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전문) 심의 의결서]

【4차】 구조안전심의(자문) 의결조서
안건번호
신 청 인
대지위치
신청내용

심의결과

의견내용

2019-구조심의
김성훈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송파구 마천동 49-17

2019. 5.10..
2019. 4.29.

ㅇ 공사종별 : 신 축
ㅇ규
모 :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856.61㎡
ㅇ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조건부 의결

심의(자문)내용

특수구조건축물(6개층 이상 지지
기둥·벽체 하중 전이보)

【곽철승 위원】
○기초의 연단 확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x1, x4 열의 기초 끝단부를 연장하여 온통기초 중간
의 부모멘트를 좀 줄여서 설계하시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2층,3층 트랜스퍼보 중에 PD 부분은 배관 시 단면결손 및 배관 간섭으로 인한 보 주근, 스터럽 배근
상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층 코어 부분의 벽체 배근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며 x1, x4열 y1~y2열 구간 1층 벽체 name을
명확하게 하고 배근 추가바랍니다.
○구조도면 s24 페이지 기초 꺽인 상세도면에서 벽체 배근(두께 200)과 기초 꺽임배근(두께 800)이 서로
중복됨으로 배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사결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바라며, 평판재하시험 결과 보고성서 적어도 조사위치도 등은 표기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 위치가 가장 하중이 많이 재하되는 기둥 하부에서 시험이 실시된 것인지 확
인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온통기초는 기둥 외곽선 기준 0.6m~1.0m 정도 확장하여 외부 기둥 주변의 지지력이 약할 경우에 펼쳐
질 수 있도록 기초 변경 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평판재하시험으로 지지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단지 확인 용이며 전체적인 지반의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하여 설계지지력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시추조사를 이용한 적정 설계 지지력을 산정바랍니
다.
【김순영 위원】
○별도 의견 없음
【조민주 위원】
○전이기둥과 전이보 설게시 적용된 하중조합을 제시해주세요.
○전이기둥과 기초 접합부에서 전이기둥 주철근을 기초에 정착시키기 위한 배근상세를 제시바랍니다.
○기둥 띠철근 배근 상세도가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으니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 바랍니다.(S07)
○전이기둥 주철근의 정착길이 산정방법이 일반사항에 표현은 되어 있으나, 시공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입니다. 정착 길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도면에 표현바랍니다.
○모든 기초레벨이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거나 동결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도면에 표기바랍니다.

※ 상기의 심의조건을 반영한 관계전문기술자(날인 서명)의 확인서와 수정도서를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서는 안전, 구조, 기능,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본 심의(자문)
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검토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