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sed 1/1/11) BEFORE THE BOARD OF ZONING ADJUST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별지 130 호 – 도면, 설계도, 및 입면도 필수 사양 
 

도면 
 

신청자는 DC인가 측량기사나 DC 측량사무소(Office of Surveyor)가 증명하고 일정한 비율로 그린 도면을 (1)장의 

원본 및 (20)장의 사본 (11 x 17인치 초과하지 않는)을 제시해야 한다. 도면에는 모든 치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잉크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모든 건물, 추가 구축 및 현존/계획중인 구조물의 스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면 

위의 시설 위치 정확도는 소유자가 자체 인증을 하거나 기록이나 구획의 소유자를 위해 인가된 대리인이 인증을 

해야한다. 도면은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1).   모든 현존 구조물. 

2).  모든 새로운 건물 및 구조물. 

3).  현존 건물 공간 밖의 지상 4 피트(1.22미터)이상 높이의 영구 구조물  

4).  공공장소로 돌출된 건축 양식이나 개조. 

5).  36 인치 (0.914미터) 이상 높이의 옹벽 건축. 

6).  소비된 작업량에 관련없이 새로운 주차장 설비. 

7).  모든 주차 공간, 정박지 및 주차나 적재구역 시설 진입로의 숫자, 크기, 형태 및 위치. 

 

설계도 및 입면도 
 

신청자는 토지의 방향을 북쪽으로 보이는 일정한 비율로 스케치, 계수적으로 지표 및 도표로 묘사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 및 입면도를 one (1)장의 원본과  (20)장의 사본 (11 x 17 인치 초과하지 않는)을 제시해야 한다: 

 

1). 건설하고자 하는 토지의 형태, 규모, 및 지형을 현재 지상 높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지상 높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용도지역규제 Title 11 DCMR의 높이규제에 준수하는지 검토할 수 있게 표시. 

2).  토지와 인접하는 거리 및 공공 통행의 넓이를 높이 측정 포인트를 더하여 1910년 높이법 개정안에 

준수하는지 검토할 수 있게 표시. 

3).  모든 현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설계도에 형태 및 위치를 규모, 방향 및 토지까지의 거리로 표시하여 

상정되는 건설물의 규모 및 위치에 애매성 없이 정의할 수 있도록 표시. 

4).  모든 현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에 애매성 없이 정의할 수 있도록 규모로 표시. 

5).   설계도에 주차 및 적재구역, 시설 규모 계산법 등 표시. 

 

 

비고: 항소의 경우, 항소 사례에 필요한 부분만 포함 요구. 
 

정보 배포 목적용 별지 
 

장애인보호법(ADA)이나 공정주택거래법에 의해 타당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별지 155 호-타당한 지원 요청-를 작성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Zoning 
441 4th Street, N.W. Ste. 200-S, Washington, D.C.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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