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1차 굴토 심의]

굴토 심의(자문) 의결조서
안건번호
신 청 인
대지위치
신청내용
심의결과
위험등급
지반조사

2019-굴토심의-11차-1
㈜무궁화신탁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문정지구 8-3블럭

2019. 9. 6.
2019. 8.28.

ㅇ 공사종별 : 신축
ㅇ규
모 : 지하7층, 지상16층, 연면적 46,476.56㎡
ㅇ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심의(자문)
지하2층이상, 지하10m이상 굴착
상
내용
의견 내용
【유재성 위원】
ㅇ6공의 시추조사와 하향식 탄성파시험 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흙막이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와
시험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재성 위원】
ㅇ엄지말뚝으로 ACT파일을 사용하였으며 이 공법은 철판을 공장/현장 용접하여 엄지말뚝의 단면적,
단면1차모멘트, 단면2차모멘트, 단면계수 등 각종 특성값을 일체화된 부재로 보고 설계에 적용하
였습니다. 엄지말뚝에 축력, 전단력, 모멘트가 발생할 경우 적용한 용접두께가 적정한지, 일체화
구조물로 거동을 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 적정한지 별도의 용접두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니 검토․확인 바랍니다.
ㅇ철판 내부에 철근을 공장용접하여 일체화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접두께가 적정
한지 검토하고 나머지 철판과 상부이음부의 용접두께도 적정한지 검토바랍니다.
ㅇACT Pile+숏크리트 공법 상세도를 보면 숏크리트만으로 CIP 하부를 보강하였으나 암반의 TCR/RQD에

흙막이가시설

따라 탈락이나 낙반이 우려되는 지역은 록볼트 등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바랍니다.
ㅇPRD 기초공법의 경우 지지력이 매우 큰데, TCR/RQD 값이 작은 곳은 지지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
어 선단보강방안이나 그라우팅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ㅇACT-PILE 각부 용접두께(6t) 안전성 검토바랍니다.
ㅇACT-PILE공에 콘크리트몰탈 유입 충전물 제거후 숏크리트 타설 계획 제시바랍니다.
ㅇ부분적 굴착이 이루어지므로 굴착후 암반이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숏크리트 타설 순서 범위 등을
제시바랍니다.
ㅇ소단부 경사를 표기바랍니다.

계측관리

ㅇSTEP별 해석 깊이와 시공순서도의 깊이가 차이가 있으니 조정 내지 재해석 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ㅇ지하수위가 풍화암 상단에 위치하여 지하수위로 인한 위험은 낮은 곳입니다. 적정예산범위내에서 수위계
는 줄이고 진동계를 추가하는 계획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재성 위원】
ㅇTOP DOWN으로 시공해 내려가는데 건축물의 Opening+슬라브 구간 등 취약한 구간에도 적정한
계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검토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ㅇ되메우기 완료시까지 주2회이상 계측빈도계획수립
- 해석치를 참고하여 관리기준 수립후 도면 명기

시 방 서
【곽철승 위원】

지하구조안전성 ㅇ1층 시공하중을 고려한 구조평면도 작성바랍니다.
ㅇ트랜스퍼부분 X7,X8/Y1-Y2열 시공 상세 제출바랍니다.

ㅇ지하층 모든 기둥과의 접합은 모멘트 접합으로 설계바랍니다.
ㅇ지상층 코어벽체 하부 트랜스퍼 관련 상세 보완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ㅇ흙막이 가시설 구조에 ACT기둥을 이용한 TOP-DOWN 공법이 적용되었으나 가시설 단계시의 ACT 기둥
및 철골 바닥구조의 구조안전성이 확인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시고 건축구조기술사 날인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ACT Pile의 용접부위가 제역할을 해야 엄지말뚝 위 안정성이 확보 되는 바, 세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기 타
※ 굴토심의 조건부여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서울시 공간정보 담당관)에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계획 이행 철저
※ 상기 심의(자문) 조건사항을 반영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자문)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제11차 굴토 심의]

굴토 심의(자문) 의결조서
안건번호
신 청 인
대지위치
신청내용
심의결과
위험등급

지반조사

흙막이가시설

2019-굴토심의-11차-2
㈜무궁화신탁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방이동 43-6외1필지

2019. 9. 6.
2019. 8.28.

ㅇ 공사종별 : 신축
ㅇ규
모 : 지하2층, 지상16층, 연면적 6,237.95㎡
ㅇ용
도 : 오피스텔(126실) 및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심의(자문)
지하2층이상, 지하10m이상 굴착
중
내용
의견 내용
【김갑부 위원】
ㅇ지반조사보고서에 raw data가 있는 부록이 누락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시추조사와 하향식 탄성파시험 외 흙막이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와 시험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
다. 다만 2공의 시추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철거 후 적정 시점에 추가 시추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곽철승 위원】
ㅇ코너 부분 가시설에서 경사 압축 부재의 경우 축력 및 별도 전단에 의한 휨도 발생함으로 접합
jack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면 C-016>
【김갑부 위원】
ㅇ차수계획이 되어 있으나 조사상의 지하수위가 굴착면 아래에 있어 차수계획을 최소화 할 수는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CIP+LW공법은 터파기 규모나 심도로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가시설공법이라 판단됩니다.
【이동균 위원】
ㅇ복공 배치 시 전문가 검토서를 제출바랍니다.
ㅇ단면 등에 Cap beam 표기바랍니다.
ㅇ퇴적층 근입 및 기초계획고 변경 등에 대비하여 근입심 4m 이상 유지 필요합니다.
ㅇ강도 등이 있어 지반보강성이 있는 차수공을 선정바랍니다.

계측관리

【이동균 위원】
ㅇ 해석치를 참고하여 관리기준 설정 및 도면명기 바랍니다.

시 방 서

지하구조안전성

【곽철승 위원】
ㅇSTRUT 해체 단계별 지하 건축외벽의 일시적인 캔틸레버에서의 구조안전성 확인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ㅇ기초매트, 지하외벽 타설 후 흙막이 가시설 STRUT 제거시점이 명확히 기입되지 않아 임의 시공될 수 있
으므로 STRUT 제거시점이 타설 후 언제인지 도면에 기입바랍니다.
ㅇ지하외벽이 캔틸레버로 토압에 저항하는 부분은 구조안전검토를 별도확인바랍니다.
ㅇ2단 STRUT 위치가 기둥, 벽체의 수직 철근 이음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인지 재확인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 굴착계획고에서 소요지지력을 확인바랍니다.

기 타
※ 굴토심의 조건부여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서울시 공간정보 담당관)에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계획 이행 철저
※ 상기 심의(자문) 조건사항을 반영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자문)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