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차 굴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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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

흙막이가시설

계측관리

시 방 서

지하구조안전성

2019-굴토심의-6차-1
기획재정부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잠실동 313-1

ㅇ 공사종별 : 신 축
ㅇ규
모 : 지상6층, 지하2층, 연면적 5,705.17㎡
ㅇ용
도 : 공동주택(기숙사), 업무시설
심의(자문)
조건부의결
내용
의견 내용

2019. 5. 8..
2018. 4.29.

지하2층이상, 지하10m이상 굴착

【유재성 위원】
ㅇ3공의 시추조사와 하향식 탄성파시험을 수행함 →적정
【곽철승 위원】
ㅇ내부 strut 과 외곽 모서리 strut 과의 중첩부위 상세도면을 보완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ㅇ띠장 연결상세도에서 보강 plate가 한 방향(인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장시공의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양방향(인장, 압축)으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CIP +SGR 공법은 적정한 가시설 공법이라 판단됩니다.
- CIP / 소공 Grouting(SGR) 심도를 굴착고 -0.5m 까지 계획하였으나 모래섞인 자갈층임과 인접건물
이 많고 지하철이 인접해 있으므로 조사 지하수위와 무관하게 H-pile 심도인 굴착고 -3.0m 까지 연장
하여 보강바랍니다.
ㅇPS-Ⅱ beam 공법을 띠장에 적용한 바, 해당 전문업체에서 굴착시기를 놓치지 않고 띠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에 노트를 추가하고 시공감리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ㅇ소공그라우팅 확산범위 상세도에 명기바랍니다.
ㅇps 띠장의 프리스트레스력(800kn) 현장확인방법을 제시바랍니다.
ㅇps cable 정착부 안전성 검토바랍니다.
ㅇ시공순서도 및 해체 시 본 구조물 벽체의 안전성을 제시바랍니다.
ㅇ소공그라우팅의 배합비를 명시바랍니다.
【곽철승 위원】
ㅇ지하터파기 시 일부 변형에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 실시하시
기 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ㅇ굴착공사 전에 실시되는 계측기 설치 시 지반 조사상의 지하수위와 비교 검토하도록 명기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가시설 규모를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균 위원】
ㅇPS cable 하중계 관리기준치를 보고서, 도면을 부합하게 작성바랍니다. (PS-S 시방서 전회대비 계측량)
ㅇPS cable 하중계 설치 시기 및 현장설치 시 프리스트레스력 관리 및 유지방안을 제시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소공 grouting 인 SGR공법을 도면상에 적용했으나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으니 확인 후 추가 바랍니다.
(시방서에는 Rod Grouting 공사시방서만 있음)
ㅇPS-Ⅱ beam 공법은 특허제품으로 pre-stress를 도입한 특수한 공법이나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으니 확
인 후 추가바랍니다.
【곽철승 위원】
ㅇ굴토 후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시 strut 해체 8단계의 경우 일시적으로 흙막이가 5, 2m 캔틸레버 거동
을 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ㅇ해체 시공 순서도의 step6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3단 strut 해체시기, step7의 지하1층 콘크리트 타
설 후 2단 strut 해체시기에 대해 명확히 도서에 기입바랍니다ㅣ.
ㅇ지하1층 지하외벽 타설 후(버티레스외벽) 1단 strut 해체되는데 1층 바닥 타설전까지 지하외벽에 저항
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검토를 추가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ㅇ일부 구간에서 지지력 확보 및 부등적 침하방지를 위한 치환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굴토계획고
10.0m 이내로 발생될 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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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굴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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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

흙막이가시설

계측관리

시 방 서

지하구조안전성

2019-굴토심의-6차-2
㈜베키오바이젠

의 결 일
신 청 일 (상정일)
방이동 182-7

ㅇ 공사종별 : 신 축
ㅇ규
모 :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2,054.96㎡
ㅇ용
도 : 근린생활시설
심의(자문)
조건부의결
내용
의견 내용

2019. 5. 8.
2018. 4.29.

지하2층이상, 지하10m이상 굴착

【유재성 위원】
ㅇ1공의 시추조사와 하향식 탄성파 시험을 수행한 바 시추조사 공수가 부족하다고 보이니 시공 시 1~2
공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니 노트를 추가바랍니다.
【이동균 위원】
ㅇ착공 전 추가시추조사 실시하여 지층을 확인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ㅇwale 상세도의 입체도에서 보강 plate 누락여부를 검토바랍니다.
ㅇ지반조사상의 지하수위가 굴착면 하부에 위치합니다. 차수공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검토바랍
니다.
【유재성 위원】
ㅇCIP +SGR 공법은 적정한 가시설 공법이라 판단됩니다.
- CIP / 소공 Grouting(SGR) 심도를 H-pile 심도인 굴착고 -3.5m 까지 연장하여 보강한 것은 적절하
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균 위원】
ㅇ소단길이에 부합하는 소단깊이를 제시바랍니다.
【곽철승 위원】
ㅇ지하터파기 시 일부 변형에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건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 실시하시
기 바랍니다.
【김갑부 위원】
ㅇ변형률계를 하중계와 혼용하여 계측이 입체적으로 되도록 검토바랍니다.
ㅇ굴착공사 전 실시되는 계측기 설치 시 지반조사상의 지하수위와 비교 검토하도록 명기바랍니다.
【유재성 위원】
ㅇ가시설 규모를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재성 위원】
ㅇ소공 grouting 인 SGR공법을 도면상에 적용했으나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으니 확인 후 추가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ㅇ해체 시공순서도에서 최종 굴토 레벨인 G-12.5m 레벨에서의 표현이 추가되어야 하고 4단 strut의 해
체시점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ㅇ6단계에서 지하층 기초 타설 후 언제 3단 strut을 해체할지 7단계에서 지하2층 타설 후 언제 2단
strut를 해체할지 명확히 정해 기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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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