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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1 사업의 내용

◦ 계획명 :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산121-1번지 일원(교동7공원) 일원

◦ 사업면적 : 314,251㎡ (공원시설부지 245,116㎡(78.0%) + 비공원시설부지 69,135㎡(22.0%))

구분 면적(㎡) 비율(%) 내   용

사업대상면적 314,251 100.00 ·강릉공원 최초고시 : 1976. 3. 27 / 교동7공원 신설고시 :2015. 6. 2

공원시설부지 245,116 78.00 ·법정기준 대비 8.0% 확대

시설 42,031 17.15

·도로 및 광장 : 도로, 문화광장, 이음광장, 갤러리광장, 어울림광장 등

·조경시설 : 수국정원, 숲속동산, 잔디마당, 탐매원, 솔누리마당 등

·휴양시설 : 나눔마당, 이음마당, 사계마당, 숲속쉼터, 힐링티가든 등 

·운동시설 : 상상올림존, 푸른뜨락, 푸른활력마당, 풀빛마당 등

·교양시설 : 아트센터, 피크닉정원, 키즈아뜰리에, 야외학습장 등

·편익시설 : 나무안녕길, 메가타워, 주차장 등

녹지 203,085 82.85 -

비공원시설부지 69,135 22.0 ·법정기준 대비 8.0% 축소

공동주택 63,912 20.3 ·공동주택 1,389세대 / 건폐율 13.32% / 용적률 247.9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안)

·공원과 연계된 동선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

·녹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

완충녹지(기부채납) 4,453 1.4

도로(기부채납) 770 0.3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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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4,251.0 314,251.0 314,251.0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3,912.0 63,912.0 20.34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14,251.0 감)63,912.0 250,339.0 79.66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산121-1번지 일원

(교동7공원)

보전

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912.0 25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984 3호광장 대2-6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984 3호광장 대2-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도로
1,220

대로1-1

교동 980-2도

대로3-1

교동 786-1도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1 2 20
보조

간선도로
1,220

대로1-1

교동 980-2도

대로3-1

교동 786-1도

일반

도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 중로3-6 ᆞ일부구간 폭원 변경 ᆞ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중로1-2 중로3-6 ᆞ일부구간 폭원 변경 ᆞ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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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교동7공원
문화

공원

강릉시 교동

산121-1번지 

일원

314,251 감)69,135 245,116
2015.

06.02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녹지, 도로) 부지 제척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교동7공원

ᆞ면적 변경

 - 면적감소 : 69,135㎡

  (314,251㎡ → 245,116㎡)

ᆞ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한 계획내용 반영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한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공원시설 일부 해제

<교동7공원 면적 산정>

 = 교동7공원 – 비공원시설 부지 제척(공동주택, 녹지, 도로)

 = 314,251㎡ - 63,912㎡ - 4,453㎡ - 770㎡ = 245,116㎡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완충

녹지

강릉시 교동

1763번지 일원
- 증)4,453 4,453 - -

   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ᆞ시설 신설

 - 면적 : 4,453㎡

ᆞ도로 변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녹지축의 연속성을 부여하

고,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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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용도지역결정(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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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용도지역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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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사업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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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사업대상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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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공원 조성계획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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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1.2.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관속식물 : 92과 310종 4아종 35변종 5품종 등 총 354분류군

￭ 습성식물 : 15과 25분류군

￭ 법정보호종 : 환경부지정 법정보호종은 자생하지 않았음

￭ 희귀식물 : 왕벚나무(CR)와 이팝나무(LC)가 식재되었음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 총 14과 21분류군이 구분, 정리, 집계되었음 한편, 보호할 

개연성 높은 Ⅴ등급의 특정식물 왕벚나무가 식재되었음

￭ 사업대상지 : 식생보전등급 Ⅲ,Ⅳ,Ⅴ등급으로 평가, 구분되었으며, 특히,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의 자연식생(주요습원, 자연초원, 특이식생, 처녀림, 원시림 등)은 분포하지 않았음

￭ 현지조사 : 포유류 총 5과 7종, 양서류 총 2과 3종, 파충류 총 2과 3종, 조류 총 18

과 26종, 육상곤충류 총 54과 132종이 조사, 집계되었음

￭ 사업대상지는 생태‧자연도 1,2,3등급권역으로 고시되었음

￭ 사업대상지의 식물상 및 식생의 감소, 훼손,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예측

￭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변 산림식생의 일시적 영향, 예측

￭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왕래하며 활동하는 일부 육상동물은 물리적 교란을 회피하

여 주변의 안정된 생태환경지역으로 우회하여 활동할 것으로 예측

1.2.2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 현황조사 결과 2차 대기질 조사결과, 미세먼지(PM-10)는 28.1~62.1㎍/㎥, 초미세먼지

(PM-2.5) 12.6~19.8㎍/㎥, SO2 0.002~0.004ppm, NO2 0.010~0.014ppm, CO 0.2~0.3ppm, 

O3 0.038~0.048ppm, Pb 불검출~0.002㎍/㎥, 벤젠 불검출~0.56㎍/㎥로 미세먼지(PM-10)을 제외

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대기질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음

￭ AERMOD를 예측모델로 선정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을 수행한 결과 공사시 영향

예상지역에서 NO2를 제외한 두 항목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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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저감대책 후 미세먼지(PM-10)를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대기질환경기준 이내로 예측

되었으므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가 요구됨

 ￭운영시 최악조건을 기준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가중영향을 예측한 결과 모든 영향예

상지역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됨

나.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3,428.0CO2e ton/년 발생

￭ 훼손수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5,810.7CO2e ton/년 발생

￭ 운영시 연료 사용, 전력사용, 수도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측됨

1.2.3 수질환경분야

가. 수질

￭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수용하천은 위촌천(유하거리 1.0km), 강릉남대천(유하거리 

1.5km)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동해로 합류됨

￭ 사업대상지 공사시 홍수우출량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저감시설의 계획 필요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13.62㎥/일, BOD부하량 1.81㎏/일 발생

￭ 운영시 계획급수량 1,149.3㎥/일, 오수발생량 852.6㎥/일, 초기우수유출량 0.3363㎥/hr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1.2.4 토지환경분야

가. 토양

￭ 2차에 걸친 토양 분석결과 Cd 불검출~0.67㎎/㎏, Cu 불검출~10.94㎎/㎏, As 

1.81~7.84㎎/㎏, Pb 12.90~41.31, Ni 5.60~9.18㎎/㎏, Zn 47.20~67.38㎎/㎏, F 

27.48~157.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불검출로 조사되어 전 지점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함

￭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의 운용에 의해 발생되는 폐유가 무단방치 및 투기될 경우 

토양오염이 예상됨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문)

아세아종합건설 컨소시엄- 11 -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토사유출, 사면발생, 비옥토 감소 및 형질변형이 예상되며, 공

사시 투입되는 작업인부에 의해 생활폐기물 및 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됨

￭  운영시 차량전복 사고로 인한 유류유출이 우려됨

나. 지형∙지질

￭ 산지부 평탄화 작업에 의한 지형의 변화 및 토량의 발생 등이 예상되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

설, 편익시설이 계획되어있어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임

￭ 사토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절토와 성토의 균형을 고려한 부지

계획을 수립

￭ 비공원시설의 사면보호공은 절토부 쏘일네일링 공법, 산벽, 성토부 씨드스프레이를 

계획 하였으며, 절·성토사면구배는 완경사적용(1:1.2~1.5)과 녹생토를 계획하였음

1.2.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46.3㎏/일, 분뇨 38.7ℓ/일 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윤활유 및 폐유), 지장물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총 3,782.4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4.0톤/일, 분뇨 3.4㎘/일 발생 예측되었음

나. 소음․진동

￭ 소음 측정결과 전 지점 소음환경기준 만족

￭ 진동 측정결과 전 지점 생활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도 예측결과 전 지점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영향은 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

￭ 운영시 3차원 도로교통소음예측모델(RLS-90)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공원시설 

106동 일부 세대에서 실외소음도 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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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관

￭ 사업시행에 따라 산림에 의한 자연경관이 인공경관으로 변화는 불가피한 영향이 예상됨

마. 일조장해

￭ 사업대상지 외부 : 동지기준 총 일조시간은 검토지점별 3시간 13분 35초~8시간 00분 

00초, 연속 일조시간 1시간 40분 39초~6시 00분 00초로 모든 검토대상지역에서 수

인한도를 만족

￭ 사업대상지 내부 : 총 1,389세대 중 1,093세대 수인한도 만족, 전체 만족율 

78.69%, 21.31%인 296세대 수인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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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영향 저감방안

1.3.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조경사업과 사면 복구계획수립

￭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한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 야간공정 지양

￭ 소형동물의 이동로(탈출로) 확보방안 수립(생태측구)

￭ 야간조명 저감방안수립

1.3.2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 제반법규준수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설치, 방진망 설치, 차량의 속도 규제, 장비 공회

전 금지, 작업운반차량 관리, 운반시 덮개, 방진덮개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공원 및 녹지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나.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 공회전 금지

￭ 저탄소 자재 사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및 건설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및 재활용

￭ 운영시 탄소저감 식재계획, 자연순응형․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자원절약 및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계획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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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질환경분야

가. 수질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우선 시공

￭ 침사지 관리책임자 선임, 침전토사 주기적 제거

￭ 강우시 공사를 중지하고, 노출사면에 비닐덮개 설치

￭ 침사지 3개소 설치, 토사 조절부 용량 42㎥~652㎥

￭ 공사 인부에 의한 생활오수는 현장사무소 부지 내에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적

정처리 후 방류

￭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우․오수 분리배제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사

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상수관, 우수관, 오수관에 연결하여 상수공급(홍제정수장), 

우수처리, 오수처리(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계획하였음

￭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저류형시설, 인공습지, 침투형시설, 식생형

시설 중 대상지 내 적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각 공간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립함

1.3.4 토지환경분야

가. 토양

￭ 오일류 교체는 지정 정비업소를 이용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교체하는 경우 폐유

보관소를 설치, 수거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시 적정방제대책에 따라 방제실시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사면 덮개 설치계획

￭ 공사시 사면발생 구간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토, 성토사면 처리기

준에 의거 본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 계획

￭ 공사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성토시 및 녹지 조성시 복토재로 이용함에 따라 적치 후 

전량 재활용 할 계획임

￭ 사업대상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 및 매립지역은 현지조사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발견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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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형․지질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대책

  - 안전 사면구배 적용(공원 1:2.0~6.0, 비공원 1:1.2~1.5)

  - 사면녹화공법 적용(절토사면부 녹생토, 향토 초종 및 야생화 적용)

  - 사면보강을 위해 하단부에 조경석을 적용

￭ 잔여토량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 방지 대책

  - 토공의 균형을 고려한 부지계획 수립으로 사토발생 최소화

  -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인근지역 

개발 사업지로 공급

￭ 비옥토의 보관장소는 재해상 문제가 없고 전 공정상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공사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진입

도로 라인 주변(건축시설물)으로 적치토록 할 계획임

1.3.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유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집한 후 인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재생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분뇨는 공사현장 내 이동식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은 재활용 후 나머지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강릉시 폐기물 처리사업에 

의거 매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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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사업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 등을 통해 차량소음 발생을 억제

￭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억제

￭ 가설방음판넬 설치, 이동식방음판, 소음기, 차음박스, 이동형 방음천막 중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차음시설 활용

￭ 운영시 실외소음기준 초과지역에 THK16복층유리, THK16로이복층유리로 창호를 설계

다. 경관

￭ 주변의 자연․인문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한 통경축 계획

￭ 건축물의 효율적인 공간 조성 및 형태, 색채 계획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주변 자연지형 및 인접 중․저층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

￭ 주변 인공․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완충녹지 및 보행자를 배려한 계획

라. 일조장해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준수토록 함

￭ 일부 세대 일조 수인한도 초과하므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 분양가 차등

적용 등 해당세대와 충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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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및 집단민원요인, 환경 및 교통영향요인, 지자

체 의견 등 충분히 사전조사 검토 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관계기관 및 지자체 합리적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안을 도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도로, 지장물, 민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최적 대안 선정

가. 계획 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검토하였으며, 공사시 일시적 환경질 저하가 예상되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토지이

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1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음

 - 대안 1 :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 대안 2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표 1.4-1> 계획 비교

대안종류
계획을 미수립시(No Action)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선정기준

계
획
비
교

추진방향

 ◦현 상태 유지
 -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에 따라 미조성 도시공원의 지정
해제 우려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 조성계
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현 상태 유지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내 

녹지 확보에 불리하며, 인근지역의 
주민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 초래

 ◦관련계획에 따른 기 지정된 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자연환경의 
보존

 ◦현 상태 유지
 - 계획 미수립으로 자연환경의 변화 없음
 - 미조성 도시공원의 지정해제 및 

도시난개발, 환경훼손, 등산로 통
행제한 등 우려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행
위로 자연환경에 영향이 예상됨

 - 공원 조성계획은 주변 현황을 최
대한 고려하여 영향을 최소화

생활환경의 
안정성

 ◦현 상태 유지
 - 계획 미수립으로 생활환경의 변화 

없음
 - 체계적인 공원관리 부재로 양호한 

녹지공간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하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인근 지역주
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

 -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특
색을 고려한 공원 조성계획수립

 - 공원녹지체계의 중심거점 보호 및 
쾌적한 도심 휴게공간 확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
화적 토지이용)

 ◦현 상태 유지
 - 계획 미수립으로 사회‧경제 환경

의 변화 없음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인근 지역주
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

 -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특
색을 고려한 공원별 조성계획수립

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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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안별 비교․검토 내용

<표 1.4-2> 대안별 비교․검토 내용

시 설 명

대안1 대안2 대안3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공 원 시 설 69,135.00 22.00 69,135.00 22.00 67,015.00 21.33 공동주택

공 원 면 적 245,116.00 78.00 245,116.00 78.00 247,236.00 78.67

녹 지 면 적 203,085.00 82.85 177,067.00 72.24 188,017.00 76.05

공원시설면적 42,031.00 17.15 68,049.00 27.76 59,219.40 23.95

도로 및 광장 23,990.00 9.79 35,490.00 14.48 30,337.00 12.27

조 경 시 설 5,851.00 2.39 14,269.00 5.82 13,434.00 5.43

휴 양 시 설 2,295.00 0.94 3,253.00 1.33 6,566.00 2.66

유 희 시 설 - - 2,928.00 1.19 585.00 0.24

운 동 시 설 819.00 0.33 3,929.00 1.60 1,836.00 0.74

교 양 시 설 5,365.00 2.19 6,374.00 2.60 4,448.00 1.80

편 익 시 설 3,711.00 1.51 1,806.00 0.74 2,013.00 0.81

대 상 지 면 적 314,251.00 100.00 314,251.00 100.00 314,251.00 100.00

장 ‧ 단 점

◦본 행정계획은 토지의 

활용도 및 시설의 효율

성 제고

◦공원시설중 시설율 

17.15%로 녹지 확대

◦비공원시설의 과도한 

지형 훼손을 최소화

◦본 행정계획은 토지의 활

용도, 시설의 효율성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공원시설중 시설율 

27.76%로 녹지 확대

◦과도한 지형훼손 우려

◦본 행정계획은 토지의 활

용도, 시설의 효율성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공원시설중 시설율 

23.95%로 녹지 확대

◦과도한 지형훼손 우려

선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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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입지 선정 적정성(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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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 생태자연도Ⅰ등급 토지이용계획 +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중첩

(그림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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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대안 1(선정안) 대안 2 대안 3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22,427 32.44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24,128 34.90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36,657 54.70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28,798 41.65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29,288 42.34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3,007 4.49

평균경사도 14.6° 평균경사도 15.2° 평균경사도 17.8°

경사도 20°이상 13,729 19.85 경사도 20°이상 15,403 22.28 경사도 20°이상 26,146 39.01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3,318 4.80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6,334 9.16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18,120 27.04

(그림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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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보전등급 대안 비교

대안 1(선정안) 대안 2 대안 3

구  분 면  적(㎡) 구성비(%) 구  분 면  적(㎡) 구성비(%) 구  분 면  적(㎡) 구성비(%)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22,427 32.44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24,128 34.90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36,657 54.70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28,798 41.65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29,288 42.34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3,007 4.49

(그림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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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20°이상 대안 비교

대안 1(선정안) 대안 2 대안 3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20°미만 55,406 80.15 20°미만 53,732 77.72 20°미만 40,869 60.99

20°이상~25°미만 9,832 14.22 20°이상~25°미만 10,444 15.11 20°이상~25°미만 17,554 26.19

25°이상~30°미만 2,097 3.03 25°이상~30°미만 3,062 4.43 25°이상~30°미만 7,008 10.46

30°이상 1,800 2.60 30°이상 1,897 2.74 30°이상 1,584 2.36

평균경사도 14.6° 평균경사도 15.2° 평균경사도 17.8°

경사도 20°이상 13,729 19.85 경사도 20°이상 15,403 22.28 경사도 20°이상 26,146 39.01

(그림 1.4-1) 계속



- 24 -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 대안 비교

대안 1(선정안) 대안 2 대안 3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3,318 4.80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6,334 9.16 경사도 20°이상 + 식생보전등급도Ⅲ등급 18,120 27.04

(그림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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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입지 선정 적정성(비공원 경계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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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토지이용계획도(대안1) - (계획수립기관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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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토지이용계획도(대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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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토지이용계획도(대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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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론

◦본 사업은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

립하는데 있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건설기계 가동에 따른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임목

폐기물 및 폐유 발생 등의 영향이 예측되었음

◦따라서, 공사시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비점오염 처리시설 설치, 지속적

인 모니터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