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6차 -

전문위원회(굴토,
연
번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대표자]

구조, 철거)

심의의결 총괄표

층 수
용 도

심의(자문) 내용

심의결과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건축물 위치)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굴토심의
(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건축물 위치)

조건부의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조심의
(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구조심의
(3미터 이상 돌출된
켄틸레버 구조)

조건부의결

연면적(㎡)
8/2

6-1 굴토

금호동4가
559 외3
2,069.93

7/2
6-2 굴토

성수동2가
299-232
643.96

8/1
성수동2가
6-3 굴토
321-55
468.44

5/1
성수동1가
6-4 굴토
668-53
400.53

15/1
6-5 구조

용답동
229-12
3,475.39

5/0
성수동2가
6-6 구조
315-108
999.88

연
번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대표자]

층 수
용 도

심의(자문) 내용

심의결과

근린생활시설

철거심의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조건부의결

근린생활시설

철거심의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조건부의결

연면적(㎡)

3/1
행당동
6-7 철거
286-3 외5
1,615.49

4/1
성수동1가
6-8 철거
656-401
604.1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금호동4가 559 외3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1

지상8층, 지하2층, 연면적 2,06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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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 구조물의 지하외부 벽체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켄틸레버로 거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슬래브 타설 전에 벽체의 구조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식주차장(car Lift)의 경우 상부 지하층 바닥 슬래브와 주차장 벽체가 연결 시공되기
전에 Strut 해체 시 캔틸레버 형태로 지하층 벽체가 지지되어야 하므로 자립 벽체만으로
토압 지지가 가능한지 구조기술사와 협의하고, 지지가 불가능할 경우 상부 지하층 바닥과
기계식주차장 벽체가 연결 시공되기 전까지 기계식주차장 벽체와 바닥 슬래브를 지지할
수 있는 임시 버팀을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 코너 스트럿 띠장이 인접 띠장과 폐합되지 않은 경우, 전단력에 의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C.I.P 흙막이 벽체와 인접한 주요 지하매설물과 건물에 대하여 지반굴착 시 부등침하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C.I.P 엄지말뚝과 내부center pile의 수직도 및

근입 깊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

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기계식주차장의 층고가 약 6m로 지하가설재 해체 시 지하2, 3단의 가설부재(strut)와
영구 구조부재의 간섭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영구부재와 외부합벽 옹벽이 긴결하게 일체화
양생되어 충분히 구조적응력이 발생될 때 철거하시 바랍니다.
- 1/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금호동4가 559 외3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1

지상8층, 지하2층, 연면적 2,069.9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C-008 가시설상세도-1의 Wale Connection에서 flange 한쪽면만 이음을 했는데 양쪽
모두 이음을 하거나, 기존이음대로 하려면 이음부가 PIN접합 조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해체 시 벽체가 켄틸레버 형식으로 지지하게 되는 최대 높이를 확인(굴착계획단면도-1,
2의 좌측 참고)하고 이에 대한 구조물벽체 양생 이전 스트럿 제거 시의 흙막이안정성 및
수직벽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흙막이 가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
조물 벽체에 임시 레이커 추가 등을 고려)
- 코너스트럿이 연결된 띠장은 동일레벨로 폐합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일반스트럿도
코너스트럿과 최대한 동일한 레벨로 계획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반스트럿을 다른 레벨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계산 시 적용된 스트럿의 간격 및 개수가 도면에 제시된 것과 상이합니다. 실제
계산보다 도면에 제시된 것이 과소설계 되어 있으므로 재계산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거나
도면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계산서 코너스트럿 2열 → 도면 1열 배치, 계산서 스트럿
간격 2.5m → 도면 간격 3.5m)
-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2/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금호동4가 559 외3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1

지상8층, 지하2층, 연면적 2,069.9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지하굴토 작업 시 현장 임시작업공간(현장사무실, 자재보관창고 등)을 확보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사결과를 보면 시추조사가 과업지역에 1공으로 국한되었으므로 국가건설설계기준
KDS 11 10 10 : 2018 지반조사, 시추조사 시추간격(30~50m 간격)에 적합하도록 시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당초 구조계산 조건과 크게 상이할 경우 안정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기존건물 간섭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기존 건물 철거 후 확인 요망)
- 계측계획 평면도에 굴착영향범위(굴착깊이의 2배)에 해당되는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준공년도, 지하/지상 층수, 기초 및 구조형식 등)을 표기하고, 인접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인 경우 건물경사계와 건물균열계는 건물 당 최소 2개소 이상 복수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위계 누적관리수위에 대한 계측관리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흙막이 벽체와
이격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순서도에 굴착단계별 소단 상단 폭은 과굴착에 따른 안전한 시공을 위해 굴착 깊이의
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지반공학시리즈 굴착 및 흙막이 공법
p523 참조)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p534~537) 그라우트 공법의 특징에 보면 당 현장에 적용한
SGR공법의 경우 조밀한 세립사, 실트질 점토, 실트 점토층에는 침투주입이 어렵고 맥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있으며 장기간 경과 시 용탈현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
므로, 대상지반의 특성을 분석하여 굴착 중 우수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립자 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투주입 효과가 우수하고 용탈현상이 적어 장기간 내구성이
우수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3/3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299-232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2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6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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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 구조물의 지하외부 벽체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켄틸레버로 거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슬래브 타설 전에 벽체의 구조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너 스트럿 띠장이 인접 띠장과 폐합되지 않은 경우, 전단력에 의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C.I.P 흙막이 벽체와 인접한 주요 지하매설물과 건물에 대하여 지반굴착 시 부등침하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C.I.P auger천공 및 장비작업 시 발생되는 진동으로 대지주변 노후 주택의 CRACK발생
등 안전계획 및 민원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바닥 단차이 발생부분은 제출심의도서 시공순서도(C-024page)와 같이 순서에 맞게
시공하고, 영구부재의 충분한 양생 후 가설재(sturt)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굴토 작업 시 현장 임시작업공간(현장사무실, 자재보관창고 등)을 확보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계산 시 적용된 스트럿의 간격이 도면에 제시된 것과 상이합니다. 실제 계산보다
도면에 제시된 것이 과소설계 되어 있으므로 재계산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거나 도면을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계산서 스트럿 간격 2.5m → 도면 간격 3.0m)
- 지표침하계는 80cm이상 천공하고 천공홀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소량 주입한 후 그
위에 모래를 포설하고, 보호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299-232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2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643.96㎡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C.I.P H형강의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빈도 및 계측관리 기준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해체 시 벽체가 켄틸레버 형식으로 지지하게 되는 최대 높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조물벽체 양생 이전 스트럿 제거 시의 켄틸레버 벽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압축
강도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고(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
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을 명기하고, 인접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건물인
경우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는 건물 당 최소 2개소 이상 복수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흙막이 벽체와
이격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순서도에 굴착단계별 소단 상단 폭은 과굴착에 따른 안전한 시공을 위해 굴착 깊이의
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지반공학시리즈 굴착 및 흙막이 공법
p523 참조)
- 해체순서도 STRUT 해체 시기에 요구되는 건축벽체 및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p48 참조)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p534~537) 그라우트 공법의 특징에 보면 당 현장에 적용한
SGR공법의 경우 조밀한 세립사, 실트질 점토, 실트 점토층에는 침투주입이 어렵고 맥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있으며 장기간 경과 시 용탈현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
므로, 대상지반의 특성을 분석하여 굴착 중 우수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립자 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투주입 효과가 우수하고 용탈현상이 적어 장기간 내구성이
우수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계획하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21-55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3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468.44㎡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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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P 흙막이 벽체와 인접한 주요 지하매설물과 노후건물에 대하여 지반굴착 시 부등침하
및 진동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 마련 후 시공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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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해체 후 ground setlement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설상세도 (2)의 띠장 연결 상세도에서 flange 한쪽면만 이음을 했는데 양쪽 모두 이음을
하거나, 기존이음대로 하려면 이음부가 PIN접합 조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노후건물로 인하여 C.I.P 천공 시 케이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액을 충분히 주입
하여 공벽으로 인한 인접주택지의 변형이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1/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21-55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3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468.44㎡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현장북측에 접한 지번 321-54의 적벽돌 노후주택(1971년 준공)과 C.I.P의 이격거리가 불과
800mm이내로 C.I.P 작업 시 auger장비 작업공간이 부족하고(최소 1,200mm이상 확보)
진동에 의한 노후건물의 변형이 우려되어 이격 거리를 재조정(약1200mm)하거나 별도의
조치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2020)에 의해 강지보재
설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해체 시 벽체가 켄틸레버 형식으로 지지하게 되는 최대 높이를 확인(가시설 A-A’
단면도 참고)하고 이에 대한 구조물벽체 양생 이전 스트럿 제거 시의 흙막이 안정성 및
수직벽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흙막이 가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벽체에 임시 레이커 추가 등을 고려)
- 지표침하계는 80cm이상 천공하고 천공홀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소량 주입한 후 그 위에
모래를 포설하고, 보호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C.I.P 설계 강도를 도면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고(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굴착영향범위(굴착깊이의 2배)에 해당되는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준공년도, 지하/지상 층수, 기초 및 구조형식 등)을 표기하고, 인접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인 경우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는 건물 당 최소 2개소 이상 복수로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변형률계 3차 관리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흙막이 벽체와
이격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2/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21-55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3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468.44㎡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시공순서도에 굴착 단계별 소단 상단 폭은 과굴착에 따른 안전한 시공을 위해 굴착 깊이의
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지반공학시리즈 굴착 및 흙막이 공법
p523 참조)
- 해체순서도 STRUT 해체 시기에 요구되는 건축 벽체 및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p48 참조)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해설(p534~537) 그라우트 공법의 특징에 보면 당 현장에 적용한
SGR공법의 경우 조밀한 세립사, 실트질 점토, 실트 점토층에는 침투주입이 어렵고 맥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있으며 장기간 경과 시 용탈현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
므로, 대상지반의 특성을 분석하여 굴착 중 우수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립자 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투주입 효과가 우수하고 용탈현상이 적어 장기간 내구성이
우수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계획하기 바랍니다.

- 3/3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68-53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4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400.5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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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P 흙막이 벽체와 인접한 주요 지하매설물과 노후건물에 대하여 지반굴착 시 부등침하
및 진동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 마련 후 시공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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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해체 후 ground setlement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노후건물로 인하여 C.I.P 천공 시 케이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액을 충분히 주입
하여 공벽으로 인한 인접주택지의 변형이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C.I.P 엄지말뚝과 내부center pile의 수직도 및 근입 깊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
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C.I.P H형강의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굴착심도에 비해 흙막이벽체 및 중간말뚝의 근입 심도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고(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흙막이 벽체와
이격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68-53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4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400.53㎡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굴토깊이 2배 범위 이내에 노후
신청내용 건축물 위치)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계측계획 평면도에 굴착영향범위(굴착깊이의 2배)에 해당되는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준공년도, 지하/지상 층수, 기초 및 구조형식 등)을 표기하고, 인접 건축물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인 경우 건물경사계와 균열측정계는 건물 당 최소 2개소 이상 복수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순서도 버팀대 해체 시기에 요구되는 건축 벽체 및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p48 참조)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29-12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5

지상15층, 지하1층, 연면적 3,475.39㎡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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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근거(지진토압이 적용된 해석모델)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진 하중이 적용된 부재를 나타낸 해석모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외벽(RW1, RW2)의 수평철근 간격 300mm는 구조설계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배근간격을
200mm 이하로 촘촘히 배치하여 벽체균열 및 누수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시공 중 재하시험을 통해 Helix Pile의 지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이므로 구조도면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날인)을 받고 시공 시에
설계자(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협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층 벽체 전이에 대한 해석 시 기준층 벽체로부터의 하중이 전이수평부재로 원활히 전달
되기 위하여 해석 시 상부 벽체를 일정 간격으로 분할하여 모델링한 후 전이부재를 추가로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 매트기초의 뚦림 전단 검토를 추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elix Pile의 현지반 적용 시 내력에 대한 안전성확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타워의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을 결정하고, 본 건물과의 접합여부, 미접합 시 이격거리
등을 제시하여 횡력에 대한 사용성이 만족하도록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타워부의 축력을 고려하여 기초 및 파일 수량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영된
소구경파일에 대한 상세도면이 누락되어 시공 시 근입장 깊이, 수량, 간격 등 확인이 필요
하므로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29-12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5

지상15층, 지하1층, 연면적 3,475.39㎡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고(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콘크리트, 말뚝의 시공심도 및 시추 주상도를 표기하여 기초처리 및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 시공단면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Hellx Pile에 대한 지지력 및 침하량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설계지지력 700kN/ea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지지력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 계획(수량 및 위치) 기초배근도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5-108

건축주

규모/용도

지상5층, 연면적 999.88㎡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3미터 이상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
신청내용

심의결과

전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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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중 재하시험을 통해 Pile 기초 및 지내력기초 구간의 소요지내력 확보를 확인하여
구조물의 부등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이므로 구조도면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날인)을 받고 시공 시에
설계자(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협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평면도는 파일기초이나, 설계개요는 지내력기초로 되어있으므로 확인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횡하중에 대한 지지점부의 인발력을 확인하고, 고정하중만을 고려했을 때 파일이 작용 인
발력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이 장스팬의 캔틸레버 구조이므로,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고려한 처짐 검토를 추가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장스팬의 캔틸레버 구조형식의 부분은 진동검토를 진행하여, 사용성이 만족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각층 X2열 Y1 ~ Y5열까지 RC와 접합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 DECK PL.의 SIDE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지지용 SUB BEAM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2층 캔틸레버 부분의 시공 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지지용 가설벤트의 구조 계획이
필요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2가 315-108

건축주

규모/용도

지상5층, 연면적 999.88㎡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3미터 이상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전문-6-6

조건부의결

- 캔틸레버 부분에서 발생될 진동에 대비하여 구조재와 커튼월과 연결되는 화스너에 충분한
유격의 핀 접합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2층 내부 철골계단 SS2의 마감이 지정색 우레탄 도장 외 내화페인트 마감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기초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시고(지지력, 침하 안정성 등), 기초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콘크리트, 말뚝의 시공심도 및 시추주상도를 표기하여 기초처리 및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시공 단면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EXT-PHC D500 Pile에 대한 지지력 및 침하량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설계지지력
1600kN/ea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지지력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 계획(수량 및 위치)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행당동 286-3 외5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7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615.49㎡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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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시 구조안전계획서(해체순서에 따른 가설부재인 비계 및 잭서포트의 설치계획 및 구조
검토)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 및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도면관리로 구조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면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하부층으로 폐기물 투하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 철거 시에는 철거작업 순서를 엄수하여 안전한 작업을 진행하고 폐기물 처리를 신속
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비계의 벽이음재 및 앵커볼트는 외벽마감재가 아닌 RC구조부재(기둥, 벽, 슬래브
등)에 설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jack support는 bracing을 설치하여 작업 중 torsion에 의한 전도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 파쇄 시 진동과 소음의 허용치를 제시하고, 계측기 배치위치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치 이하로 시공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철거계획에서 지하층 외벽 상단1M 철거 및 지상1층바닥 슬래브를 철거할 경우 주
변토압에 의한 지하외벽의 붕개등의 우려로 지하층의 모든구조물 및 지상1층슬래브의 철
거는 토목가시설 완료후 철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행당동 286-3 외5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7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615.49㎡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지상층 철거순서를 기본적인 개념도를 보완하여 기둥, 벽체, 거더가 표현되어 있는 구조평
면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기둥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부지 전체에 대해서 해체의 전 과정을 주시할 수 있도록 CCTV의 설치위치 및 높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과정에 대한 실시간으로 안전한 시공관리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 2대 이상
CCTV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을 보면 주변에 도로와 인접건물 등이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순서를 장비를 인양하여 옥탑~3층(상부층)을 철거하고, 2층~1층(하부층)은 지상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체계획을 변경하여 안전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계획 변경에 따른 장비하중과 철거 잔재물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통해 층별
잭써포트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철거계획에 대해 기존 지하층 벽체 라인, 대지 경계선 및 신설 흙막이 라인 등을
모두 Overlap하여 상호 간섭여부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Overlap 평면도와 단면도
및 지하층 철거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대상 건축물 가설비계, 잭서포트 등 가시설이 계획서 내용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심의 대상으로 심의 일정은 건축과에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56-401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8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4.1㎡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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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시 구조안전계획서(해체순서에 따른 가설비계, 잭서포트의 설치계획 및 구조검토)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도면관리로 구조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철거작업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
록 도면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시 외측 골조 전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철거 잔재 투하 시 소음 최소화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비계의 벽이음재 및 앵커볼트는 외벽마감재가 아닌 RC구조부재(기둥, 벽, 슬래브
등)에 설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jack support는 bracing을 설치하여 작업 중 torsion에 의한 전도방지대책을 수립하시
기 바랍니다.
- 구조물 파쇄 시 진동과 소음의 허용치를 제시하고, 계측기 배치위치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치 이하로 시공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철거순서를 기둥, 벽체, 거더가 표현되어 있는 구조평면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층 철거 시 충분히 여유 있는 SUPPORT를 설치하고 철거 시 충격에 의한 SUPPORT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고, 폐기물 잔재를 슬래브에 쌓아둘 경우
집중하중에 의하여 붕괴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6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성수동1가 656-401

건축주

규모/용도

전문-6-8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4.1㎡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폐기물 투하 시 충격에 따른 투하구 옆 4M도로의 보행자 안전 및 민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기둥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지하외벽 및 기존 C.I.P의 해체순서를 자세히 제시하시고, 신규 C.I.P의 설치 시기를
포함한 순서도를 제시하고 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과정에 대한 실시간으로 안전한 시공관리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 2대 이상
CCTV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을 보면 주변에 도로와 인접건물 등이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순서를 장비를 인양하여 옥탑~3층(상층부)을 철거하고, 2층~1층(하층부)은 지상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체계획을 변경하여 안전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계획 변경에 따른 장비하중과 철거 잔재물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통해 층별
잭 써포트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철거계획에 대해 기존 지하층 벽체 라인, 대지 경계선 및 신설 흙막이 라인 등을
모두 Overlap하여 상호 간섭여부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Overlap 평면도와 단면도
및 지하층 철거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대상 건축물 가설비계, 잭서포트 등 가시설이 계획서 내용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심의 대상으로 심의 일정은 건축과에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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