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2호(2006.11.02)로 정비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5호(2013.05.02)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로 정비구역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2017-224호(2017.12.27)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강동구고시 제
2018-174호(2018.11.21)로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01.15)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626,232.5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다.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 성 비(%)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26,232.5 - 626,232.5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6,652.4 - 66,652.4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513.2 - 40,513.2 6.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416.3 - 177,416.3 28.3
제3종일반주거지역 341,650.6 - 341,650.6 54.6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26,232.5 - 626,232.5

공동주택
용지

소  계 462,771.4 - 462,771.4
A1 공동주택 306,898.6 - 306,898.6
A2 공동주택 145,924.3 - 145,924.3
A3 공동주택 9,948.5 - 9,948.5

기부채납
용지

소  계 78,992.4 - 78,992.4 기부채납 81,604.5㎡(15.06%)
(토지78,992.4㎡/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2,612.1㎡)

도  로 18,860.4 - 18,860.4 

공  원 31,456.2 증) 4,640.0 36,096.2 기부채납 37,768.2㎡
(토지36,096.2㎡/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672.0㎡)

※ 연면적 : 12,000.00㎡

공공공지 3,101.9 - 3,101.9 
학  교 16,124.9 - 16,124.9 1개소

공공청사 1,912.3 - 1,912.3 기부채납 2,424.4㎡
- 동사무소(토지+건축물):1,252.3㎡+456.8㎡

- 파출소(토지+건축물):660.0㎡+55.3㎡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7,536.7 감) 4,640.0 2,896.7 기부채납 3,324.7㎡
(토지2,896.7㎡/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428.0㎡)

※ 연면적 : 3,073.4㎡

존치용지

소 계 84,468.7 - 84,468.7
P1 공공업무시설 4,431.8 - 4,431.8 한국전력
S1 학교 11,581.9 - 11,581.9 둔촌초교
S2 학교 11,171.7 - 11,171.7 위례초교
S3 학교 33,058.6 - 33,058.6 동북중․고교

- 도로 24,224.7 - 24,224.7 명일로,
양재대로84길 및 양재대로88길

(ㄷ자 도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8 50~53 주
간선도로

13,250
(245)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제 일반도로 서고406호

(‘84.2.14) 양재대로

기정 중로 1 210 24~25 국지도로 587
(587)

광로2-28
둔촌1동522-5

광로2-28
둔촌1동 522-2 일반도로 건고74호

(‘79.3.8)

기정 중로 2 106 15~26 보  조
간선도로

3,000
(720) 풍납동 214-6 둔촌동

대로3-69 일반도로 건고198호
(‘71.4.7) 풍성로

기정 중로 2 102 15~23.5 보  조
간선도로

4,000
(893)

명일동
중로3-63

둔촌동
광로1-22 일반도로 건고198호

(‘71.4.7) 명일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72
(272) 둔촌1동114 둔촌1동202-3 일반도로 서고135호

(‘13.5.2)

주) 연장 항목의 ( )안은 대상지내 포함된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둔촌1동 172-1 17,875.8 - 17,875.8 서고372호

(‘06.11.2)

기정 ②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둔촌1동 180-1 13,580.4 - 13,580.4 서고372호

(‘06.11.2)

신설 ①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둔촌1동 170-1 - 증) 4,640.0 4,640.0

주) 제1호 근린공원은 한성백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려한 역사공원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
주) 제2호 근린공원은 학교시설에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주) 제1호 어린이공원은 학교시설에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조성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둔촌1동 170-1
 - 면적 : 4,640.0㎡

 ‧ 관련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적정 추가 확보 및 지역주민을 위
한 휴게공간 조성

   ❙도서관(근린공원①내 공원시설)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20%이하 150%이하 4층이하  ‧ 근린공원①내 연면적 12,000㎡이상의 도서관 기부채납(환산부
지면적 1,672.0㎡이상)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공지 둔촌1동 170-1 2,385.7 - 2,385.7 서고135호

(‘13.5.2)
기정 ④ 공공공지 둔촌1동 174-1 716.2 - 716.2 서고135호

(‘13.5.2)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둔촌1동
172-5 1,252.3 - 1,252.3 서고372호

(‘06.11.2)
기정 ② 공공청사 파출소 둔촌1동

172-1 660.0 - 660.0 서고135호
(‘13.5.2)

   ❙공공청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둔촌1동 172-5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둔촌1동 172-1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둔  촌초등학교 초등학교 둔촌1동170-2 11,581.9 - 11,581.9 서고69호(‘78.2.28) 3,500평
기정 ② 위  례초등학교 초등학교 둔촌1동176-2 11,171.7 - 11,171.7 건고74호(‘79.3.8) 3,500평
기정 ③ 동  북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둔촌1동180-2 33,058.6 - 33,058.6 건고74호(‘79.3.8) 10,000평
기정 ④ 학  교 초등․중학교 둔촌1동180-1 16,124.9 - 16,124.9 서고372호(‘06.11.2)

   ❙학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축제한완화 비 고

둔촌1동 170-2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둔촌1동 176-2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둔촌1동 180-2 30%이하 120%이하 4층이하 높이(4→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둔촌1동 180-1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주) 기존 학교인 ①,②,③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1차)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
2007-442호)」의 결정사항을 명시함

    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문화 및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둔촌1동170-1 7,536.7 감) 4,640.0 2,896.7 서고135호(‘13.5.2)
문화시설과사회복지시설중복결정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 및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면적 : 7,536.7㎡→2,896.7㎡  ‧ 관련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적정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둔촌1동 170-1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A1 306,898.6 A1 306,898.6 둔촌1동 176-1 111 - - 111 -

A2 145,924.3 A2 145,924.3 둔촌1동 178 39 - - 39 -

A3 9,948.5 A3 9,948.5 둔촌1동 172-1 4 - - 4 -

P1 4,431.8 P1 4,431.8 둔촌1동 522-9 2 2 - - -

P2 1,252.3 P2 1,252.3 둔촌1동 172-5 1 - - 1 -

S1 11,581.9 S1 11,581.9 둔촌1동 170-2 2 2 - - -

S2 11,171.7 S2 11,171.7 둔촌1동 176-2 2 2 - - -

S3 33,058.6 S3 33,058.6 둔촌1동 180-2 3 3 -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m)명칭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변경

A1 306,898.6 - 306,898.6 둔촌1동
176-1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74이하
285이하

 35층/115m
이하A2 145,924.3 - 145,924.3 둔촌1동

178일원 250이하
A3 9,948.5 - 9,948.5 둔촌1동

172-1일원 285이하
S4 16,124.9 - 16,124.9 둔촌1동

180-1일원 학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W1 7,536.7 감) 4,640.0 2,896.7 둔촌1동

170-1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250이하 7층 이하
P1 4,431.8 - 4,431.8 둔촌1동

522-9
존치

(공공업무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P2 1,252.3 - 1,252.3 둔촌1동

172-5
공공청사

(동사무소)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P3 660.0 - 660.0 둔촌1동

170-1
공공청사
(파출소)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S1 11,581.9 - 11,581.9 둔촌1동
170-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S2 11,171.7 - 11,171.7 둔촌1동
176-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S3 33,058.6 - 33,058.6 둔촌1동
180-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 대 수
합 계 분 양 재건축소형주택

합 계 12,032 10,986 1,046
60㎡ 이하 5,130 4,084 1,046

60 ~ 85㎡ 이하 4,370 4,370 -
85㎡ 초과 2,532 2,532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12,03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2.64%(5,130/12,032)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36.32%(4,370/12,032)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1.04%(2,532/12,032)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78.9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m~10m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계획결정도상 지정된 위치에 2개소 폭20m, 연장 

각각 546m, 529m로 설치하되,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통로내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
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벤치, 수목, 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보도 폭은 최소3m이상으로 조성

주) 용적률 274%는 A1, A2, A3의 평균 용적률임



    다)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사업부지면적
(존치면적 제외)

택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비고

626,232.50㎡ 541,763.8㎡ 462,771.4㎡ 78,992.4㎡ 2,612.1㎡
(시설물기부채납)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81,604.5㎡
(부지 78,992.4㎡ + 시설물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2,612.1㎡)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 구조 7%
소 계 7%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최우수등급 3%

▸신재생에너지
  (건축비의 1% 이상) 2%

소 계 5%
합     계 12%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90%) + 인센티브(10%) = 20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243.79%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00 + 190 × 1.3 × 0.1773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율

      = 81,604.5 / 460,159.3 = 0.1773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73.9%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 총 기부채납율 : 15.06% (부지 14.58%+건축물 0.48%)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원칙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부지현황
○ 사업부지면적 : 541,763.8㎡

■ 공공시설 등 설치에 따른 환산 부지면적 : 변경

구분 계
공공청사 문화 및사회복지시설 근린공원1

비고
동사무소 파출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부지면적(㎡) 9,449.0 1,252.3 660.0 7,536.7 2,896.7 - 17,875.8

공시지가(만원/㎡) - 623 585 585 - 585 2012년1월1일

①표준건축비(만원/㎡) 163 - 1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8호

②연면적(㎡) 18,962.4 3,492.0 397.0 15,073.4 3,073.4 - 12,000.0

③설치비용(만원)(① × ②) 3,090,871.2569,196 64,711 2,456,964.2500,964.2 - 1,956,000.0

④부지가액(만원/㎡) - 1,246 1,170 1,170 - 1,170 공시지가2배적용

⑤환산부지면적(㎡)(③ ÷ ④) 2,612.1 456.8 55.3 2,100.0 428.0 - 1,672.0

※ 문화‧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건축물 시설기부채납)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결정
※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으로 2014.10.14. 제2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최종 보고 완료한 사항(서울시 건축기획과-23142호 참조)을 이행할 것

(문화‧사회복지시설내 도서관 증축 및 기존학교 리모델링)



   5)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동)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462,771.4 - 113,663.16 1,046

29.97㎡ : 272세대
39.95~39.98㎡ : 272세대

49.95㎡ : 272세대
59.96~59.99㎡ : 230세대

재건축
소형
주택
(임대
주택)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및 법제5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

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
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 변경없음
구분 적용산식 비고

기정

용적률산정
법적상한용적률 273.9%

상한용적률 200% + (190% X 1.3 × 사업부지면적공공시설등제공면적
공공시설등제공면적 ) 

= 200% + {190% X 1.3 X 81,604.5 / (541,763.8-81,604.5)} = 243.79%

증가된 용적률의 
50%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50%
= (273.9% - 243.79%) × 50% = 15.06%

연면적 환산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순 사업부지면적} × 50% 
= {(273.9% - 243.79%) X 462,771.4} X 50% = 69,670.23㎡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연면적(공급면적) : 70,165.47㎡
∙ 세대수 : 1,046세대
   - 전용 29.97㎡ : 272세대 (26.0%)
   - 전용 39.95~39.98㎡ : 272세대 (26.0%)
   - 전용 49.95㎡ : 272세대 (26.0%)
   - 전용 59.96~59.99㎡ : 230세대 (22.0%)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m)명칭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변경

A1 306,898.6 - 306,898.6 둔촌1동
176-1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4

이하

285
이하

35층/115m
이하A2 145,924.3 - 145,924.3 둔촌1동

178일원
250
이하

A3 9,948.5 - 9,948.5 둔촌1동
172-1일원

285
이하

S4 16,124.9 - 16,124.9 둔촌1동
180-1일원 학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W1 7,536.7 감) 4,640.0 2,896.7 둔촌1동
170-1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P1 4,431.8 - 4,431.8 둔촌1동
522-9

존치
(공공업무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P2 1,252.3 - 1,252.3 둔촌1동
172-5

공공청사
(동사무소)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P3 660.0 - 660.0 둔촌1동
170-1

공공청사
(파출소)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S1 11,581.9 - 11,581.9 둔촌1동
170-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S2 11,171.7 - 11,171.7 둔촌1동
176-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S3 33,058.6 - 33,058.6 둔촌1동
180-2

존치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주) 용적률 274%는 A1, A2, A3의 평균 용적률임

    나)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공동주택

비고합계 60㎡이하 60 ~ 85㎡ 85㎡초과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인구수
(인)

현황 16,005 - 16,005 2,945 - 2,945 4,849 - 4,849 8,211 - 8,211
< 기정 >

세대당
2.8인 적용
< 변경 >

세대당 
2.58인 적용

계획 31,043 - 31,04313,235 - 13,23511,275 - 11,275 6,533 - 6,533

세대수
(세대)

현황 5,930 - 5,930 1,090 - 1,090 1,800 - 1,800 3,040 - 3,040

계획 12,032 - 12,032 5,130 - 5,130 4,370 - 4,370 2,532 - 2,532
주) 변경 현황인구수 출처는 조합내부자료임. (2014.04 기준)



   7)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강동대로, 양재대로, 
풍성로변 건축한계선 : 10m ∙ 가로경관향상을 위한 전면공지설치

대상지동측경계 건축한계선 : 10m ∙ 인근둔촌습지(생태계보전지역) 보호를 위해 공지 조성
단지내 학교 및 

근린공원변 건축한계선 : 5m ∙ 인접대지간 개방감 확보,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향상
단지내부 도로 및 

공공공지변 건축한계선 : 5m ∙ 가로경관향상을 위한 전면공지설치

   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기정
차폐
조경

대상지동측경계 폭원 : 10m ∙ 인근둔촌습지(생태계보전지역) 보호를 위해 공지 조성
단지내 학교 및 

근린공원 폭원 : 5m ∙ 인접대지와의 일정거리이격으로 개방감 확보,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향상

전면
공지

단지내부 도로 및 
공공공지변 폭원 : 5m ∙ 도로변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보도 확폭

    나)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위치 계획목표 비고

보행
동선

보행동선 단지내 ∙ 학교, 공원 등 보행 다발시설과 연계하여 보행동선 조성

공공
보행통로 단지내

∙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계획결정도상 지정된 위치 2개소에 폭20m, 연장 각각 
546m, 529m로 설치하되,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야 하며, 통로내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
행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벤치, 수목, 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보
도 폭은 최소3m이상으로 조성

보행자
출입구 단지내 ∙ 단지내․외부에서 보행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로 계획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강동대로변 ∙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양재대로변 ∙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풍성로변 ∙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지내부
도로변 ∙ 단지내부 도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 강동대로 및 양재대로, 풍성로와의 연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차량동선체계 

확보
차량

출입구 단지내 ∙ 단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제한하여 간선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함

주차 단지내
지하

∙ 지상주차를 최소화 하여 단지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녹지공간 확보
∙ 각 세대별 여유 있게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주차난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획



    다) 도로 확보를 위한 지상권 설정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  고폭원(m) 길이(m) 면적(㎡)
계 - 1,810 5,036.1

공동주택(A1)

소계 - 1,536 4,338.2
풍성로 4.0 443 1,761.0
명일로 0.5~5.0 756 1,974.8

양재대로 3.0 163 499.0
양재대로84길 0.5 174 103.4

공동주택(A2) 명일로 1.0~3.5 274 697.9
주)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로설계, 측량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국·공유지 매입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대지 내 국·공유지인 용도 폐지되는 도로는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제 소전화해를 이행
번호 소재지 면적(㎡) 비고
① 강동구 둔촌동 173 87.10
② 강동구 둔촌동 175-1 6,100.30
③ 강동구 둔촌동 175-2 5,094.90
④ 강동구 둔촌동 179 6,955.80

합계 18,238.10

   9) 환경보전ㆍ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ㆍ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요약) 비   고

기정

도시경관
∙ 원경, 중경, 연접부에 대한 도시경관형성
∙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제시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결정도서에
별도 첨부

환경보전 ∙ 우수 및 토사유출 최소화
∙ 사업지구내 녹지율 최대한 확보

환경성 검토서에
별도 첨부

재난방지 ∙ 돌발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지반조성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서에
별도 첨부



    나)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1. 생태면적률 30% ○ ∙기존토양포장상태 90%∙생태면적률 40.63%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성 포장 등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Ⅰ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Ⅲ ∙공동주택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녹지연결성 등 조정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20% 미만 ○ ∙주변 지반고를 고려하여 계획하므로 옹벽설치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30%미만 ○ ∙절토사면 발생지역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위에 영향예상
∙습지 유지수(지하수) 수위저감대책 수립 - 흙막이 공법:H-PILE+토류판, C.I.P 공법 - 차수공법:S.C.W공법, L.W공법 - 지지공법:Ground Anchor, STRUT및RAKER

4. 비오톱 비오톱유형2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2~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2등급 분포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환경

5. 일조 연속2시간 확보 △ ∙현재 대부분 단층 건축물로 일조 영향은 미미한 상태임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 검토결과 일부 불만족 세대가 존재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기존 공동주택 배치는 주풍향(서북서풍) 바람길 차단 ∙건축물 간격 최대화 등 바람길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계획 수립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 실시간 에너지 모티너링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하이브리드 보안등, LED 조명 등
신재생에너지사용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공동주택에 적용은 어려움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의 1% 이상 설치

8.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공동주택과의 조화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필요 ∙조망권 보호를 고려한 단지배치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35% ○ ∙저층 단지내 오래된 수목들 분포로 양호한 녹시율 ∙부지경계부 식재, 공원조성 등으로 녹시율 증가계획 수립
입면차폐도35m 이하 ○ ∙50m 도로변에 입지 ∙인동간격 최대 확보, 개방감고려한 단지배치로 입면차폐도 최소화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상가 및 북측 주거지 주변 공원시설 및 휴게시설 부족 ∙대상지 서측에 대규모 근린공원, 단지내 휴게시설 25개소 설치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대상지 부지경계에 옹벽설치로 주변지역과 연계성 미흡 ∙주변지역과 단차가 없도록 부지조성계획 수립 및 공공보행통로 폭20m 계획
자전거전용도로계획수립 ○ ∙별도의 자전거 도로 없음 ∙대상지내 주요 도로변 및 단지내 도로변으로 자전거도로 확보

자전거보관소15대/100UNIT ○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 없음 ∙단지내 곳곳에 기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

추가
11. 소음 및 진동 공사중 소음 65dB(A) 이하 ○ ∙공사중 인근 주거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환경기준 이하유지를 위하여 가설판넬 등 설치후 공사시행
12. 폐기물 건설폐기물재활용 × ∙기존 공동주택 등 건물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대상지 여건상 파쇄시설 설치 등이 어려워 전량  위탁처리로 계획
13. 대기질 공사중 대기환경기준만족 ○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영향 ∙환경기준 이하유지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살수 등을 실시함

   10)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증감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관리처분방식
구역변경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둔촌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5,930세대계획 : 12,032세대(증 6,102세대) 해당사항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626,232.5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 성 비(%)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26,232.5 - 626,232.5 100.0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6,652.4 - 66,652.4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513.2 - 40,513.2 6.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416.3 - 177,416.3 28.3
제3종일반주거지역 341,650.6 - 341,650.6 54.6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8 50~53 주
간선도로

13,250
(245)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제 일반도로 서고406호

(‘84.2.14) 양재대로

기정 중로 1 210 24~25 국지도로 587
(587)

광로2-28
둔촌1동522-5

광로2-28
둔촌1동 522-2 일반도로 건고74호

(‘79.3.8)
기정 중로 2 106 15~26 보  조

간선도로
3,000
(720) 풍납동 214-6 둔촌동

대로3-69 일반도로 건고198호
(‘71.4.7) 풍성로

기정 중로 2 102 15~23.5 보  조
간선도로

4,000
(893)

명일동
중로3-63

둔촌동
광로1-22 일반도로 건고198호

(‘71.4.7) 명일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72
(272) 둔촌1동114 둔촌1동202-3 일반도로 서고135호

(‘13.5.2)
주) 연장 항목의 ( )안은 대상지내 포함된 사항임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둔촌1동 172-1 17,875.8 - 17,875.8 서고372호

(‘06.11.2)

기정 ②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둔촌1동 180-1 13,580.4 - 13,580.4 서고372호

(‘06.11.2)

신설 ①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둔촌1동 170-1 - 증) 4,640.0 4,640.0

주) 제1호 근린공원은 한성백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려한 역사공원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
주) 제2호 근린공원은 학교시설에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주) 제1호 어린이공원은 학교시설에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조성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둔촌1동 170-1
 - 면적 : 4,640.0㎡

 ‧ 관련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적정 추가 확보 및 지역주민을 위
한 휴게공간 조성

   ❙도서관(근린공원①내 공원시설)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20%이하 150%이하 4층이하  ‧ 근린공원①내 연면적 12,000㎡이상의 도서관 기부채납(환산부
지면적 1,672.0㎡이상)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공지 둔촌1동 170-1 2,385.7 - 2,385.7 서고135호
(‘13.5.2)

기정 ④ 공공공지 둔촌1동 174-1 716.2 - 716.2 서고135호
(‘13.5.2)



    라)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둔촌1동
172-5 1,252.3 - 1,252.3 서고372호

(‘06.11.2)
기정 ② 공공청사 파출소 둔촌1동

172-1 660.0 - 660.0 서고135호
(‘13.5.2)

   ❙공공청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둔촌1동 172-5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둔촌1동 172-1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둔  촌
초등학교 초등학교 둔촌1동

170-2 11,581.9 - 11,581.9 서고69호
(‘78.2.28) 3,500평

기정 ② 위  례
초등학교 초등학교 둔촌1동

176-2 11,171.7 - 11,171.7 건고74호
(‘79.3.8) 3,500평

기정 ③ 동  북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둔촌1동

180-2 33,058.6 - 33,058.6 건고74호
(‘79.3.8) 10,000평

기정 ④ 학  교 초등․중학교 둔촌1동
180-1 16,124.9 - 16,124.9 서고372호

(‘06.11.2)

   ❙학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건축제한완화 비 고

둔촌1동 170-2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둔촌1동 176-2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둔촌1동 180-2 30%이하 120%이하 4층이하 높이(4→5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둔촌1동 180-1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주) 기존 학교인 ①,②,③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1차)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
2007-442호)」의 결정사항을 명시함



    바)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둔촌1동

170-1 7,536.7 감) 4,640.0 2,896.7 서고135호
(‘13.5.2)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면적 : 7,536.7㎡→2,896.7㎡  ‧ 관련규정에 따른 공원‧녹지 적정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둔촌1동 170-1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비율(%)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548,589.3 감) 4,640.0 543,949.3 86.9
A1 306,898.6 - 306,898.6 49.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2 145,924.3 - 145,924.3 23.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3 9,948.5 - 9,948.5 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S4 16,124.9 - 16,124.9 2.6 학교
W1 7,536.7 감) 4,640.0 2,896.7 0.5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P1 4,431.8 - 4,431.8 0.7 존치(공공업무시설)
P2 1,252.3 - 1,252.3 0.2 공공청사(동사무소)
P3 660.0 - 660.0 0.1 공공청사(파출소)
S1 11,581.9 - 11,581.9 1.8 존치(학교)
S2 11,171.7 - 11,171.7 1.8 존치(학교)
S3 33,058.6 - 33,058.6 5.3 존치(학교)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둔촌1동 176-1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85% 이하 (274% 이하)주)

높이  ‧ 35층/115m 이하

A2 둔촌1동 178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274% 이하)주)

높이  ‧ 35층/115m 이하

A3 둔촌1동 172-1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85% 이하 (274% 이하)주)

높이  ‧ 35층/115m 이하

S4 둔촌1동 180-1일원
용도 허용용도  ‧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이  ‧ 5층 이하

W1 둔촌1동 170-1
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P1 둔촌1동 522-9
용도 허용용도

관계 법령에 따름 존치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P2 둔촌1동 172-5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동사무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P3 둔촌1동 170-1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파출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S1 둔촌1동 170-2
용도 허용용도

관계 법령에 따름 존치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S2 둔촌1동 176-2
용도 허용용도

관계 법령에 따름 존치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S3 둔촌1동 180-2
용도 허용용도

관계 법령에 따름 존치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 용적률 274%는 A1, A2, A3의 평균 용적률임

   3)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Ÿ 강동대로, 양재대로, 풍성로변 Ÿ 10m
Ÿ 대상지동측경계 Ÿ 10m
Ÿ 단지내 학교 및 근린공원변 Ÿ 5m
Ÿ 단지내부 도로 및 공공공지변 Ÿ 5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폐조경 Ÿ 대상지동측경계 Ÿ 폭원 :　10m

Ÿ 단지내 학교 및 근린공원 Ÿ 폭원 :　5m
전면공지 Ÿ 단지내부 도로 및 공공공지변 Ÿ 폭원 :　5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보행동선

보행동선 단지내 Ÿ 학교, 공원 등 보행 다발시설과 연계하여 보행동선 조성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Ÿ 공공보행통로는 정비계획결정도상 지정된 위치 2개소에 폭20m, 연장 

각각 546m, 529m로 설치하되,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통로내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벤치, 수목, 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보도 폭은 최소3m이상으로 조성

보행자출입구 단지내 Ÿ 단지내․외부에서 보행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로 계획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강동대로변 Ÿ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양재대로변 Ÿ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풍성로변 Ÿ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지내부 도로변 Ÿ 단지내부 도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Ÿ 강동대로 및 양재대로, 풍성로와의 연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차량동선체계 확보
차량출입구 단지내 Ÿ 단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제한하여 간선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함

주차 단지내 지하
Ÿ 지상주차를 최소화 하여 단지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녹지공간 확보
Ÿ 각 세대별 여유 있게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3)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30% ○ ∙기존토양포장상태 90%
∙생태면적률 40.63%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성 포장 등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Ⅰ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
성 Ⅰ, 외부연결성Ⅲ ∙공동주택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녹지연결성 등 조정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주변 지반고를 고려하여 계획하므로 

옹벽설치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절토사면 발생지역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위에 영향
예상

∙습지 유지수(지하수) 수위저감대책 수립
 - 흙막이 공법:H-PILE+토류판, C.I.P 공법
 - 차수공법:S.C.W공법, L.W공법
 - 지지공법:Ground Anchor, STRUT및RAKER

4. 비오톱 비오톱유형
2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2~5등급, 개별비오

톱 평가제외지역, 2등급 분포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2시간 확보 △ ∙현재 대부분 단층 건축물로 일조 영
향은 미미한 상태임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 검토결과 일
부 불만족 세대가 존재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기존 공동주택 배치는 주풍향(서북
서풍) 바람길 차단 

∙건축물 간격 최대화 등 바람길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계획 수립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 실시간 에너지 모티너링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하이브리드 보안등, LED 조명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공동주택에 
적용은 어려움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의 
1% 이상 설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생활
환경

8.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공동주택과의 조화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필요 ∙조망권 보호를 고려한 단지배치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35% ○ ∙저층 단지내 오래된 수목들 분포로 
양호한 녹시율 

∙부지경계부 식재, 공원조성 등으로 녹시율 증가계
획 수립

입면차폐도
35m 이하 ○ ∙50m 도로변에 입지 ∙인동간격 최대 확보, 개방감고려한 단지배치로 입

면차폐도 최소화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

공간 최대확보 ○ ∙주변상가 및 북측 주거지 주변 공원
시설 및 휴게시설 부족

∙대상지 서측에 대규모 근린공원, 단지내 휴게시설 
25개소 설치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 부지경계에 옹벽설치로 주변

지역과 연계성 미흡
∙주변지역과 단차가 없도록 부지조성계획 수립 및 
공공보행통로 폭20m 계획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별도의 자전거 도로 없음 ∙대상지내 주요 도로변 및 단지내 도로변으로 자

전거도로 확보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 없음 ∙단지내 곳곳에 기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

추가
11. 소음 및 진동 공사중 소음 

65dB(A) 이하 ○
∙공사중 인근 주거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환경기준 이하유지를 위하여 가설판넬 등 설치후 
공사시행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기존 공동주택 등 건물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대상지 여건상 파쇄시설 설치 등이 어려워 전량  
위탁처리로 계획

13. 대기질 공사중 
대기환경기준만족 ○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영향 ∙환경기준 이하유지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살수 

등을 실시함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건립규모 전체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임대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

임대주택
합계 12,032 100.0 1,046 1,046 8.7 100.0 100.0

40㎡이하 2,062 17.1 544 544 26.4 52.0 52.0
40㎡초과~50㎡이하 1,188 9.9 272 272 22.9 26.0 26.0
50㎡초과~60㎡이하 1,880 15.6 230 230 12.2 22.0 22.0
60㎡초과~85㎡이하 4,370 36.3 - - - - -

85㎡초과 2,532 21.0 - - - - -

 ▢ 2020년 서울시 제1차(‘20.01.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구분 심의결과 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울특별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 -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및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598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비계획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기정

  ■ 변경



<붙임2>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기정

  ■ 변경



□ 건축현황도 : 변경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