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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

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
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지침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조서
가 상충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소비총량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마곡일반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 등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인가(변경승인․인가 등
포함)된 내용이나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및 협의완료 및 승
인․인가(변경승인․인가 등 포함)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

른다.
③ 본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
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을 말한다. 권장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규제사항으
로 본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⑤ 대지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
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⑦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⑧ 시가지경관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의 시가지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적 검토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심
의도서 제출 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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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변경>
⑩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마곡조성과로 업무 협의시 마곡조성자문기구{자문
단, 총괄건축가(MA)}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변경)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마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지”라 함은 마곡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다.
가. 단독주택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다. 산업용지(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말한다)
라.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마. 기반시설용지
바. 기타 시설용지 : 상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2.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3. “지하공동개발”이라 함은 지하공간 활성화가 필요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지하부분을 지하
철의 출입구나 광장(지하보행통로, 선큰광장 등)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체(공중 및 지하)개발”이라 함은 인접대지 사이 지상 연결통로(연결복도)와 대지 내 지하부
분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5. “허용용도”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 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도
록 결정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6. “지정용도”라 함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정하여 정한 특정한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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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층 전면지정용도”라 함은 가로의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
정한 것으로 해당 필지별 확보 기준에 따라 “1층 가로활성화 용도(제8조 제4항)”를 확보하여
야 한다.
8.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도시관리 등을 위하여 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9.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0.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11.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최고층수가 지정된 블록의 경우는 지정된 층수 이
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하며, 최고층수를 지정하지 않은 블록의 경우는 고도지구의
‘해발높이제한’에 적합한 가장 높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
는 선을 말한다. 단, ｢건축법｣ 제59조의 연결통로 및 ｢주택법｣ 제2조 제8호와 제9호의 공동
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13. “고층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4층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단, 상업시설 간 연계를 위한 연결
통로 기능의 구조물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14. “저층부 건축지정선”과“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
치에 면한 건축물의 3층(12m 내외)까지<변경> 부분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
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 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하며, “저층부 건축지
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이 지정된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층에 지정용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건축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는 벽면 길이의 비율은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15. “저층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 내에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을 배
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16.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형태가 가로를 따라 중정형으로 배치되는 것을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17. “탑상형 권장구간”이라 함은 건축물 고층부의 폐쇄감 완화 및 시각통로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용지에서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배치되는 것을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18. “부대복리시설 설치구간”이라 함은 가로변의 활성화와 ｢환경영향평가｣의 도로변 소음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도로변에 주거단지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19.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
되는 면을 말한다.
20.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가장 짧게 투영되는 길이(단변)와 가장 길게 투영되는 길이
(장변)의 비례가 1 : 2.5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 5 -

<그림 Ⅰ-1> 탑상형 아파트 예시도

21. “중정형 아파트”라 함은 가로 등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에 가로를 따라 건물이 서 있고 건
물로 둘러싸인 중정이 있는 주거형태로 이미 형성된 블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존지역의 자연
여건과 지역 커뮤니티 유지를 포함하며 도시 경관유지에 기여하는 도심지에 위치할 수 있는 도
시성과 거주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2. “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23. “아케이드 설치구간”이라 함은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
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한다.
24.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 이
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5.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
상, 3/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6.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7.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
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다양하게 조성
을 도모할 수 있다.

28.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 등을 말한다.
29.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
방된 통로를 말한다. 이중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 내 지하층에 조성하여 일반인
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30.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건축물의 대지와 인접 건축물의 대지를 직접 관통하면서 건
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
31. “지하연결통로”라 함은 지하철역 및 지하공공보도시설 등과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 사이를 통
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32. “공공조경”이라 함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
도에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다만, 대지 외부로부터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는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33. “외곽녹지”라 함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대지 내 일부 공지에 대해 지구단위계
획에서 제시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지 외부로부터 차량출입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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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출입구, 비상차량동선은 설치할 수 있다.
34.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35. “공동주택 진⋅출입구”이라 함은 공동주택 용지의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출입구의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36.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37. “보행 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38.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9.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
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
다.
40. “주상복합용지”라 함은 주거기능의 용지에 상업적 기능이 보완되어, 주거와 주거외 용도가 복
합되어 건축되어지는 용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5조 (기타사항)
① 마곡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미시공된 역사시설물은 향후 마곡구역 공사추진 시 연계 시공토록 한
다.
② 도시철도 노선 인접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
울시메트로9호선(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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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구 및 필지에 관한 사항
제6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획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

및 필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

할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선에 의해 필지를 분할할 수 있다.
②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분할된 필지로 인해 대로2류 이상의 도로에서 ‘대지 내 차량 출입’이 발생
하는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③ 단독주택용지·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편익시설용지․택시차고지 등에서 필
지의 합병은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필지를 합병할 때
지침내용의 적용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시행지
침을 적용하며,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④ 도면표시
필지선

대지분할가능선

제7조 (지하공동개발 등)
① “지하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의 경우, 지하공간 활성화가 필요한 대지에 대하여 대지 내 지하부분
과 지하철의 출입구나 광장의 지하부분(지하보행통로, 선큰광장 등)을 연계한 공동개발로 연결통로
조성을 권장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점용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관련규정 등을
따르도록 한다.
③ 도면표시
지하공동개발

- 8 -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정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
로 각 구역별 지정용도를 제시하며, 세부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다음 <표 Ⅰ-1>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을 지정한 위치에 “ 제1편 제1장 제4
조 제1항 제7호”의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1층 전면지정용도’로 지정한다.
구

1

산업시설
용지

3

지정용도

D1~D38
DP1~DP3

전층
2

분

C3, C6~C11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2, C4, C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호텔

업무용지

지원시설
용지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
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1,
C12~C17

∙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층

C4~C13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1층

DS1, DS2
DS5, DS6
DS8, DS9
DS11, DS12
DS14~DS17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표 Ⅰ-1> 지정용도 분류표

③ 다음 건축물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
하는 용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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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1

주차장

I1∼I9

2

열공급설비

J1

3

전기공급설비

K1
F1
F2, F10
F3, F9
F4

4

공공청사

F5
F6
F7
F8
F11, F12
G2, G4,
G6, G7
G3

5

학교

G1
G8
G5

6

사회복지시설

H1

7

방수설비

M1, M2

8

종합의료시설

E1

시설의 세분(종류)

∙ 주차장

∙ 열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사회복지시설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
파출소
주민센터
우체국
강서세무서
출입국관리소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 방수설비

∙ 종합의료시설

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건축물 용도는 제9조 허용용도에 따름
<표 Ⅰ-2> 도시계획시설 분류표

④ 1층 가로활성화 용도는 당해 용지의 허용용도 내에서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범위의 아래 각호에
해당 하는 시설 및 기준에 의해 조성한다.
1. 상업시설 등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 용도
2.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 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
안내소 등
3. 보행자의 가로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나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자동차판매점, 금융
업소 등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도 제외 한다.

4. 1층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통로⋅계단⋅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화장실⋅설비공간⋅절
개부⋅출입구 등 공용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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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시설용지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⑥ 지원시설용지(1층 전면지정)

∙ 1층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 설치하고,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
면지정용도)’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4분의 3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Ⅰ-2> 지원시설용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산정 예시도

⑦ 업무용지(전층 지정)

∙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합이 50% 이상일 경우도 인정하며, 호텔과 전시
장⋅컨벤션 등 복합개발 시에는 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특별계획구역은 지정용도 및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업무용지(1층 전면지정)

∙ 1층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1이상 설치하거나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
면지정용도)’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4분의 3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Ⅰ-3> 업무용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산정 예시도

⑨ 도면표시

지정용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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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용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각 구역별 허용용도를 제시하며, 세부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다음 <표 Ⅰ-3>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2013.11.14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고제
2013-379호)이전 협의완료 혹은 승인, 인가(변경승인, 인가 등 포함)된 건축물은 기정 지침을
적용한다.
④ 지원시설용지(DS3, DS4, DS10, DS13)에서 거주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
한 비율임)은 50% 이상을 권장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축 시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의무임대기
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양 전환 불가하다.

※ 거주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기숙사‧임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에 한함)
구

A

단독주택용지

분

허용용도
R1~R4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3가구 이내)

B

아파트용지
A1~A6,A8,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A13~A15

C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
프연습장 제외)
주상복합용지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AC7,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AC9~AC12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공동주택용지

D

E

업무용지

상업용지

C1~C17

주거지변
B1~B3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단, 상점 중『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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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용용도
∙
∙
∙
∙
∙

F

B4~B11

주거
복합
시설

시설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
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DS3, DS4,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DS10, DS13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
는 시설에 한함)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
DS5~DS7,
프연습장 제외)
DS11,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DS12,
DS14~DS17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G

지원시설
용지

상업
복합
시설

근린
생활
시설

H

기타
시설
용지

편익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
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
는 시설에 한함)
DS8, DS9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
∙ 노유자시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
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 한함)
DS1, DS2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서점, 공연장
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S1~S4,
S6~S11
<변경>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옥
외골프연습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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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

J
K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S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1~P4

∙ 주유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한함)

Q1~Q2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L

종교
시설

N1~N4

M

택시
차고지
보육
시설

T1~T2

N

O

주차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옥
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V1~V3

I1~I9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
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의 30% 이내
의 범위에서 적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
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단, 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운수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표 Ⅰ-3> 허용용도 분류표

⑤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및 서울시 도시계
획조례 제32조 제2항에 따라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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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면표시

/ A

허용용도

제10조 (불허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각 구역별 불허용도를 제시하며, 세부 건축물의 불허용도는 다음 <표 Ⅰ-4>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한다.
구

a

단독주택용지

R1~R4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A1~A6, A8,
A13~A15
주상복합용지
AC7,
AC9~AC12

b
c

d

업무용지

C1~C17

주거지변
B1~B3

e

상업용지
f

분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
B4~B7, B9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 안마시술
소 , 옥외골프 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종교시설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
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
∙ 운수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C1, C12~C17 제외)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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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면부
B8, B10, B11

g

i

산업용지

j
k
l
m
n
o

분

기타
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DS1~DS17
S1~S11
편익시설 <변경>
위험물저장 P1~P4
및
처리시설 Q1~Q2
종교시설 N1~N4
택시
차고지 T1~T2

불허용도
∙ 종교시설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
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
∙ 운수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 <변경>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
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보육시설 V1~V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I1~I9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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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허용도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표 Ⅰ-4> 불허용도 분류표

② 마곡 도시개발구역은 공항시설보호지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
음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③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일반미관지구 안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의 일반미관지구 안에
서 건축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도면표시

불허용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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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폐율)
① <표 Ⅰ-5>에서와 같이 표시된 건폐율은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
하여 건축할 수 없다.
구

건폐율

단독주택용지

R1~R4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A1~A6, A8,
A13~A15
주상복합용지
AC7,
AC9~AC12

60%이하
50%이하
60%이하

업무용지

C1~C17

60%이하

상업용지

B1~B11

60%이하

D1~D38
DP1~DP3

60%이하

DS1~DS2

50%이하

DS3~DS17

60%이하

주차장

I1~I9

90%이하

열공급설비

J1

20%이하

전기공급설비

K1

20%이하

F1~F4, F8~F12

50%이하

F5~F7

60%이하

G1~G4, G6~G7

50%이하

G5, G8

60%이하

H1

50%이하

M1

50%이하

M2

20%이하

E1

60%이하

S1~S4,
S6~S11<변경>

50%이하

S5

20%이하

P1<변경>

20%이하

산업시설용지
산업
용지

분

지원시설용지

공공청사
도시
기반
시설
용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종합의료시설

기타
시설
용지

편익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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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

분

건폐율
P2~P4

50%이하

Q1~Q2

20%이하

종교시설

N1~N4

50%이하

택시차고지

T1~T2

50%이하

보육시설

V1~V3

60%이하

비고

<표 Ⅰ-5> 건폐율 분류표

② 도면표시

건폐율

건폐율

제12조 (용적률)
① <표 Ⅰ-6>에서와 같이 표시된 용적률은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
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용적률

단독주택용지

R1~R4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A1~A6, A8,
A13~A15
주상복합용지
AC7,
AC9~AC12

업무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50%이하
230%이하
300%이하

C1~C11

600%이하

일반상업지역

C12~C17

400%이하

준주거지역

B1~B11
D1~D38
DP1~DP3

600%이하

DS1~DS2
산업
용지

비고

DS5~DS7
DS11, DS12
DS14~DS17
DS3, DS4
DS8~DS10
DS13

350%이하
150%이하

중앙공원변

300%이하

연결녹지변

400%이하

간선가로변 및 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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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00%이하

I2, I6~I8

600%이하

열공급설비

J1

50%이하

전기공급설비

K1

50%이하

F1~F4, F8~F12

250%이하

F5~F7

400%이하

G1~G7

200%이하

G8

400%이하

H1

200%이하

M1

100%이하

M2

50%이하

종합의료시설

E1

400%이하

편익시설

S1~S4, S6~S11
<변경>

250%이하

S5

50% 이하

P1<변경>

50%이하

P2~P4

100%이하

Q1~Q2

50%이하

종교시설

N1~N4

200%이하

택시차고지

T1~T2

100%이하

보육시설

V1~V3

200%이하

비고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기타
시설
용지

용적률
I1,I3~I5,I9

주차장

도시
기반
시설
용지

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표 Ⅰ-6> 용적률 분류표

③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
조 제4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임대주택 도입시 300%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도면표시
용적률

용적률

제13조 (최고높이)
① 당해 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
고 당해 대지에 지정된 최고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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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해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해발고도 57.8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공항관련 고도지구의 변
경에 의해 해당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지정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를
최고층수보다 높게 건축할 수 없다.
구

분

단독주택용지

최고층수
R1~R4

3층이하

DS1, DS2

3층이하

DS11, DS12
DS14~DS17

5층이하

I1,I3~I5,I9

5층이하

I2, I7~I8

8층이하

열공급설비

J1

4층이하

전기공급설비

K1

4층이하

공공청사

F1~F4, F9~F12

5층이하

G1~G7

5층이하

G8

-

사회복지시설

H1

5층이하

방수설비

M1, M2

2층이하

S3, S6

7층이하

S4

6층이하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도시
기반
시설
용지

학교

편익시설용지

기타
시설
용지

S5,
S10~S11<변경>
위험물저장 및
P1~P4
처리시설
Q1~Q2

4층이하
3층이하

종교시설

N1~N4

5층이하

택시차고지

T1~T2

2층이하

보육시설

V1~V3

5층이하
<표 Ⅰ-7> 최고층수 분류표

③ 도면표시
최고층수

최고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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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14조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최대 3가구로 한정한다.
제15조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표 Ⅰ-8>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의 최고한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합계

591,090

12,015

-

-

230

50

230

50

230

50

230

50

230

50

230

50

소
A1

12,988

23,228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20,523

25,014

60㎡ 초과 ~85㎡ 이하

129

85㎡ 초과

96

27,708

75,041

315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계

420

60㎡ 이하

258

60㎡ 초과 ~85㎡ 이하

78

85㎡ 초과

84

계

439

60㎡ 이하

103

60㎡ 초과 ~85㎡ 이하

137

85㎡ 초과

199

소
A6

계

60㎡ 이하

소
A5

408
183

소
A4

계

60㎡ 이하

소
A3

237

60㎡ 이하

소
A2

계

계

1,466

60㎡ 이하

675

60㎡ 초과 ~85㎡ 이하

588

85㎡ 초과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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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AC7

56,336

28,671

191

60㎡ 초과 ~85㎡ 이하

325

85㎡ 초과

488

AC10-1

69,122

23,212

23,057

AC11

14,864

60㎡ 초과 ~85㎡ 이하

186

85㎡ 초과

-

AC12

15,263

A13

58,827

A14

62,517

60㎡ 초과 ~85㎡ 이하

597

85㎡ 초과

-

소
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550
492
58
-

54,719

계

534

60㎡ 초과 ~85㎡ 이하

43

85㎡ 초과

-

소
계
60㎡ 이하
초과 ~85㎡
85㎡ 초과
소
계
60㎡ 이하
초과 ~85㎡
85㎡ 초과
소
계
60㎡ 이하
초과 ~85㎡
85㎡ 초과
소
계
60㎡ 이하
초과 ~85㎡
85㎡ 초과

347
295
52
363
319
44
1,320
500
820
1,270
582
600
88

60㎡

60㎡

230

50

300

60

300

60

300

60

300

60

300

60

230

50

230

50

230

50

577

60㎡ 이하

60㎡

60

1,597
1,000

소
A15

계

60㎡ 이하

60㎡

300

531
345

소
AC10-2

계

60㎡ 이하

소
AC9

1,004

60㎡ 이하

소
A8

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계

1,171

60㎡ 이하

729

60㎡ 초과 ~85㎡ 이하

378

85㎡ 초과

64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23 -

제5장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 (건축물의 방향성)
① “건축물의 전면방향”에서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2. 28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
하도록 하되, 28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가각
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3.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저층부 건축지정선,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 연결녹지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위 사항의 각호의 조건이 겹치는 필
지는 각호 규정 모두 적용한다.
제17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① 건축한계선
1.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축한계선의 적용은 주거동에 한한다.
3. 연결녹지에 면한 필지의 경우 연결녹지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연결녹지 계획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공보행통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 연결녹지계획 등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5. 도시철도 노선 인접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관계부서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
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층부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고 “고층부 건축한계선”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지상 4층 이상의 부분에 한하여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에서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해소와 열린 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 건축지정선(지상 3층
까지<변경>, 12m 내외) 보다 6미터 이상 후퇴하여 지정한다.
③ “저층부 건축지정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고 건축물의 지상 3층 이하 부분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특별계획구역 내
2분의 1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층부 건축지정선에 접한 것
으로 본다. (단,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상 4층이상의 외벽면은 저층부 건
축지정선(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 지정용도))의 수직면을 넘어서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 부분, 아케이드 부분 및 공개공지 또는 보행자를 위한 공지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이격된 부분
3. 도시철도 노선 인접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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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관계부서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
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림 Ⅰ-4> 저층부 건축지정선 및 고층부 건축한계선 예시도

L의 2/3 길이 ≦ D
(○)

L(저층부 건축지정선 길이의2/3) ≦ D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정여부

<그림 Ⅰ-5> 저층부 건축지정선 예시도

④ 도면표시
고층부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저층부건축지정선

저층부건축지정선

(1층 전면지정용도)

제18조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는 부대시설의 복합화와 용지 내 공동화 방지 및 가로와
연결녹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활성화 및 저층부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여, 지정용도의 부대시설

로서 연구원들의 숙소(기숙사), 식당, 매점, 기업홍보․전시장, 보육시설 등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보행활성화 및 저층부 시설 개방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를 설치한다. 이때, 1층 바닥면적의 30% 이
상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며, 1층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통로․계단․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화장실․설비공간․절개부․출입구 등 공용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위 제1항의 부대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

③ 단, 연구시설의 보안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용도상 부대시설 위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서 보행활성화에 적합한 계획으로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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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
① 5호선 마곡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 9호선 마곡나루역 및 광장1과 업무용지 지하층에서 효율적
보행연계가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용지는 지하층 구성 시 <표1-9>의 기준 바닥레벨을 준수하여 계획
한다.
② 지하공간의 장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필지 간 또는 블록 간 지하통합개발 및 연결이 가능
하도록 지하층 형성 기준 바닥레벨은 다음 <표1-9>에 따르도록 한다.
구분

필지

규제

권장

지하층 기준바닥레벨
CP1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CP2, CP3, CP4

지하1층 : EL+0.0

업무용지

C1~C17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상업용지

B4~B11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D1~D2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2.0

D3~D4, D6~D8, D12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1.0

D5, D9~D11, D13~D38,
DP1~DP3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DS1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1.0

DS2~DS17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S7~S8<변경>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2.0

업무용지

산업시설용지
산업
용지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

※ 기준바닥레벨에서 높이차 허용 : ±0.5 (인접필지와 단차 발생시 경사로로 연결)
※ 업무CP2, CP3, CP4 지하1층 : 층고 9.0 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 도입 가능함.
※ 광장1 지하층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의 대합실층을 기준으로 보행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 (지하1층 EL-0.75, 지하2층 EL-5.34)
※ 도시계획시설용지(권장)
- 공공청사(F7)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EL+0.0
- 주차장(I3~I9)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EL+0.0
※ 지하층기준바닥레벨 권장사항은 건축물 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해발고도 기준(EL), (단위:m)
<표 Ⅰ-9> 지하층 기준바닥레벨

③ 5호선 마곡역과 광장1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업무용지는 지상 보행과 지하 보행
의 입체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하공공보행통로변에 상업시설 등의 배치를 권장한다.
④ 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마곡지구 지하철연계 보행
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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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건축물의 형태)
① 필로티 구조

1. 필로티 구조는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터 또는 2개층’이상이며, 공동주택용지는 ‘폭
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는 당해 건축물의 규모나 주변

여건․현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유효높이 3.0
미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변경>

<그림 Ⅰ-6> 필로티 조성예시

② 투시형 벽면
1. 산업용지(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서 도로·연결녹지·공원·공공보행통로 변(이하 도로
등)에 면한 각각의 건축물 외벽면 1층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도로 등에 투영된 벽면길이
의 1/2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인가권
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저층부 건축지정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에 면한 1층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
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의 분절
1. 과도한 건물매스로 인하여 경관차폐, 바람길 차단,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최대 길이를
제한하여 분절한다. (단, 공동주택용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길이는 저층부(3층이하)는 150m 이내로 하고, 고층부(4층이상)는 100m 이내로 제
한한다. 단, 저층부와 고층부가 하나의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저층부 건축물 길이는 건축물
한 동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건축물의 길이는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에 수직방향으로 투영한 건축물의 투영길이와 그 도로
에 평행한 방향으로 투영한 건축물의 투영길이 중에서 큰 값을 말한다.
제21조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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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이상
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1.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2. 도면표시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③ 탑상형 권장구간
1. 탑상형 권장구간에는 “제1편 제1장 제4조 제1항 제20호”의 ‘탑상형아파트’를 배치하는 것
을 권장한다.
2. 주상복합용지 내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제 1, 2종 근린
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3층(지하는 지하2층까지만 허용)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도면표시
탑상형 권장구간

④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1.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우선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
으로서 이용 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
다.
3.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도면표시
부대복리시설 설치구간

⑤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1. 지정목적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
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2. 주거동 입면의 구분
가. 건축물 외벽면의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은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반적으
로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되, 지루한 입면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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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붕형태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형성과 태양집광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태양광 태양열 집광⋅집열시설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물탱크 등 시설

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⑦ 융통형 구조
1. 향후의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
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2. 융통형 구조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나.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다.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라.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제22조 (기타 사항)
① 소음저감 방안에 대한 사항
1. 공동주택 및 학교 조성 시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은 도로변 완충건물 위치 지정, 추가 이격거리
확보, 직각배치, 층고제한 등의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소음환경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23조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 등의 관한 사항은 “제2편 제4장 제23조(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의 지침을 따른다.
② 주차장 건축물은 연결녹지변 등으로 과도한 건폐율 및 매스 규모 등으로 인한 경관 차폐를 지양하여
야며, 주변 건축물의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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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제24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연결녹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조경시설을 하는 공
공보행통로변의 전면공지, 지원시설용지 중 보행활성화 유도를 위해 노천카페 등이 설치되는 공
원 및 연결녹지에 접한 전면공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면공지는 조성위치의 특성에 따라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구분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나.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는 전면공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차도 및 보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전면공지의 바닥포장과 단차에 관한 사항은 “ 제1편 제7장 제31조(포장 및 단차에 관한 사
항)”의 지침을 따른다.
②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
미터 이상의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제25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설치는 그 위치가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위치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우선 배치한다. 단,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위치를 준수하여 공개공지
설치(최소 45㎡이상, 최소 폭 5m이상)시 공개공지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
정받는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2.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한다.
3.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대지의 경우 침상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 공개공지 내 식재를 조성할 경우 소나무식재는 서울시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
한 자제하고, 부득이 소나무를 식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생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를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② 도면표시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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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침상형 공지)
① 침상형 공개공지의 설치
1.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을 권장한다.
2. 침상형 공개공지와 접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공간과 공개공지의 상부에는 상업시설간 이용효율 증
진을 위한 상업 및 판매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3. 휴게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식재를 할 경우에는 초화류 및 관목류 위주로 식재하여야 하며, 화분 및 플랜트박스(Plant
Box)의 사용도 가능하다.

<그림 Ⅰ-7> 침상형 공개공지 예시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 “공공조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
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

성 포장 으로 조성하여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

수목구분

식재밀도
(본/㎡)

상록비율
(%)

교목

0.3본 이상

50%이상

관목

0.5본 이상

-

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
원, 및 관리시설 등은 설치 가능하며, 보
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

<표 Ⅰ-10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식재는 <표 Ⅰ-10>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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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4. 공공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단,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비상차량동선이
포함된 경우는 이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5. 도면표시
공공조경

② “대지 내 조경”은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은 전부를 ｢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본다.

③ “외곽녹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외곽녹지로 지정된 위치는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소음억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가.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도록 한다.
나.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다. 식재는 <표 Ⅰ-1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
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
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
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2. 외곽녹지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

수목구분

식재밀도
(본/㎡)

상록비율
(%)

교목

0.2본 이상

50%이상

관목

0.1본 이상

-

<표 Ⅰ-11 > 외곽녹지의 식재기준

입한다. 단,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비상차량동선이 포함된 경우는 이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3. 도면표시
외곽녹지

제28조 (공공보행통로)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결정도에서 제시한 폭원 이상으로 설치한
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위치와 시점 및 종점은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의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이 때 건축한계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 등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
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④ 공동주택용지의 공공보행통로의 10미터 구간 내에 폭 3미터이상의 녹지를 조성하여 마곡 도시개발구
역 전체의 연결녹지체계와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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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보행통로 상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통로 및 연결
복도는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 크기 등은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다.
이 때 공공보행통로의 보행이 가능한 공간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보행자의 휴게․휴식을 위한 벤치 등을 설치한다. 단, 공공보행통로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매 50m마다 설치하도록 한다.
⑦ 공공보행통로의 바닥포장과 단차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7장 제31조(포장 및 단차에 관한 사
항)”의 지침을 따른다.
⑧ 공개공지를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⑨ 도면표시
공공보행통로

제29조 (지하공공보행통로 등에 관한 사항)
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된 위치에 결정도에서 제시한 폭원 이상으로
설치한다.
2.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바닥 레벨은 “제1편 제5장 제19조(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따른다.
3.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상품진열대, 이동식 간판 등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보행지장
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4.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지상공공보행통로의 보행연결이 가능한 계단 등을 필지별로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때 계단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되,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접한 계단간 최대 거리는 90m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인접한 필지
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지하보행동선체계가 유지되는 범위에 한하여 일부 위치 조정이 가능
하다.
2.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
한다.
3. 인접 필지의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를 1개소 이상 조성한다.
4. 인접한 건축물간에 지하층의 바닥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로 연결한다.
③ “지하연결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지하연결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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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연결통로 연결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점용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조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관련부서 및 지하철 관련
기관과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지하공공보행통로,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조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
된 「마곡지구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⑤ 도면표시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
지하연결통로

제30조 (통경구간)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
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
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
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경구간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③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

<그림 Ⅰ-8> 통경구간 적용 예시도

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④ 도면표시
통경구간

제31조 (포장 및 단차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인해 생겨난 전면공지 또는 공공보행통로의 바닥 포장은 인접한 보도
의 동일한 패턴⋅구조⋅재료 등을 사용하여 주변 보도와의 조화를 이루고 보행의 역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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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인해 생겨난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또는 아케이드 내부공간과 인접
한 보도와의 단차는 없도록 하고 횡단기울기는 2%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
우는 신체장애인용 경사로(12분의 1이하)를 설치한다.

<그림 Ⅰ-9 > 건축 후퇴부분 등에 관한 예시

<그림 Ⅰ-10 > 1층 진입부 예시

③ 건축물 1층 진입부 바닥높이는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조성하여 가로의 일체감을 유도하도록 한다.

④ 차량출입구에 의한 보도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지
침」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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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32조 (기본원칙)
① 수자원확보와 지역 내 물순환시스템 활용 등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 기법 이용을 권장한다.
②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가능한 한 녹화를 권장한다.
⑤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길을 활용한다.
⑥ 대기오염방지와 쾌적한 통행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 한다.
⑦ ｢생태면적률 지침(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한다.
제33조 (빗물이용시설)
① 홍수방지와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옥상 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지 중수도 활
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의2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
① 마곡 도시개발구역에는 물 재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서남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생수’라 한다)를 공급하게 되므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재생수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
장한다.

② 재생수를 공급받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운
영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③ 재생수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 수량 및 시기,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서울시(물관리정책
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에너지사용계획)
① 목 적
1.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를 건설한다.

∙ 건물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국내최초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전용구
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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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를 건설한다.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적극도입

3.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한다.
∙ 집단에너지 도입

4. 본 내용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 사항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를 확인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② 기본원칙
1.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 한다.
가.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효율1등급 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외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 81
점 이상 적용을 의무화한다.
나.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시설배치 등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 한다.
가. 도시형 에너지 공급원으로 적합한 연료전지의 이용을 최대화한다.
나. 단지전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태양열, 태양광, 하수열, 지열) 및 미활용에너지(수열원)를
적극 도입하여 자원절약형 단지를 조성한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인
구,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신·재생에너지시스템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인가(변경승인․인가 등 포함)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관련조례에 규정

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③ 사용계획
1. 건물부문
가. 공동주택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공동주택외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유지한
다.
나. 벽체구조, 창호보강 등 건축물 단열강화 설계 및 건축물의 옥상을 공원화 한다.
다. 집단에너지(공동주택 난방 포함) 도입 및 고효율 설비 등을 사용한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부문

가. 냉⋅난방에너지는 미활용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집단에너지시설 기저 부하 감당한다.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 100 GCal/h

나. 전기에너지는 대규모 연료전지에 의한 전력공급을 한다.
∙ 연료전지발전 : 20MW이상 도입

∙ 열병합발전 : 발전 후 잉여열을 냉⋅난방에 이용
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이용

④ 공통사항
1. 마곡구역 내 모든 공동주택의 난방은 ‘집단에너지’를 도입, 설치하여야 한다.
2. 마곡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옥상에는 ‘정원’설치를 권장한다.
3. 하수열 등 기반시설 계획은 서울시(기후환경본부)의 건설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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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1.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준용 한다.

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2. 지붕의 형태
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형성과 태양집광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하여
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태양광발전의 설치기준
가.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 당 0.1kWP이상, 전용면적 60㎡
초과는 세대 당 0.2kWP이상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용지별 신ㆍ재생에너지 적용사항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규정｣에 제시된 설
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설치용지

설치규모

태양광발전

상업용지, 업무용지,
산업시설용지, 종합의료시설

수요부하(건축 전기설비중 건축조명 및
건축동력)의 5%

태양열설비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급탕부하의 10%

지열설비

공동주택(관리동), 학교,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부하의 60%

비고

<표 Ⅰ-12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2.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저부하 관련 에너지설치기준
구 분

연료전지

하수열

규 모

발전규모 20MW

사용열원 100GCal/h

역 할

열공급설비에 연계하여 기저부하담당

열공급설비에 연계하여 기저부하담당

비고

<표 Ⅰ-13 >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저부하 관련 에너지설치기준

⑧ 기타
1. 상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에너지사용계획(변경)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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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매수자 등은 그 내용을 수인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제반업무를 추진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용지에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계획서상의 상업용지 에너지사용계획 이행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사항 중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과 상이
한 사항은 비교하여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제35조 (생태면적률)
① 건축물의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여야 한
다.
② 각 용지에 해당하는 생태면적률은 <표 Ⅰ-14> 다음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용지구분

생태면적률 기준

일반주택 (개발면적 660㎡미만)

20% 이상

공동주택 (개발면적 660㎡이상)

30% 이상

일반건축물 (업무 ․ 판매 ․ 공장 등)

20%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표 Ⅰ-14 > 용지별 생태면적률 기준

③ 산정방법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전체면적

×100 =

Σ(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전체면적

×100

④ 공간유형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
1.0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
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양 기능

2

수공간
(투수기능)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
수공간
1.0
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3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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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
이상 식재면적
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지만 산정

10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갈, 모래포장 등

11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13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저류․침투시설
0.2
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인공지반에 조성된 부분포장, 전면투수 및 틈새투수 포장면은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추가로 고려
하여 산정
<표 Ⅰ-15 >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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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 (차량출입불허구간)
① “대지 내 차량 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 건너편 단지의 출입구의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맞은편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중심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 출입불허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사항의 구간
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용지 제외)
가. 대로이상의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나. 하천, 공공보행통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연결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다.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
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의 구간
② 도면표시
차량출입 불허구간

제37조 (주차출입구)
① “공동주택 진⋅출입 가능구간”이 설정된 곳에서는 공동주택 건축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용지의 건물 주차장 진출입부, 대지 내 도로와 공공부문의 보도와의 교차점에 대해서는 “제1
편 제7장 제31조”의 규정을 따라 높이차에 의한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종합개선안도상에 개념도로 제시한 규모 및 형태로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후 공동주택 개별사업계획 수립자는 승인권자(인가권자)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
의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동주택 진⋅출입구의 위치는「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시 제시한 진⋅출입구의 이격거리와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여 승인권자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부분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② 도면표시
공동주택 진⋅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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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지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서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계식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
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
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
애인, 임산 부등의 편의를 위하여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투수성 포장’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내 개별시설물이 입지할 경우 적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각 용지별 주차장 확보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 Ⅰ-16> 용지별 주
차장 확보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기타시설용지

용지구분

주차장 확보 기준

공동주택용지

법정주차대수의 100%이상 확보

상업용지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 확보

업무용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산업시설용지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 확보

지원시설용지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 확보

종교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00%이상 확보

택시차고지

법정주차대수의 360%이상 확보

종합의료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학교

법정주차대수의 100%이상 확보

사회복지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50%이상 확보

주차장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표 Ⅰ-16 > 용지별 주차장 확보 기준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부설주차
장의 설치제한지역의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제한 기준을 따른다.
⑥ 향후 각 블록 ⋅ 필지별 건축계획 수립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와 ｢서울시 화물조업주차
구획 세부 시설 기준｣의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화물조업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기준은 승용차 기준 법정주차대수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2.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면수 산정은 각 토지이용별 ⋅ 필지별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 단계
에서는 면수산정이 곤란하므로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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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조업주차구획 면적 및 면수산정 방법
가.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승용차기준) -①
시설용도별 총 연면적 ÷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기준
시설종류

산정기준

백화점 및 할인점

시설면적 1,000㎡ 당 1대

판매시설

시설면적 2,000㎡ 당 1대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기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

시설면적 3,000㎡ 당 1대
시설면적 4,000㎡ 당 1대

<표 Ⅰ-17 >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기준(승용차기준)

나. 총 주차면적 산정(승용차기준)(②)
시설용도별 주차면수(①) × 승용차기준 주차면적(11.5㎡=2.3m×5.0m)
다. 화물조업주차면수 산정(화물차기준)(③)
총 주차면적(②) ÷ 화물차기준 주차면적 (1.0톤 14.3㎡/2.5톤 21.0㎡)
라.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1.0톤 2.6m×5.5m=14.3㎡/ 2.5톤 3.0m×7.0m=21.0㎡

4. 주차구획 위치는 부설주차장내 엘리베이터 ⋅ 계단 주변 또는 당해 사업장(매장,창고 등)으로부
터 최단경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보행동선상의 통과높이는 1.0톤 기준 2.7m이상 또는 2.5톤 기준 3.3m이상 이여야 한다.
6.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사업지 진입부에
‘화물조업주차’ 안내표지판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행우선구조 조성)
①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동선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단지 내 도
로 포함)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림 Ⅰ-12> 보행우선구조 예시안

<그림 Ⅰ-11 > 보행우선구조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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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단지 내 차량동선)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도
록 권장한다.
③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④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제41조 (단지 내 보행동선)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단지 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장애
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구간 양측 10미터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 내 보행 동선이 차량보다 우선되는 “보행우선
구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⑥ “제2편 제5장(무장애도시) 및 제6장(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한다.
제42조 (자전거보관소)
① 공동주택용지에서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
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 및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메뉴얼｣ 규정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용지 이외의 용지에서 자전거보관소는 “제2편 제7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44 -

제10장 경관에 관한 사항
제43조 (건축물 미관에 관한 기본 원칙)
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미관기준을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녹색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② 이 기준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디자
인서울 가이드라인｣,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등 관련법규 등에 따른다.

제44조 (담장, 계단 등의 설치)
①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
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인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② 보행자 통행로 또는 공원 등 공공공간과 접한 부분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③ 단독주택용지에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적인 측면이나 기타 사유로 부득이
설치할 시에는 생울타리나 투시형 휀스로 한다.
제45조 (냉방기 실외기 등의 설치)
① 냉방기 실외기는 외부로의 직접 노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물 설계
시부터 별도로 마련하며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실외기는 1층부에 설치를 금지하고,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은 설비덕트나
샤프트를 통해 배관하도록 계획한다.
③ 노대에 냉방기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④ 실외기 차폐시설은 형태⋅재료⋅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 재료와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⑤ 노대에 많은 수의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실외기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⑥ 냉방기 실외기 등의 설치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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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 (X)

권장 (O)
<그림 Ⅰ-13 > 냉방기 실외기 설치 예시도

지양 (X)

권장 (O)
<그림 Ⅰ-14 > 공동주택용지 내 냉방기 실외기 설치예시도

제46조 (도시가스관, 선홈통 등의 설치)
① 건축물 계획 시 배관 위치를 고려하여 건축물 미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 및 계
량기의 색채 또한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가로로 노출되는 경우는 계량기에 외벽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옥외계단 등의 설치)
①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등 반드시 옥외피난계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피난
계단을 건물 내부에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② 지하 선큰광장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건물의 1층 또는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저층
부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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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발코니 등의 설치)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측면 발코니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입면을
변화 있게 계획하도록 한다.
② 난간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Ⅰ-15 > 발코니 조성예시

제49조 (옥탑 및 지붕 등의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
1. 옥탑 및 옥상부 시설은 주요 도로변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붕층과 연계하여 계획하
되, 옥탑의 경우 옥탑을 이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돌출된 형태가 가능하
도록 한다.
2. 옥탑의 차폐나 별도의 디자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옥탑은 상층부에 기계실을 두지 않는 구
조로 하여 옥탑의 높이는 6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저층아파트의 경우 유압식 엘리베이터
도입으로 기계실이 없는 옥탑부 설계로 건축물과 일체화 하도록 한다.
3.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평지붕, 곡선지붕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여 변화감 있게 계획하되,
재료 및 색채는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림 Ⅰ-16 > 옥탑, 지붕 등의 설치 예시

② 상업용지, 업무용지, 편익시설용지, 주차장(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및 산업
용지(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1.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환기시설 등의 옥상시설물은 가능한 집약화 축약화하여야 하며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거나, 옥상 녹화계획과 연계한 식재계획을 통해 옥상구조물을 차
폐하도록 한다.
2. 저층 건축물의 경우 주변의 고층의 건축물에서 지붕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물의 적재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형태가 되도록 계획하거나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유도하여
높은 건축물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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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환기탑 등의 설치)
①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가급적 보행통행로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환기탑을 설치할 경우 식재 등을 통해 차폐할 수 있도록 하며, 차폐식재의 높이는 환기탑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한다.
③ 보행로 주변에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건축물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디자인을 통하여 조형물로 인식되게 하여, 기능
과 미적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별도의 디자인 계획

보행로에서 이격하여 수목으로 차폐
<그림 Ⅰ-17 > 환기탑 등의 설치 예시도

제51조 (옥외광고물)
① 기본방향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
달과 함께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관련규정

본 계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③ 광고물의 종류

1.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가로형간판
나. 소형돌출형간판
다. 지주이용간판
라. 창문이용광고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옥외광고물 중 옥상간판, (대형)돌출형간판, 세
로형간판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④ 소형돌출형간판
1. 설치위치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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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1~2층 부분에 한하여 미관
에 어울리도록 설치한다.
나. 도로에서 직접진출입이 가능한 업소만이 업소
당 한 곳에 표시하며,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
2. 규격 및 형태
가. 단순히 상호를 표시하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나.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
다.
<그림 Ⅰ-18 > 소형 돌출형 간판의 예시

제52조 (도시색채 및 재료)
① 기본원칙
본 계획은 마곡구역의 다양한 도시기능이 표출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색채경관을 형성하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맥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일관성 있는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색채 주조색 범위>
② 적용기준
1. 색채계획의 적용범위는 현상설계를 통해 설계중인 공동주택용지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제외
한 전체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색채적용범위는 적극적 색채 제한구역과 소극적 색채 제한구역으로 나눈다.
가. 적극적 색채 제한구역(A,B) : 도시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색채를
제한하여 명확한 도시의 Identity를 구현한다.
A구역

B구역

<그림 Ⅰ-19 > 적극적 색채 제한구역

나. 소극적 색채 제한 구역(C, D) : 일상적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도록 색채의 허용범위를 넓혀
주어 구도시와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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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역

D구역

<그림 Ⅰ-20 > 소극적 색채 제한구역

3. 색채계획은 피복채색을 기준으로 하며 내부착색 중 창문(유리, 창호)은 제외한다.
4. 색채는 전체 면적의 90%이상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Ⅰ-21 > 구역별 색채 구분도

<적극적 색채 제한구역>
③ A구역 중앙공원
1. 도시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A구역은 적극적으로 색채를 제한하여 명확한 도시의 아이덴
티티를 구현한다.
2. 주조색은 G80Y-Y70R, R70B-B10G, N으로 White,Gray, Warm Gray, Cool
Gray, YellowiSh Gray, BluiSh Gray계열로 제한하여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
록 검정색도 20이하, 유채색 5이하의 명도와 채도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3. 보조색과 강조색 및 자연재의 색은 주조색과 강한 대비를 금지하며 명도대비는 가능하나 채도대
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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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2 > A구역 중앙공원

④ B구역 업무단지+상업단지+산업단지
1. A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B구역 역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향하며 A구역과 통일감있는
색채를 연출하도록 한다.
2. 주조색은 G80Y-Y70R, R70B-B10G, N으로 White,Gray, Warm Gray, Cool
Gray, YellowiSh Gray, BluiSh Gray계열로 제한하여 검정색도 30이하, 유채색 10이
하의 명도와 채도에 유의하여 건축의 규모에 따라 조절하도록 한다.
3. 보조색과 강조색 및 자연재의 색은 주조색과의 강한 대비를 금지하며 명도대비는 가능하나 채도
대비는 불가능하다.

<그림 Ⅰ-23 > B구역 업무단지+상업단지+산업단지

<소극적 색채 제한구역>
⑤ C구역 주거단지+업무단지+산업단지+상업단지
1. 일상적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C구역은 색채의 허용범위를 넓혀주어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보
다 건축 형태, 규모, 재료 및 인간의 심리, 행동 그리고 문화적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절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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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G80Y-Y70R의 색상은 검정색도 50이하, 유채색 20이하에서 계획하며 그 외의 색상은 보다
낮은 채도의 유채색도 10이하로 계획한다.
3.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강한 대비는 금지하며 대비조화의 경우 채도대비 및 색상대비보다 명
도대비로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 Ⅰ-24 > C구역 주거단지+업무단지+산업단지+상업단지

⑥ D구역 주거단지+상업단지+업무단지+산업단지
1. 일상적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D구역은 색채의 허용범위를 넓혀주어 구도시와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유도한다.
2. G80Y-Y70R의 색상은 검정색도 70이하, 유채색 40이하에서 계획하며 그 외의 색상은 보다
낮은 채도의 유채색도 20이하로 계획한다.
3. 유사조화, 대비조화 모두 가능하며 건축컨셉, 사용자 심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하되, 상업
적인 홍보를 위한 이벤트적 색채계획은 금지하며 시간의 흐름에도 자연스럽도록 주변환경과 조화
로운 색채를 구성하도록 한다.

<그림 Ⅰ-25 > D구역 주거단지+상업단지+업무단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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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색 규제>
⑦ 평지붕, 경사지붕, 옥상바닥, 옥상구조물
1. 원경으로 갈수록 도시이미지가 전달되므로 원경에서도 조망 가능한 상층부 색채, 특히 지붕색을
제한하여 적용한다.
2. 마곡구역는 고도제한으로 주변에서 상층부 전망이 가능하므로 통일감 있는 지붕색적용을 통해 도
시의 쾌적하고 질서있는 이미지를 보이도록 한다.

<그림 Ⅰ-26> Kista Science City 사례 이미지

3. 지붕의 유형, 형태, 재료는 자유롭게 계획하도록 한다.
4. 옥상바닥 및 옥상구조물이 보이는 경우, 피복채색 및 내부착색으로 건축물과의 조화 또는 은폐를
유도한다.
5. G80Y-Y70R의 색상계열 및 무채색의 검정색도 10이상 80이하, 유채색도 05이하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그림 Ⅰ-27> 지붕색 색채계획

<재료별 색채>
⑧ 색채 재료별 구분
1. 소재의 종류는 <표 Ⅰ-18>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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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소재

금속계소재

무기계소재

유기계소재

석재, 목재

철, 스텐레스, 알루미늄,
구리, 합금, 도금재 등

타일, 자기재, 벽돌,
글라스, 콘크리트, 시멘
트계 등

플라스틱, 천, 종이 등

<표 Ⅰ-18 > 소재의 종류

2. 표현기법에 따른 색채는 소재색, 내부착색, 피복채색(표면가식)으로 나누어진다
가. 소재색은 석재, 목재, 스텐레스, 구리, 콘크리트 등 소재 자체의 색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색을 말한다.
나. 내부착색은 플라스틱, 착색글라스, 타일, 벽돌 등 자재에 전체를 착색하여 소량 및 명확한 색
구현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다. 피복채색(표면가식)은 도료(도장)의 채색, 인쇄 등 표면을 피복하는 방법으로 표면의 다른 기
능을 주는 특징이 있다.
3. 소재별 색채는 <표 Ⅰ-19>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천연소재

색

채

소재색
소재색

금속계소재

내

용

천연소재(석재,목재)는 바닥포장재에서 제시한 색채를 따른다.
구리, 철등 무광으로 소재색이 드러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유광금지, 피복처리 또는 피복채색되는 경우 조닝별 색채팔렛을

피복채색

따른다.
무기계 소재 중 소재색을 그대로 드러나는 콘크리트, 시멘트계,

소재색
무기계소재

글라스 등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타일 및 벽돌 등 내부착색 되는 경우 구역별 색채팔렛을 따른다.

내부착색

소재색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소재색의 경우, 저채도에 한하여
선정한다.)

내부착색
유기계소재

유기계소재는 건축에 사용되기 보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소품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면적이 넓을 경우, 건축에 사

피복채색

용될 경우만 구역별 색채팔렛을 따른다.
<표 Ⅰ-19 > 소재별 색채

제53조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① 미관지구내 지정된 건축한계선 부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
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할 수 없다.
- 54 -

제11장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
제54조 (유비쿼터스 관련기준)
“제2편 제11장(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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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특별계획구역
제55조 (특별계획구역 지침)
① 지정목적 및 지정개요
1.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대규모 건축물을 수용하고, 지하철

과 연계한 지상‧지하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입체적 개

발의 유도가 필요한 마곡구역 역세권의 대규모 업무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정개요
명칭

용도지역

면적(㎡)

위치

특별계획구역 Ⅰ

일반상업지역

31,827

CP1

특별계획구역 Ⅱ

일반상업지역

20,812

CP2

특별계획구역 Ⅲ

일반상업지역

30,085

CP3

특별계획구역 Ⅳ

일반상업지역

39,050

CP4

비고

<표 Ⅰ-20 > 특별계획구역 지정

3.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제시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 등은 개발주체(건축주)가 부담하며 세부개
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토록 한다.

<그림 Ⅰ-28> 특별계획구역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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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1.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 외에는 필지의 분할을 불허한다. 단, 부득이 필지의 분할이 필
요한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승인권자(인가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할 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구

분

지정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지침내용
1층

비 고

∙ 1층 가로활성화 용도(CP2~CP4에 한함)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표 Ⅰ-21> 건축물의 용도

1. “1층 전면지정용도”는 가로의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저층부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이 지정된 필지에 적용한다.
2. “가로활성화 용도”의 범위 및 설치방법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8조(지정용도)”를 따
르며, 해당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3. 허용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
라 일반상업지역내 입지 가능한 용도로 하되, 불허용도로 정한 용도는 입지를 불허한다.
4. 마곡 도시개발구역은 공항시설보호지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1.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
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공항관련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의 변경에 의해 해당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2.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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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지침내용

비 고

∙ 60% 이하

∙ 600% 이하

∙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 이하
<표 Ⅰ-22> 건축물의 규모

⑤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7조(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제1
항 및 제2항”을 따른다.
2. “저층부 건축지정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7조(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제3항”을 따른다.
3. 지하철연계 보행공간의 형성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⑥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형태
가. 투시형 벽면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건축물의 형태) 제2항”을
따른다.
나. 건축물의 분절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건축물의 형태) 제3항”을
따른다. 단,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르도록 한다.
⑦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공개공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7장 제25조(공개공지)”를 따른다.
2.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7장 제28조(공공보행통로)”를 따른
다.
3. 지하공공보행통로,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
편 제7장 제29조(지하공공보행통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⑧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대지 내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9장 제36조(차량출입불허구간)”를 따
른다.
2.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지침 “제1편 제9장 제38조(주차장의 설치)”를 따른다.
⑨ 경관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미관
가.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
여 별도로 작성하는「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다만,「마곡

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의 계획 및 외부공간에 관한 사
항은 마곡자문기구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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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기준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⑩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내용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지침도를 준수하여 세부개발계획
을 수립하되, 아래 각호에서 정한 계획 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동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
용

2.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나.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 이상(원경 2매,
근경 3매)

⑪ 해당 심의기관이 건축심의(자문) 단계에서 서울시 마곡조성과로 업무 협의시 마곡조성자문기구{자문
단, 총괄건축가(MA)}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변경)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⑫ 기타 사항

1. ｢특별계획구역 지침｣ 이외의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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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6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및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신규지정에 관한 사
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의 운용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
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
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나.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다.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라.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마.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바.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사.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제57조 (인허가 관련 도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승인 및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4. 외부공간의 이용 조성계획도
5.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등)
6.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7.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단,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8.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② 위 제1항의 제출도서의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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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
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제58조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①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 외곽녹지, 공공조경, 공개공지 및 무장애도시 등 공공
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또는 공공부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는 계획 등에 본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59조 (행정사항)
①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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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도로시설
<기본원칙>
제1조 (관련규정)
본 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제2조 (주차장 확보계획)

① 사업지내 개별시설물이 입지할 경우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용지별 주차장 확보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 Ⅱ-1> 용지별 주차

장 확보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용지구분

주차장 확보 기준

종합의료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학교

법정주차대수의 100%이상 확보

사회복지시설

법정주차대수의 150%이상 확보

주차장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열공급설비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표 Ⅱ-1> 용지별 주차장 확보 기준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부설주차
장의 설치제한지역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제한 기준을 따른다.
④ 향후 각 블록 ⋅ 필지별 건축계획 수립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와 ｢서울시 화물조업주차
구획 세부 시설 기준｣의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화물조업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기준은 승용차 기준 법정주차대수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2. 화물조업주차구획 확보 면수 산정은 각 토지이용별 ⋅ 필지별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 단계
에서는 면수산정이 곤란하므로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3. 화물조업주차구획 면적 및 면수산정 방법
가.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승용차기준) -①
시설용도별 총 연면적 ÷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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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산정기준

백화점 및 할인점

시설면적 1,000㎡ 당 1대

판매시설

시설면적 2,000㎡ 당 1대

산업시설(공장,창고 등)

시설면적 3,000㎡ 당 1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전시, 관람 등),
업무시설 등 유사시설

시설면적 4,000㎡ 당 1대

<표 Ⅱ-2> 시설용도별 주차면수 산정기준(승용차기준)

나. 총 주차면적 산정(승용차기준)(②)
시설용도별 주차면수(①) × 승용차기준 주차면적(11.5㎡=2.3m×5.0m)
다. 화물조업주차면수 산정(화물차기준)(③)
총 주차면적(②) ÷ 화물차기준 주차면적 (1.0톤 14.3㎡/2.5톤 21.0㎡)
라. 화물조업주차구획 규격
1.0톤 2.6m×5.5m=14.3㎡/ 2.5톤 3.0m×7.0m=21.0㎡

4. 주차구획 위치는 부설주차장내 엘리베이터 ⋅ 계단 주변 또는 당해 사업장(매장,창고 등)으로부
터 최단경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보행동선상의 통과높이는 1.0톤 기준 2.7m이상 또는 2.5톤 기준 3.3m이상 이여야 한다.
6. 화물조업 주차구획임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획내 ‘화물조업’노면표시 및 사업지 진입부에
‘화물조업주차’ 안내표지판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교차로의 신호등 설치 및 운영계획)
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 내(외)부에 신설 또는 변경되는 교차로는 총 13개소로 이들 교차로
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신호(점멸신호등 포함) 운영 : 9개소
2. 신호등 운영 : 46개소
3. 최적신호운영(안) 제시 : 13개소
4. 공항로(공항초교앞~발산역사거리간) 신호연동 운영계획 : 5개 교차로
제4조 (가로의 기능 및 등급별 교차로 회전반경 적용계획)
가로의 기능 및 등급별 교차로 회전반경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m이상 도로접속 : R≧15m

② 15m이상 20m미만 도로접속 : R≧12m
③ 15m미만 도로접속 : R≧10m

제5조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설치 계획)
① 사업지 내부 주요 경유 지점에는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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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버스정류장은 가능한 한 포켓형(off-Line 방식)으로 설치토록 한다.
③ 버스정류장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폭 20m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주 보행동선과 원활한 연계 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⑤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류장간의 간격은 도보권(200~500m)을 감안하여 설치
한다.
⑥ 버스정류장은 간선도로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규모는 버스 1대가 정차 시 소요되는 연장
50m의 버스베이를 설치한다.
1. 버스정류장 및 버스베이 설치 : 35개소 B=3.0~3.5m, L=50m(매 1대 추가시 15m 추가)
2. 택시정류장 및 택시베이 설치 : 5개소 B=2.0m, L=50m(5대 규모)
제6조 (주요 가로상에 적정 보도폭원 설치 계획)
사업지내 주요 가로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보행동선 단절로 보행통행자의 안전이 우려되
므로 보행동선 원활화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지내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시설
진입부에는 보도 및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하였다
① 주요 가로상에 적정 보도폭원 설치(식수대포함)
1. 공항로(45m) : 5.0m(양측)
2. 광로 3류(40m) : 5.0m(양측)
3. 대로 2류(31~32.5m) : 4.5~6.0m(양측)
4. 대로 3류(25m) : 5.0m(양측)
5. 중로 1류(20m) : 3.25m(양측)
6. 중로 2류(15~18m) : 3.0~4.5m(양측)
7. 중로 3류(12~13m) : 2.5m(양측)
8. 소로 1류(10m) : 1.5m(편측)
9. 소로 2류(8m) : 4m(편측), 1.5m(편측)
제7조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① 사업지 내부에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향상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횡
단보도, 가드휀스, 차선규제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한편, 초등학교가 입지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
해 가드휀스, 교통안전표지판, 유색포장 등을 시공하여 사고방지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초등학교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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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접속시설 개선 계획)
① 신설되거나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각 교차로에 대하여는 신호등을 설치 및 최적 신호운영방안을 수
립하여 교차로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가로구간 소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적용한다.
1.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13개소) : 개화사거리, 신방화사거리, 가양사거리, 가양대교남단
사거리, 신방화역교차로, 등촌1-10단지, 김포공항입구, 공항초교앞, 마곡역교차로, 발산역사거
리,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외발산사거리, 붐모텔앞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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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원, 녹지
제10조 (기본원칙)
①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시 사람과 동물의 이동공간을 분리하여 생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적으로 한강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대계획이 되도록 고려한다.
③ 주요 녹지축은 도로개설 및 주택건설 등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사람과 동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생태개념을 도입 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의 성격에 따라 위계를 설정하고, 중앙공원 및 문화공원은 보행 및 휴식과 함께 자연을 편
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⑤ 연결녹지축은 보행로 중심의 좋은 가로수 길로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과 변화, 움직임, 접촉이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한다.

<그림 Ⅱ-1> 연결녹지축 예시도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 (문화공원조성 원칙)
① 역세권과 클러스터를 고려하여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녹지축으로 연계한다.
② 인접부지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원 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통하여 특화이미지를
부여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
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④ 문화공원과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⑤ 근린공원별로 주요 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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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 공원 내 도입시설)
①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필요시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시설을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조성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 (녹지 내 식재원칙)
① 연결녹지 식재는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교목, 관목, 초화류 등
이 어우러지는 다층구조로 조성하고, 사람의 이용공간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 내 인접하
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③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④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 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
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⑤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 교목
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⑥ 공원 주변 가로에는 수직적 거목을 식재하여 보행자 중심의 녹지터널을 형성하고 자연의 상징성을 극
대화한다.

<그림 Ⅱ-2> 공원 주변가로 식재 예시도

제14조 (녹지 내 도입시설)
① 주거지와 간선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보
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주거용지의 외
곽녹지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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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공원
제15조 (기본원칙)
①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 조성을 위한 특화계획을 수립한다.
② 인공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여 조성한다.
③ 공간의 위계 및 주변건물의 용도를 반영한 공원을 조성한다.
제16조 (계획방향)
① 첨단 바이오농업, 식물학, 생태, 연구 · 개발, 체험⋅교육, 관광, 문화 · 예술 등 서로 다른 요소
와 기능들이 융합하여 조성되는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②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③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과 식물학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고 자연적 자산과 문화적 자산을 도시공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산업 및 문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수공간은 인공시설을 최소화한 자연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건기와 우기를 구분한 동선체계를 구상한
다.
⑤ 미래 산업인 첨단농업을 위한 시설 조성과 중앙공원의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주요 보행축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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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공공시설
< 공통 사항 >
제17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 및 필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이는 원칙적
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
인권자(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해 필지를 분할할 수 있다.
제18조 (대지 내 차량출입)
대지 내 차량출입구는 “제1편 제9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차량
출입이 요구되는 소방서, 지구대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범위에서 도로 전면출입을 허용한다.
<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제19조 (배치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② 학교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주거지에 면한 대지에는 주거지변으로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조경 또는 외곽녹
지를 조성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학교와 인접한 산업시설용지 부지경계부에는 소음방지를 목적으로 공공조경
을 조성한다. 공공조경에 관한 기준은 “제1편 제7장 제27조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제20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종류)
① 구역의 설정
1. 근거: 『학교보건법』 제5조, 동 시행령 제3조
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예정지는 출입문 설치 예정
지)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구역설정 고시
나.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예정지는 출입문 설치 예정지)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다.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
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6조, 동 시행령 제6조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종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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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
제21조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
① 공공청사 등 인접하고 있는 용지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일치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하고, 인
접하는 공공청사는 2개 이상 단위로 공동주차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기타 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제22조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고효율에너지기기 사용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자재는 환경오염 유발 및 인체 유
해성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제품(환경마크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23조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용지는『주차장법』 제4장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동차
불빛에 의한 인접대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린생
활이 위치하지 않는 2,3층 이상의 상층부에는 차폐시설
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Ⅱ-3> 주차장시설의 예시도

③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펌프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제2편 제7장 제36조”의 내용을 적용한다.
④ 주차전용건축물로써 주차장외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과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30%미만이어야 한다.
2.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2층, 최상층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 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
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
⑤ 주차공간과 차량서비스 공간 등의 입지에 따라 불량한 경관이 예상되는 경계부는 조경을 조성하여 인
접단지와의 차폐를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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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장애도시
제24조 (기본원칙)
①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②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계한다.
③ 도로 내 보행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교차부, 공원⋅광장내부의 보행로와 시설물, 건축물과 공공부
문의 경계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 본 지침의 내용은 마곡 도시개발구역 전 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 구축
을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5조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
① 무장애화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의 레벨, 좌우 기울기의 임의변경 및 보도의 임의
절단을 금지한다. (신·개축 시에도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②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에 적용한다.
제26조 (볼라드의 설치)
볼라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설치해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① 볼라드의 크기는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
의 내용에 따르며, 볼라드간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②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제27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보도에 연속하여 설치
한다.
②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
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0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
로부터 100내지 1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시각장애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 경고블록을 설치한다.
⑤ 장애물존이 설치된 보도는 이를 이용하여 부분경사로를 설치한다.
⑥ 편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보도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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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⑧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속도저감시설의 연결부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속도저감시설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Ⅱ-4> 고원식횡단보도 예시

<그림 Ⅱ-5> 전면경고블록의 설치

제28조 (공공부분(도로)과 민간부분(건축) 접점공간의 통합조성)
① 보도 레벨과 건물의 주 출입구 레벨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차도와 건축물과의 경계 사이에는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 보도-공개공지-건축물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무장애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④ 공개공지 조성구간의 가로수 위치를 조정한다.
⑤ 보도와 대지 진입로 입구의 교차 시 보도를 우선으로 조성한다.
제29조 (교통정온화)
주거단지에서 시케인, 협착,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 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30조 (입체횡단보행시설)
① 보행망과 도로망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② 보행망과 녹지망을 연계 또는 통합 계획한다.
③ 이용 집적화 규모에 따라 전용 보행로, 보행광장, 지역광장 등 커뮤니티 규모를 연동한다.
④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이용시설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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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가로형>

<지하공간 활용형>
<그림 Ⅱ-6> 입체횡단부 조성예시

제31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
건축물과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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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제32조 (관련규정)
① 지금까지의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함으로
써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 지향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

② 본 계획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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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제33조 (목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맑고 매력적인 녹색도시 마곡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초 인프라인 자전거전용도로 도로망(Network)의 조기 확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

제34조 (관련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인프라확충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망(Network)구축계획의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5조 (기본원칙)
①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 및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
중교통 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차량 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자전거 도로망 계획)
① 자전거 도로망은 단절된 구간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연결한다.
구분
내용

교차로
- 자전거신호등, 자전거횡단도
설치

교량
- 교량연결로개선(계단⇒경사로)
- 램프접속구간(30km/h
이하 속도 규제 등)

터널
- 차도상 휀스설치 및
분리선 설치

계획

<표 Ⅱ-3> 자전거 도로망 계획

②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역세권과 거점공원에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 이용시설을 확
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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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자전거 보관소 및 대여소 예시

③ 개별시설물 설치시 자체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지에 대한 자전거주차장의 확보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5%이상으로 하며,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 설치위치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에 따른다.
⑤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 및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메뉴얼｣ 에 따라 설치하되, 자동차 주차대수는 본 시행지침 “제1편 제9장 제38

조 제4항 및 제2편 제1장 제2조 제2항” 용지별 주차장 확보 기준에 따라 확보되는 주차대수를 적
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산정한다.
⑥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 등은 주출입 통로변에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고려
하되, 차량 및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건축물의 경우 지상(1층)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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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제37조 (기본원칙)
① 수자원확보와 지역 내 물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기법을 권장한다.
②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가능한 한 녹화를 권장한다.
⑤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길을 활용한다.
⑥ 대기오염방지와 쾌적한 통행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 한다.
⑦ 「생태면적률 지침(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한다.
⑧ 각 용지에 해당하는 생태면적률은 <표 Ⅱ-4> 다음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용지구분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녹지내 시설 및 건축물

생태면적률 기준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표 Ⅱ-4> 용지별 생태면적률 기준

⑨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 등은 “제1편 제8장 제35조(생태면적률)”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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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옥외가로시설물
제38조 (차량안내체계)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
다.
②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하되, 명명단위의 우선순위를
지역명, 시설명, 가로명, 단지명 순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시의 식별성과 장소성의 제고를 위해 가로의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 인접지역 등 광역권에 대한 지역안내는 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도로의 교차로 상에 설치
한다.
⑤ 대규모 공원, 공공건축물 등 도시 내 주요 시설안내는 주요 교차로 및 이들 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주
변 교차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보행안내체계)
① 보행안내 시설물은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된 종합안내시설, 생활권 등 일정지역의
정보를 수록한 지구안내시설, 단지 주진입구의 단지안내시설, 공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원안내시설,
주요 시설 및 교차로와 정차대 등에 설치되는 방향 및 정차대 안내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시각 및 음향,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 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③ 보행특성과 활동 행태를 감안하여 배치장소의 위계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한 시설배치를 통하여 이용
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통일성이 유지
되도록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마곡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그래픽 요소를 적극 활용한 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
을 창출한다.
제40조 (가로시설물)
①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 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
양하므로 각종 가로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② 가로장치물 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은 가급적 복합화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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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가
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도시의 진입부에는 보도, 완충녹지 등을 활용하여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가로시설물을 확보하
고, 독창적인 게이트로 디자인한다.
⑤ 역부근에는 부분적인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조명을 설치한다.
제41조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
① 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버스정차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
다.
③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
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정보의 첨삭과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정보의 위계를
구분하고 위계별 표현기법을 차별화 하도록 한다.
⑤ 재질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부각시키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재질을 함께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⑥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정책의 일부인「서울특별시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의 사항을 우선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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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도시구조물
제42조 (기본원칙)
① 도시구조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개별 구조물의 독립된 형태에 주목하기 보다는, 구조물 주변 도시경
관의 형태적, 기능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별 구조물의 디자인에서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화려한 페인트 마감을 지양하고, 구조 자체의 솔직한
아름다움과 재료의 질감이 갖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③ 상징성, 입구성 등의 모호한 개념을 형상화하여 필요 이상의 장식적인 형태를 도출하지 않는다.
제43조 (입체교량에 관한 사항)
① 입체교량은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르며, 필요이상으로 과장된 구조체나 구조적
필요성이 없는 장식적 구조체의 사용을 지양한다.
②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간의 구조논리적 일관성과 형태적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③ 교대와 교각은 형태 및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교각의 경우 이형(異形)요소의 단순 조합
을 지양한다.
④ 조악한 반복패턴이 드러나는 문양거푸집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점검시설은 난간시설과 형태적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그림 Ⅱ-8> 입체교량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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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
제44조 (U-City 조성원칙)
① 마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U-City 환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의 내용은 상업 및 업무용지,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적합한 IT환경구축을 위하여 사
용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45조 (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초고속광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변
경>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상업 및 업무용지의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
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④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공동주택 20세
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제2항 및 제3항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46조 (원격검침 설치기준)
①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
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적용되는 U-City기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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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에너지 사용계획
제47조 (목 적)
①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를 건설한다.

∙ 건물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위한 국내최초‘공동주택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전용구
역’선언

②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를 건설한다.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적극도입

③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한다.
∙ 집단에너지 도입

④ 본 내용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구
체적 사항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를 확인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기본원칙)
①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 한다.
가.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효율1등급 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외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적용을 의무화한다.
나.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시설배치 등
②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 한다.
1. 도시형 에너지 공급원으로 적합한 연료전지의 이용을 최대화한다.
2. 단지전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태양열, 태양광, 하수열, 지열) 및 미활용에너지(수열원)를 적
극 도입하여 자원절약형 단지를 조성한다.
③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

해), 에너지사용계획, 신·재생에너지시스템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인가

(변경승인․인가 등 포함)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
에 따른다.
④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사항 중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과 상이한
사항은 비교하여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제49조 (사용계획)
① 건물부문
1. 공동주택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공동주택외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유지한다.
2. 벽체구조, 창호보강 등 건축물 단열강화 설계 및 건축물의 옥상을 공원화 한다.
3. 집단에너지(공동주택 난방 포함) 도입 및 고효율 설비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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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재생에너지 이용 부문

1. 냉⋅난방에너지는 미활용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집단에너지시설 기저 부하 감당한다.
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 100 GCal/h

2. 전기에너지는 대규모 연료전지에 의한 전력공급을 한다.
가. 연료전지발전 : 20MW이상 도입

나. 열병합 발전 : 발전 후 잉여열을 냉⋅난방에 이용

3.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이용
제50조 (공통사항)
① 마곡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옥상에는 ‘정원’ 설치를 권장한다.
② 하수열 등 기반시설 계획은 서울시(맑은환경본부)의 건설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1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①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준용
한다.
제52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
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지붕의 형태
1.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태양광발전의 설치기준
1.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치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 당 0.1kWP이상, 전용면적 60㎡초
과는 세대 당 0.2kWP이상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기타 공공시설용지 적용사항)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규정｣에 제시된 설치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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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용지

설치규모

태양광발전

공공청사, 열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수요부하(건축 전기설비중 건축조명 및
건축동력)의 5%

태양열설비

사회복지시설, 열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급탕부하의 10%

지열설비

공동주택(관리동),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부하의 60%

비고

<표 Ⅱ-5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②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저부하 관련 에너지설치기준
구 분

연료전지

하수열

규 모

발전규모 20MW

사용열원 100GCal/h

역 할

열공급설비에 연계하여 기저부하담당

열공급설비에 연계하여 기저부하담당

비고

<표 Ⅱ-6 >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저부하 관련 에너지설치기준

제54조 (기타)
① 공공시설 내 광원의 종류
1. 교통신호등, 옥외광고물 내 광원 등은 LED조명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마곡구역 내 가로등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시설에 백열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② 상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에너지사용계획(변경)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매수자 등은 그 내용을 수인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
다.
③ 주차장 용지에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계획서상의 상업용지 에너지사용계획 이행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사항중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과 상이한
사항은 비교하여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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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기타 사항
제55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이용)
① 마곡 도시개발구역에는 물 재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서남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생수’라 한다)를 공급하게 되므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재생수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
한다.
② 재생수를 공급받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운영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③ 재생수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 수량 및 시기,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서울시(물관리정책과)
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①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 등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열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공공청
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종합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는 경우 마곡 도시개발사업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재해),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소비총량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

계 기준, ｢마곡지구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마곡일반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마곡 도시개발사업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인가(변경승인․인가 등 포함)된 내용이나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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