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9차 -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 총괄표
연
번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대표자]

층 수
용 도

심의(자문) 내용

심의결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 의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 의결

연면적(㎡)

10/5
9-1 굴토

성수동2가
314-11
21,067.17

8/2
9-2 굴토

성수동2가
299-243
7,152.62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4-11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1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굴토, 구조 등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서 착공신고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시된 심의의견은 각각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가(기술사, 감리자 등)의 확인 날인 후
착공 전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의견]
- Strut 해체 시 strut가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물의 신설 최외측 R.C. 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도록 할 경우, 일반적으로 strut 해체가 concrete 타설 후 2~4일 후면
이루어지고, 지하층 구조는 완성된 영구 구조체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면(벽두께와
concrete강도 및 철근 량 등)임을 감안할 때 strut 해체 시점의 concrete강도와 철근
배근으로 토압의 안전한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바 strut가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코너 스트럿 띠장이 인접 띠장과 폐합되지 않은 경우, 전단력에 의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설 해체 시 신설되는 지하벽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도록 표준 양생기간을 지켜야
하며, 만약 콘크리트의 양생강도가 설계강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하벽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 선정 후 복공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제출 후
승인하에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보 공법 시 본 현장은 남서쪽 방향 지하4층, 지상15층의 건물이 인접해 있는 도심지
공사로 버팀보 해체 시 흙막이 벽체의 2차 변형 등의 안전성에 대비한 공법의 정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1/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4-11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1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HPS공법 적용 현장으로 자재의 경량화, STRUT 시공 간격 증가로 인한 공기단축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HPS부재의 정밀제작, 정밀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현장조사와 계측기기 추가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주변 건물의 시공연도 및 구조(실례) 연와조, RC, 철골 등 표시]
-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
되는 구간의 상세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가 지상10층으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시공 시 해당지점의 맨홀 등을 통하여
하수량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하수량이 많을 경우 우수관과 오수관의 관경을 크게
해야 함)
- 공사부지의 향후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시공 후 지속적인 동하중을 받으므로 지표침하
계를 추가 설치하고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토 반출 또는 작업장 내로 자재반입 등의 공간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공간을
굴착계획 평면도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필요 시 평면계획 수정 요망)
- 하천이 인접하고 퇴적 모래 자갈층이 우세하여 지하수 유속이 빠르고 유입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SGR공법의 경우 침투주입이 어렵고 맥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있으며, 시간경과 시 내구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활성 실리케이트 약액을 사용하여 용탈현상이 적고, 주입재의
초기 점성이 작아 침투주입 및 내구성이 우수한 공법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2018)
- 2/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4-11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1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차수그라우팅 시공 후 굴착 이전에 필히 자갈층에서 그라우팅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소요 투수계수 이하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 후 굴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말뚝의 굴착면 하부에 대하여 몰탈 또는 그라우팅 등으로 채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3/3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299-243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2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굴토, 구조 등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서 착공신고 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시된 심의의견은 각각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가(기술사, 감리자 등)의 확인 날인 후
착공 전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의견]
- 시공순서도-2의 11단계, 시공순서도-3의 13단계, 시공순서도-5의 10단계, 11단계 및 시공
순서도-6의 13단계와 같이 strut 해체 시 strut가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물의 신설 최외측
R.C.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도록 할 경우, 일반적으로 strut 해체가 concrete
타설 후 2~4일 후면 이루어지고, 지하층 구조는 완성된 영구 구조체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면(벽두께와 concrete강도 및 철근 량 등)임을 감안할 때 strut 해체 시점의
concrete강도와 철근 배근으로 토압의 안전한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 바, strut가 부담
하던 토압을 건축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코너 스트럿 띠장이 인접 띠장과 폐합되지 않은 경우, 전단력에 의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레이커 설치 위치는 주요 구조벽체 및 기둥과 간섭여부를 원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 선정 후 복공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제출 후
승인하에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심지공사로 인접건물의 소음,분진과 공사부지의 작업공간 부재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현장
여건에 맞는 가설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1/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299-243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2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시공부지 인근에 북서쪽방향 노후건축물이 인접해 있으므로, 흙막이 시공 중 C.I.P 엄지말뚝
삽입 시 진동에 의한 노후건축물의 손상을 막기 위한 시공계획, 장비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하며 필요시 노후건축물의 접합면 구간에 무진동·무소음공법에 대한 추가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예: SHEET PILE 공법 등)
-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현장조사와 계측기기 추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주변 건물의 시공연도 및 구조(실례) 연와조, RC, 철골 등 표시]
-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
되는 구간의 상세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가 지상8층으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시공 시 해당지점의 맨홀 등을 통하여
하수량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하수량이 많을 경우 우수관과 오수관의 관경을 크게
해야 함)
- 공사부지의 향후 지하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시공 후 지속적인 동하중을
받으므로 지표침하계를 추가 설치하고 지반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토 반출 또는 작업장 내로 자재반입 등의 공간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공간을
굴착계획평면도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평면계획 수정 요망)
- SGR공법의 경우 침투주입이 어렵고 맥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있으며 시간경과 시 내구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활성 실리케이트 약액을 사용하여 용탈현상이 적고, 주입재의
초기 점성이 작아 침투주입 및 내구성이 우수한 공법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구조물기
초설계기준 2018)
- 2/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9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299-243

건 축 주

규모/용도

전문-9-2

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21,067.17㎡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하천이 인접하고 퇴적 모래 자갈층이 우세하여 지하수 유속이 빠르고 유입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차수그라우팅 시공 후 굴착 이전에 필히 자갈층에서 그라우팅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소요 투수계수 이하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 후 굴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말뚝의 굴착면 하부에 대하여 몰탈 또는 그라우팅 등으로 채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 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기 바랍니다.(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3/3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