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강원도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 소집위원
○ 회의안건

목)

:

2021. 3. 18.(

14:00

~ 16:00

:

강원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
명(참석 11, 불참 0)

: 11
: 2

건

① 남원주 역세권 A-1BL 공동주택 신축
② 강릉 교동7공원 공동주택 신축

□ 회의결과
분야

주요 심의내용

남원주 역세권
A-1BL공동주택

강릉 교동7공원
공동주택

조건부 가결

조건부 가결

○ 건축계획, 도시계획, 경관, 조경, 구조, 소방
건축

- 대지와 건축물과의 건축계획 적정성
- 구조계획의 합리성(안전, 피난, 소방 등)

분야

- 재료 공법 및 설비방식의 적정성

○ 친환경설계, 에너지절감, 건축물유지관리 등

- 조건부여 9건 - 조건부여 13건
- 권고사항 2건 - 권고사항 2건

교통 ○ 교통분야 적정성
- 주차 동선, 비상차로 확보, 단지내 도로

분야

-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붙임 승인조건

부

1

끝.

승

○안건
-

:

남원주 역세권

인

조

건

공동주택 신축

A-1BL

건축허가 사전승인

□ 회의결과 – 조건부 가결
〔조건부여 사항〕
1.

원주시 주택과-9099(‘21.

3.

「

」

호로 제출한 강원도 건축위원회

12.)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아래 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것.
2. 10층까지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 기준의 한계로 세대별 대피공간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 설치할 것.
3. 비상용승강기는 신속한 환자구조를 위해 Car크기의 깊이나 폭이
1.9m 이상 등으로 검토할 것.
4. 주민공동시설의 자연환기를 위해 프로젝트 창 옆 고정창들도 프로
젝트창으로 변경할 것.
5. 지하2층 주차장에 채광, 환기 등을 위해 드라이에어리어(D.A)를
2면 추가설치할 것.
6. 주동부 층차이 구간 상세도의 주근은 HD16으로 모두 사용할 것.
7. 103동 코어슬래브 배근도와 CORE Plate Force – Factored min
Fyy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8. 호스릴소화전의 잔수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등에 콤프레서를
비치할 것.
9. 전기충전용주차장 위치는 주차장 사이드축으로 변경하고, 102동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위치는 안전을 위해 변경검토 할 것.

〔권고사항〕
1.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니, 승인권자(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승인처리 하시기 바람.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

승

○안건
-

:

인

조

건

강릉 교동7공원 공동주택 신축

건축허가 사전승인 변경

□ 회의결과 – 조건부 가결
〔조건부여 사항〕
1.

강릉시 주택과-6767(‘21.

3.

「

」

호로 제출한 강원도 건축위원회

11.)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아래 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것.
2. 부지 남측에 설치되는 공원 진출입도로는 기존도로와 연계되도록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강릉시)
3. 부출입구 부분 보행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지하 2층 주차장 105동과
106동 사이 빈공간에 주차동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검토 할 것.
4. 지하주차장 램프 1개소를 지하 3층 주차장 인근으로 이동 설치방안
검토할 것.
5. 지하주차장 주차동선 교차지점이 다수 발생함으로 동선을 순환형으로
단순화 검토할 것.
6. 지하 3층 택배보관장소를 건축계획에 반영할 것.
7. 지상층 배수계획은 누수방지를 위해 유도배수를 반영할 것.

8. 단지내 단차이로 인해 설치되는 보행자 계단은 직선형 오픈형 계단
으로(메인동선 2개이상)설치 할 것.
9. 지하주차장에 채광, 환기 등을 위해 드라이에어리어(D.A)를 추가
설치할 것.
10. 전기충전용주차장은 향후 전기차 공급 및 법령개정등을 고려하여
2%이상으로 계획할 것.
11. 성토지반의 전단파속도를 재검토하고, 지진력저항시스템을 확인
할 것.(지반고 및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게 검토)
12. 전이보 및 기둥 소성힌지 구간의 내진상세 배근도를 구조일반
상세도에 포함시킬 것.
13. 호스릴소화전의 잔수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등에 콤프레서를
비치할 것.

〔권고사항〕
1.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하니, 승인권자(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승인처리 하시기 바람.

2.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해 신축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오니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