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2차 -

전문위원회(굴토,
연
번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대표자]

철거)

심의의결 총괄표

층 수
용 도

심의(자문) 내용

심의결과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굴토깊이 2배 이내
범위에 노후건축물 위치)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철거심의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철거)

조건부의결

자동차관련시설

철거심의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철거)

조건부의결

연면적(㎡)

8/2
2-1 굴토

성수동2가
316-16 외1
1,819.83

7/1
성수동1가
2-2 굴토
656-47 외1
724.212

4/1
성수동1가
2-3 철거
31-17 외2
871.88

3/1
2-4 철거

용답동
238-6
1,657.66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6-16 외1

건축주

전문-2-1

규모/용도 지상8층, 지하2층, 연면적 1,819.8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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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러트 해체순서도에서 B2F지하 외벽타설 후 3단 스트러트 제거 시 흙막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러트 해체순서도에서 B1F지하 외벽타설 후 1단 스트러트 제거 시 흙막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도면, 구조계산서에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건물의 경사계는 건물 당 2개소씩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 Strut이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구조(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또는 외벽의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를 첨부 할 것)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 공사 시 인접건물 및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가시설, 토압,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축물 및 인접 도로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 등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차수공법으로서 SMI Grouting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최근에는 ASG 또는 SGR Grouting 공법을 많이 사용하므로 SMI Grouting
공법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 확인 필요)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6-16 외1

건축주

전문-2-1

규모/용도 지상8층, 지하2층, 연면적 1,819.8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토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정은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현장조사와 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건축심의서 작성 시 주변 건물의 시공연도 및 구조(실례) 연와조,
RC, 철골 등 표시. 특히 316-15, 316-14 건물)
-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구간의 상세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우·오수계획도, 가스배관도가 존재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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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주변은 시공 후 지속적인 동하중을 받으므로
지표 침하계를 추가 설치하고 지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지지력, 침하)
- 모든 스트럿이 직각보강이 아니고 경사보강이므로 띠장 연결부 전단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볼트 갯수 또는 용접 길이 적정성 검토)
-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빈도와 계측관리기준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계측빈도는 최소
주2회 이상 적용)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56-47 외1

건축주

전문-2-2

규모/용도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724.212㎡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이내 범위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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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쪽방향의 1개층 편토압에 대한 스트러트 지지방법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순서도 step09에서 흙막이 붕괴 가능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
니다.
- 해체순서도 Step 09와 10사이에서 2단 스트러트 해체 후 지하2층 슬래브 타설 전의
흙막이 안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조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계획 단면도 ‘SECTION B-B’ 의 지하외벽을 포함, Strut이 부담하던 토압을 건축
구조(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주변 노후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장비 진출입 및 사용에 따른 민원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건축물에 대한 계측관리(크랙게이지, 건물경사계 등)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
니다.
- 대상 건축물 및 인접 도로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등 민원 발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56-47 외1

건축주

전문-2-2

규모/용도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724.212㎡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이내 범위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공사부지가 매우 비정형화 되어 있어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 등을 정밀히 측량하여
굴착 시 민원이나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와 계측기기 추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건축심의서 작성 시 주변 건물의 시공연도 및 구조(실례)
연와조, RC, 철골 등 표시)
- 우·오수계획도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으나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
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구간의 상세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가 지상7층으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시공 시 해당지점의 맨홀 등을
통하여 하수량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하수량이 많을 경우 우수관과 오수관의
관경을 크게 해야 함)
- 흙막이설계 관련 도면, 계산서 등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확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헬리켈파일과 흙막이가시설 중간말뚝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도면에 표기된 주상도는 지반조사보고서 주상도를 참고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스트럿이 직각보강이 아니고 경사보강이므로 띠장 연결부 전단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볼트 갯수 또는 용접 길이 적정성 검토)
- 폐합되지 않은 경사보강 스트럿과 연결된 띠장은 일정구간 연장하여 흙막이벽체와
연결부를 증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관리 기준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표침하계는 80cm 이상 천공하고 천공홀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소량 주입한
후 그 위에 모래를 포설하고, 보호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31-17 외2

건축주

전문-2-3

규모/용도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871.88㎡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
신청내용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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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비계 구조검토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잭서포트 보강 후 장비 하중에 대한 수평재 안정성 구조검토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계 벽이음 시 창문 등 여러 개구부로 인해 벽이음 위치가 구조계산을 한 대로
4000*4000으로

설치가 불가하므로, 건물의 입면도에 벽이음 위치 및 개수를 고려

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슬래브 철거 시 토압에 의한 지하외벽의 안정성을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조적 안전성을 위하여 X5~X6열 사이 슬래브에 잭서포트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잔재물 처리구(OPEN)가 지상1~4층의 기둥 및 거더와 간섭이 되므로(지상 1~4층
잭서포트 설치 평면도) 기둥 및 거더를 피하여 오픈 부위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가 구조체(지상 4층)에 올라타는 해체공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체작업 시 작업순서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주요 구조체에 대한 철근배근
상태를 확인하여 구조검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31-17 외2

건축주

전문-2-3

규모/용도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871.88㎡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소음, 진동, 분진 발생에 따른 주변건물의 피해영향을 검토하고, 민원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잔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초기에 철거되는 주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통통제와 관련
되는 신호수의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성수공고와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의
이동과 관련)
-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거 시 적절한 살수를
통해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살수설비의 수압을 사전에 점검하여 고층
까지 살수가 가능토록 할 것)
- 민원 및 주변건물((가) 다가구주택과 전신주)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울타리, 분진망 재료, 높이 등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가 임박했을 떄 기상상황(태풍, 강수, 강설 등)을 검토하여 최종 철거계획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슬래브, 보, 기둥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평면에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지상
및 지하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계획이므로 해체순서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며, 건축구조
기술사의 철거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기둥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2-4

규모/용도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657.66㎡ / 자동차관련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
신청내용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본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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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구조 안전검토서에 제시된 순서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기둥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검토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비계검토 시 창문 등 여러 개구부로 인해 벽이음 위치가 구조계산을 한 대로
3600*5000으로 설치가 불가하므로, 건물의 입면도에 벽이음 위치 및 개수를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슬래브 철거 시 토압에 의한 지하외벽의 안정성을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체작업 시 작업순서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주요 구조체에 대한 철근배근
상태를 확인하여 구조검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 진동, 분진 발생에 따른 주변건물의 피해영향을 검토하고, 민원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초기에 철거되는 주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앞에 있는 소형건물을 먼저 철거
하는 것이 작업에 유리)이 가장 중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2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2-4

규모/용도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657.66㎡ / 자동차관련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공정에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초기에 철거되는 주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앞에 있는 소형건물을 먼저 철거
하는 것이 작업에 유리)이 가장 중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거 시 적절한 살수를
통해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살수설비의 수압을 사전에 점검하여 고층
까지 살수가 가능토록 할 것)
- 가설울타리, 분진망 재료, 높이 등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가 임박했을 떄 기상상황(태풍, 강수, 강설 등)을 검토하여 최종 철거계획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