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전문) 심의 의결서]

【6차-1】 구조안전심의(자문) 의결조서
안건번호
신 청 인
대지위치
신청내용

심의결과

2019-구조심의-6차-1
이현식 외1인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송파구 오금동 120-30

2019. 6.18.
2019. 6. 5.

ㅇ 공사종별 : 신 축
ㅇ규
모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996.92㎡
ㅇ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조건부 의결

심의(자문)내용

특수구조건축물(6개층 이상 지지
기둥·벽체 하중 전이보)

【곽철승 위원】
○1층 바닥 슬래브(기초) 두께 및 배근도를 재검토 바랍니다.(권장사항)
- 1층 바닥 기초 연결 상세에서 지하외벽과 분리되도록 계획되었으나 구조해석(기초)시에는 연결되어 있
고, 또한 내부 파일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되었음.
○X5-Y1열 지하층 기초를 파일기초로 설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2층 W1B 하부 보가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보폭 산정 시 상부 설비배관의 간섭이 우려됨으로 건축과 협
의 후 결정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지상4층 내민 보(CBO)의 정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하부벽체(3층 상부)에 Wall Girder를 설치바랍니
다.
○구조계산서 상에 표현된 내진 상세를 구조도면에 명확하게 표현 바랍니다.

의견내용

【김갑부 위원】
○지상 8층 규모이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립층이 최대 2미터 이고 하부 퇴적층과 풍화토가 보상이
상에서 매우 조밀한 상태입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기초가 구분되어 있고 지하층에 말뚝 기초와 지
상층에 매트기초+말뚝기초로 되어 있어 이질기초라 거동이 복잡해질 수 있는 점과 도심지 말뚝 시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체를 매트기초로 하고 치환형태의 지반보강공법과 비교검토하여 기초공법을 최적
화 하기 바랍니다.
【김순영 위원】
○별도 의견 없음
【조민주 위원】
○구조계산서 표지제목과 건축물 개요의 제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일기초와 지내력기초 경계부 시공 시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
요합니다.
○전이기둥 시공 시, 아래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전이기둥 + 전이보, 기둥 주철근 최대 안장정착길이 이상 정착 필요(정착길이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도
면표기)
- 전이기둥 + 기초, 기초 내 최소 300mm 이상 후프 연장시공 및 매입필요
- 전이기둥 후프, 기둥 전 구간 내진갈고리 135 〫후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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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전문) 심의 의결서]

【6차-2】 구조안전심의(자문) 의결조서
안건번호
신 청 인
대지위치
신청내용

심의결과

2019-구조심의-6차-2
조광건업주식회사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송파구 방이동 49-6

2019. 6.18.
2019. 6. 5.

ㅇ 공사종별 : 신 축
ㅇ규
모 :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095.61㎡
ㅇ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의결

심의(자문)내용

특수구조건축물(6개층 이상 지지
기둥·벽체 하중 전이보)

【곽철승 위원】
○지하2층 PW1(정화조, 소방저수조 벽체)은 인접하여 이중 벽체로 계획되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세워 인근 벽체와의 이격 시공 품질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기둥 중 C1과 TC7과의 접합, C1과 W20의 접합에 대해서는 철근 상세배근을 추가하시기 바랍니
다.
○트랜스퍼 층에서 중요보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의 Wall Girder 설치를 고려해 보시고 불가피할 경우 보
주근의 정착길이 확보 디테일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의 형상비가 건축구조기준에 의하면 풍동실험 대상인 바, 엄격히 검토하여 기준에 준한 설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조성구 위원】
○본 건물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풍동실험 대상 건물이므로 풍동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설계된 풍
하중과의 비교 분석 및 보강방안을 제시바랍니다. (착공 전 풍동보고서 및 보완 구조계산서 제출 바람)
○전이층 보춤(D=1300)이 응력에 비해 적게 계획되고 전단 보강이 무리하게 되어 있어 시공성을 저해하므
로 설비설치 배관부분을 Block out 처리하고 보춤을 보다 크게 확보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특히 TG2,
TG3, TG5)
○기계식 주차 출입구의 개구부로 인하여 W20의 응력변화가 심하므로 전이층 하중을 고려한 상세보강 검
토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온통기초로 계획되어 있으며 요구 지내력이 400kPa로 계획되었습니다. 지상17개층과 지하2개층으로 총
19개층을 감안하면 온통기초의 접지압이 거의 평균 400kPa에 해당되어 바닥슬래브의 콘크리트 강성이
충분해야 온통기초로 거동하므로 온통기초의 두께 적정성을 검토바랍니다.
○지하벽체 설계에 적용된 토압이 내부 마찰각 30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립층과 퇴적층의 구분 적용
에 대해서 검토바랍니다.
【김순영 위원】
○별도 의견 없음
【조민주 위원】
○대상 건축물은 풍동실험 대상에 해당되므로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이기둥 주철근 최대 인장정착길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도면에 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이기둥 시공
시 구조설계 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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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