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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⑥-1 블럭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건축물 최고높이를 서초구 ⑥- 1블럭(서초구 서초동 1591-1 외 인근8필지)

에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 구역 중 서초구 서초동 1591-1 외

인근8필지를 대상으로 별첨의 지침도에 표시한 구역 경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반 관련 법률에 의한다.

② 당해 대지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당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 와 각각의

『기준완화높이』 를 합한 높이(이하 “적용높이”라 한다.), 지침에서 정하는 『적용완화높이』

(이하 “최고높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높이

1. “높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한다.

2. “기준높이”라 함은 『건축법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

는 높이를 말한다.

3. “기준완화높이”라 함은 기준높이 이외에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를 말하며 최대 1.2배 이내로 한다.

4. “적용높이”라 함은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를 말한다.

5. “최고높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기준에 의해 관련절차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결정된 높이를 말한다.

제2장 높이계획

제5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기본원칙 : 기준높이 산정]

이 지침에서 기준높이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08.27)의 규정의 기준높이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6조 [기준높이 완화 : 적용높이 산정]

이 지침에서 기준높이 완화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08.27)의 규정을 준수하여 산정한다.

제7조 [적용높이완화 : 최고높이 산정]

① 이 지침에서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준수하고, 별첨의 지침도에 표시된 기준을 준수

할 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개발 필지의 경우 합필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1. 고가사다리차등의 조작을 위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건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2. 지침도에 표기된 공개공지 위치를 준수할 것.

3. 원활한 피난공간 확보를 위해 아래표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확보할 것.

W 5m 7m 9m 11m 13.5m

H 18m 26m 33m 41m 50m

<이격거리에따른사다리차전개개념도>

< 이격거리에 따른 사다리차 전개능력 >

대지면적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확보

500㎡미만 2m 이상

500㎡이상~1,500㎡미만 3m 이상

1,500㎡이상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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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서울시 서초구 ⑥-1 블럭 건축물의 높이』 지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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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구역>

[KEY MAP]

[범례]

높이지침
적용구역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소방자동차
활동 이격거리

Ⓐ

Ⓑ

Ⓐ

기준높이 기존지침적용

적용높이 기존지침적용

최고높이 72M

Ⓑ

기준높이 기존지침적용

적용높이 기존지침적용

최고높이 56M

공동개발 필지(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