.2m

조건부
의결

1

- 분양대상 건축물
송파동
현대호수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적용의 완화

ㆍ대지안의 공지
(조합장 정찬욱) ㆍ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비
고

의 결 내 용
각 세대 현관문이 피난(출입)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장애인EV 승강장 앞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하기 바람
출입구 인지성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경사지붕의 지붕측벽은 수직이 아닌 경사형태로 계획 바람 (홈페이지 심의 착안사항 참조)
경사지붕의 돌출창문 삭제 바람
동측 가로경관이 폐쇄적이므로 보행자 시각에서의 위화감․지루함 완화를 위해 동측 세대 안방과 안방이 만나는 발코니
창고부분(2개소)에 요철()을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주차램프 내 기둥은 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후 벽식으로 계획 바람
장애인주차면은 지하2층 설치를 지양하고 지하1층 코어 부근에 배치 계획 바람
B TYPE 단위세대 슬라브 SPAN의 이형 절결판은 TH210으로는 구조내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B TYPE 1층 바닥
전이층 폭이 10m 정도 계획되어 구조계획이 불합리하니 구조전문가 검토 후 반영 바람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
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모든 계측은 지하수위계, 경사계, 지표침하계를 1set로 배치하고 strut에는 strain gauge와 load cell를 교대로 설치할 것
굴착계획단면도-2에서 엄지말뚝과 Post Pile은 근입장을 현재보다 2.0m 이상 근입할 것
굴토설계 자료의 지반조사 내용과, 공사 중 오폐수가 기준 하수 Box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 제시 바람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도면에 표기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계획 바람
주변 건물의 스케일을 고려해 재료와 색채를 통해 입면을 분절하여 위압적인 경관을 연출하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 바람(권장)
송리단길쪽에 인접한 매스에 비해 비례감을 적용하여 색채 및 재료 배합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드판넬 또는 루버,
수직 정원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해 가로 분위기 조성이 필요(권장 - 심의참고의견1 참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CCTV는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제품의 동급이상의 제품 사용 바람(권장)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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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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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오피스텔 복도의 자연채광․환기 계획 바람
각세대별 현관문이 피난(계단실)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업무시설(오피스텔24), 근생
마천동 307-22
지상7층/지하1층
외1
대지면적: 398.㎡
준주거지역,
연 면 적: 1,689.3㎡
지구단위계획구역
건 폐 율: 59.37%
(마천지구)
용 적 률: 358.19%
재정비촉진지구

피난로는 계단이 유일하므로 계단참에 단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바람
의원은 장애인화장실(대변기) 의무대상이므로 검토 후 계획에 반영 바람
1~3층의 PD를 4층이상의 PD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지하1층이지만 실제는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 공사가 되므로 가설 흙막이 설계가 필요하며, 인접
대지경계 침범여부를 확인후 계획에 반영 바람

최고높이: 34.4m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도면에 표기하고, 녹색건축설계기준의 부위별단열성능 계획서 첨부 바람
단면도 상의 1층 근린생활시설 바닥 스라브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재 설치(주차장 천정) 바람

조건부
의결

2

색과 어두운색 계열의 화강석 재료는 미세먼지가 많은 서울 하늘빛과 만나 가로경관을 어둡게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적인 톤을 좀 더 밝게 조정하고, 갈색이나 우드색 계열의 색채나
재료의 조합을 고려(권장 - 심의참고의견2 참고)

<공통사항>
류지구 외 3인

- 분양대상 건축물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내
완화심의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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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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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건물 우측의 중정부분 외벽을 삭제하여 계획에 반영 바람

문정동 42-5
제3종일반주거

장애인(보행자) 이동경로의 표시사항(점자블럭 등) 추가 및 장애인 주차의 진출입동선 검토 바람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근생
지상6층/지하1층
대지면적: 360.1㎡
연 면 적: 1,129.72㎡
건 폐 율: 49.94%
용 적 률: 243.21%

Y5 계단실벽은 지하층까지 자립구조로 하고, X5열 전이1층 지지벽은 TH300이상으로 구조계획 조정 바람
허가 신청시 단열성능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 바람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지하1층이지만 실제는 지하3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 공사이므로 구체적인 굴토설계가 필요
모든 계측은 지하수위계, 경사계, 지표침하계를 1set로 배치하고 strut에는 strain gauge와 load
cell를 교대로 설치 바람

최고높이: 29.4m

조건부
의결

3

외장재료를 조정할 것(ex. 스타코 → 베이스패널 등) (권장)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사득

- 3m 건축후퇴선 지정한
도로변의 건축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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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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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분리수거함은 추가 확보하여 4칸 이상 설치 바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0)
및 제1종근생(소매점)

가락동 130-5
제3종일반주거

지하츨 기계실 출입문을 쌍여닫이로 계획 바람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지상6층/지하1층
대지면적: 246.4㎡
연 면 적: 658.4㎡
건 폐 율: 50.0%
용 적 률: 242.98%

단면도 상의 6층 테라스 하부(5층천정)에 단열규정에 준하는 단열재 설치 바람
측면의 넓은 면을 재료나 색채를 활용해 비례감있게 분할하여 주변 건물의 스케일과 어울리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심의참고의견3 참고)

최고높이: 19.6m

조건부
의결

4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 외 8인

- 층수완화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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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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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분리수거함은 추가 확보하여 4칸 이상 설치 바람

오금동 80-1
제3종일반주거

실외기 배관은 건축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0)
지상6층/지하1층
대지면적: 234.5㎡
연 면 적: 602.76㎡
건 폐 율: 49.94%
용 적 률: 244.75%

X1~X2 사이 부등침하에 대비한 지내력 확보할 것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최고높이: 17.3m

조건부
의결

5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

- 층수완화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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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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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가락동 107-2
제3종일반주거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분리수거함을 주차5번 측면에 설치 바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0)
지상6층/지하1층
대지면적: 221.2㎡
연 면 적: 541.33㎡
건 폐 율: 49.82%
용 적 률: 233.9%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최고높이: 17.3m

단면도 상의 5,6층 테라스 하부(5층천정)에 단열규정에 준하는 단열재 설치 바람

조경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경계획 변경 검토 바람(수종 변경 or 조경면적 추가 확보)
실외기 배관은 건축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실외기를 집중하여 설치바람(2개소 이내)
2층 바닥구조의 트랜스퍼 보의 주철근이 PD와의 간섭여부를 검토 바람

조건부
의결 <공통사항>

6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아 외 1인

- 층수완화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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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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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지상1층 소화펌프실 및 저수조는 지하층으로 검토 바람
조경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경계획 변경 검토 바람(수종 변경 or 조경면적 추가 확보)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0)
지상6층/지하0층
대지면적: 297.5㎡
방이동 100-16
연 면 적: 178.44㎡
제2종일반주거
건 폐 율: 59.98%
용 적 률: 199.88%

실외기 배관은 건축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원활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분리수거함 배치를 재검토 바람
2층 바닥구조의 트랜스퍼 보의 주철근이 PD와의 간섭여부를 검토바람
주택 밀집 지역이므로 착공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물주에 제시한 후 건물경사계,
균열게이지, 지표침하계 계획을 세워 민원에 대비할 것

최고높이: 18.5m

4~6층간 바닥스라브 구조체 두께는 210이상 적용 바람

조건부
의결

7

4~6층 테라스 하부 바닥에 적용된 단열재는 압출법으로 변경 바람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양병인 외 6인

- 층수완화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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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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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2020년 제5차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대지위치
건축 주

신청내용
심의내용

결과

비
고

의 결 내용
지하1층,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실 용도에 맞도록 벽체구획 삭제 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 바람

삼전동 43-3
제2종일반주거

공동취사장 화장실과 근생 각층,호별로 계획된 화장실은 삭제하고, 공용화장실 남․녀구분 각1개소
설치 바람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지하1층
대지면적: 177.7㎡
연 면 적: 442.69㎡
건 폐 율: 59.29%
용 적 률: 199.79%

분리수거함은 추가 확보하여 4칸 이상 설치 바람
ELV 오버헤드 높이를 하향 조정 바람(2m → 1.5m)
지하1층 벽체, 천정, 보에는 단열재 설치 바람
지하층 사무소 외벽(흙에 접하는부위)에 단열재 설치 바람

최고높이: 14.7m

지하층 오수 집수정에 환기시설 설치 바람
각층 계단과 거실 경계벽에 단열재 미설치할 경우 1층에 방풍실 계획하길 바람.

8

재자문
<공통사항>
지반 조사내용을 근거로 이 건물의 기초공법 결정 근거와 기초 지지력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
토한 내용와 확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덕 외 1

- 다중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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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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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6.

송파구 건축위원회

[심의참고의견 1]

[심의참고의견 2]

[심의참고의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