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전문-1-1

신청위치

행당동 286-37
건축주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664.78㎡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규모/용도
다세대)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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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3층 이상의 일부 내부벽체(Y1열, Y2열)가 실질적으로 지상3층 바닥에서 전이되고
있으므로, 지상3층 바닥보와 이를 지지하는 수직부재가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특별
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짧은 벽체의 경우에는 기둥식 설계, 긴 벽체의 경우에는 유표폭을
지정하여 기둥식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 KDS41에 맞는 필로티 기둥과 전이보 접합부의 내진상세를 반영하고, 구조도면에
좀 더 명확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조경의 활하중을 5kN/m2 이상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을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건물은 지하1층 구조를 가지며, 지상층 연면적 500m2를 초과하므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대상으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수행 및 설계 근거자료를 구조계산서에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 전이보 시공 시 보의 춤 900mm초과 부재로써 현장배근(표피철근)이 불규칙하므로,
이에 따른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예. 2G4는 표피철근 없음
/ 2G5는 표피철근 있음)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전문-1-1

신청위치

행당동 286-37
건축주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664.78㎡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규모/용도
다세대)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신청내용
[심의의견]
- 시공 중 재하시험을 통해 팽이기초의 지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이보 시공 시 전이거더(2G3, 2G4 – 약 5.5TON)가 고중량으로 현장타설 시 고하중에
따른 전이층 및 하부층까지의 구조물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가설계획(서포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하부에 실트층이 존재하고 요구되는 지반지지력이 350KN/㎡로 다소 크므로 설계에
제시된 지반개량공법을 시공하고 지지력 확인시험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지내력(fe=35t/m2)과 침하량 검토 결과(구조계산서, 기초공법도면)를 첨부하고,
소요지지력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계획(방법, 수량, 위치)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시추주상도를 보면 풍화토층 상부에 붕적토층이 존재하는바 붕적토층은 중력에 의해
떨어진 잔재물이 퇴적된 층으로 공학적으로 기초지반으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위험
하므로 기초공법 적용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1-2

규모/용도 지상19층, 지하4층, 연면적 15,076.21㎡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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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S41에 따른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의 반영근거(지진토압, 해석방법 등)를 구조계산서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층 주차타워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이 깊으므로 지하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3층 바닥 전이보와 설비배관의 간섭문제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조경의 활하중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중 구조안전확인을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유치 해석 시 각 방향에 대한 질량참여율이 90% 미만입니다. 직교하는 각 방향의
질량참여율이 90%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드 수를 증가시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3층 전이층에서 벽체 W5(X6/Y5~Y6)가 슬래브에 직접 지지됩니다. 전이보 TG12의
보폭을 확대하여 벽체 W5의 하중을 전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벽체 역시 가능한
슬래브에 직접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둥 횡방향 철근상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전이기둥은 전구간에 걸쳐 135도 폐쇄형
스터럽 적용)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1-2

규모/용도 지상19층, 지하4층, 연면적 15,076.21㎡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구조심의(6개층 이상 지지하는 전이구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전이보(테두리보)와 벽체가 편심으로 연결되는 보는 비틀림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중 구조물의 부력방지를 위하여 부력검토 또는 영구배수 공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이보 시공 시 전이거더(3TG8A등-약36TON)가 고중량으로 현장타설 시 고하중에
따른 전이층 및 하부층까지의 구조물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가설계획(서포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요구되는 지반지지력 500KN/㎡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지지력 시험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지내력(fe=500kN/m2)과 침하량 검토 결과(구조계산서, 기초공법도면)를 첨부하고,
소요지지력 확인을 위한 재하시험계획(방법, 수량, 위치)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랍니다.

- 2/2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1-3

규모/용도 지상19층, 지하4층, 연면적 15,076.21㎡ /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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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막이 설계 시 주변 인접건물과 주변상황을 고려한 상재하중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뒤편 인접건물 방향의 공사 중 계측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순서도에서 STRUT 해체 및 벽체타설 시 캔틸레버 형태가 되는 지하외벽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흙막이의 안전성에 대하여 건축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Strut 해체 단계에서 구조물의 지하외부 벽체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캔틸레버로 거동
하는 경우에 대하여 슬래브 타설 전에 벽체의 구조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코너 스트럿 띠장이 인접 띠장과 폐합되지 않은 경우, 전단력에 의한 이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과굴착 방지를 위해 흙막이 구조물 시공순서도에 소단폭 및 소단높이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소단폭은 소단높이의 3배 이상 확보)
- C.I.P 흙막이 벽체와 인접한 주요 지하매설물과 건물에 대하여 지반굴착 시 부등침하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1-3

규모/용도 지상19층, 지하4층, 연면적 15,076.21㎡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도심지 공사로 시공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인접구조물 등의 안전대책 및 시공에
따른 공사부지(야적장, 사무실 등) 확보 등의 사전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예. top
down 공법)
- 흙막이 공사 시 말뚝간격과 근입 깊이는 필히 준수하고 일직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말뚝의 수직여부 검사계획 및 조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부재 시공 시 STURT와 본체 기둥과의 간섭에 의한 작업 장해 발생에 대한 사전
시공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공사 시 하단부 토압 및 해체 계획에 의한 STURT 간격 변화에 대한 허용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가 중량천 인접부지로 지하 터파기 시공 시 차수에 대한 공사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부지에 비해 지반조사 수량이 부족하므로 2~3공의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부지 내 지층변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지반보강 및 차수공법과 도면에 표기된 공법이 상이하
므로 검토내용과 적용 공법이 일치하도록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지표침하계 설치방법으로 도면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띠장은 동일한 높이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이음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띠장이 겹치는 길이를 연장하여 상세도에 제시된 밀림방지 앵글 개수를 2배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설상세도 7은 Raker 지지말뚝을 추가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2/3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용답동 238-6

건축주

전문-1-3

규모/용도 지상19층, 지하4층, 연면적 15,076.21㎡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굴토심의(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사보강 Raker 연결볼트 필요수량은 12개로 계산되었으므로 상세도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사보고서를 보면 시추조사가 과업지역에 1공으로 국한되었으므로 국가건설설계
기준 KDS 11 10 10 : 2018 지반조사, 시추조사 시추간격(30~50m 간격)에 적합하도록
시추조사를 착공 전에 추가로 실시하고 당초 구조계산 조건과 상이할 경우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중랑천과 매우 인접하고 있고 시추주상도를 보면 자갈 섞인 모래 퇴적층이
존재하여 흙막이 벽체 시공 중 지하수 흐름 영향으로 시멘트 희석과 그라우팅 구근
형상 불량 등 흙막이 벽체 시공품질 불량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에 확인 시추조사를 통해 지하수 흐름(유향유속시험) 및 투수 특성을 분석
하여 CIP공법은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Casing을 삽입하고, 차수 그라우팅공법의
시험시공을 통해 차수효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평면도에 굴착영향 범위에 해당되는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준공년도,
지하/지상 층수, 구조형식 등)을 표기하시기 바라며, 계측항목별 계측빈도(지하수위계
누락됨)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내용과 비교하여 착오가 없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심도 및 설치위치(흙막이
벽체와 이격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순서도에 합벽으로 시공되는 경우 STRUT 해체시기에 요구되는 건축 벽체 및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 p48 3.2.4 시공순서도 검토사항 참조)
- 3/3 (끝)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행당동 313-30번지

건축주

전문-1-4

규모/용도 지상4층, 연면적 536.66㎡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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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구조물이 철골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접합부의 해체방법 및 폐기물 이동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순서를 층별, 평면별, 부재별로 좀 더 구체화(도면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도면 관리로 구조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 철골 해체 시 절단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하고, 외부 수직보호망에 대한 정밀시공으로
낙하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비계의 벽이음재 및 앵커볼트는 벽돌마감재가 아닌 RC슬래브에 설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 철거 시 슬래브의 잔재물 높이는 500mm 이하로 관리하시고, 철거작업 순서를
엄수하여 안전한 작업을 진행하고 폐기물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부지가 비탈면임을 감안한 비계 설치 시 비계기둥 받침목의 이탈방지를 위한
CONCRETE BLOCK+9mm합판과 STEEL BASE PLATE의 연결방식 및 CONCRETE
BLOCK과 지면의 이격방지를 위한 고정방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설치 시 작업발판의 폭, 겹침 길이, 발판지지물의 개소 등에 대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속)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

구조, 철거)

심의의결서

(2021년도 제1차)
심의일자

서면심의

심의번호

신청위치

행당동 313-30번지

건축주

전문-1-4

규모/용도 지상4층, 연면적 536.66㎡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심의(자문)
철거심의(높이 13m 이상 건축물 철거)
신청내용
[심의의견]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해체대상 건축물이 철골조임을 감안하여 고중량 철골부재들에 대한 해체 및 화기작업,
장비계획 등에 대한 안전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건축물(삼익빌라) 민원에 대비하여 소음, 분진, 골목 통행로 안전 확보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굴삭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만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구조물의 높이를 감안할
때 건물 내 상부층에서 해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등 내부 철거 후에 실시하는 본 구조물 철거에 대한 해체작업순서를 평면
및 종단면을 이용하여 제시하시고, 해체작업순서 각 단계에서의 폐기물 반출방법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작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여 현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 2대 이상 설치)
- 해체계획(p45)을 보면 지상에서 4층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체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현장여건을 보면 주변에 도로와 인접건물 등이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상부층과 하부층을 구분하여 상부층(3~4층)은 소형장비를 인양하여 철거하고,
하부층(1~2층)은 지상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철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계획 변경에 따른 장비하중과 철거 잔재물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통해
층별 잭서포트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2/2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