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건축소위원회(굴토 및 해체분야) 심의의결서
위치/구분
규 모
용 도
의결번호

시흥동 837-33 / 굴토
대지면적 : 186.4㎡, 연면적 : 473.02㎡ (59.46%/199.9%)
다가구주택,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22-1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심의내용 】 굴토심의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존재
▣ 아울러 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굴토
1. 인접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연도가 불확실하므로 흙막이 시공시 인접건물의 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할 것
2. 서울시 4개 하수처리구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2015~2018)
보고서를 보고 해당 건축물 관련 지반의 토질 및 주변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 파악
필요(금천구청 안전치수과) ⇒ 금천구는 서남하수처리구역
3. 서울시 GIS 관련 도면과 해당 건축물 관련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상태를
파악할 것 (서울특별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https://smap.seoul.go.kr/)
4.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특히 837-32, 837-34, 837-30)에 대한 사전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측기기 추가 설치 필요.
5.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구간의 상세도면 필요
6. 심의도면에 제시한 일반사항 및 시방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7. 착공 전 인접 건물 균열조사를 건물주 입회하에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향후
민원에 대비하기 바람
8. CIP 시공시 수직도 및 선형 유지를 철저히 하기 바람
9. 작업장비는 인근 소음, 진동 민원을 고려하여 저소음 장비 사용을 권고함
10. 착공 전 인근 주택가에 사전 공사 안내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굴착과정에서 시추조사에서 얻어진 지하수위와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는 지하수위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CIP벽체 배면부에 실시하는 그라우팅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배면부로부터 지하수 유입과 이로인한 토사유실 공동발생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
12. KDS 11 10 10 : 2021 지반조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종료 후 24,
48, 72 시간 경과 시 마다 지하수위를 재측정하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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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장물도를 작성하고 각기 지장물에 대한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기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
14. 띠장 90도 우각부에 대한 스티프너는 90도 방향의 띠장 플랜지 라인과 동일한
선상에 스티프너 보강(C-015)
15. RAKER 설치 상세도(C-018)에서 보걸이에 수직재 추가 보강
16. 인접 건물 1개소 당 계측기 수량은 2개 이상으로 계획
17. 계측계획 시 스트럿의 축력 측정방법을 변형률계에서 하중계(Load cell)로 변경할 것
(직보 구간 중 일부를 하중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천함)
18. 시공 및 해체 순서도(C-025 & 026)는 RAKER를 포함한 순서도로 재작성
19. 공사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복공판 계획 수립시 도면 및 구조계산서 제출할 것
20. 기존 지하구조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포함하는 신설 흙막이의 시공계획 및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할 것

2022. 5.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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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건축소위원회(굴토 및 해체분야) 심의의결서
위치/구분

독산동 330-7 / 굴토

규 모

대지면적 : 1,258.2㎡, 연면적 : 4,000.4㎡ (30.18%/299.99%)

용 도

오피스텔

층 수

지하1층, 지상13층

의결번호

2022-1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심의내용 】 굴토심의 – 지하1층 이상이면서 5m 이상 굴착
▣ 아울러 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굴토
1. 인접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연도가 불확실하므로 흙막이 시공시 인접건물의 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4개 하수처리구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2015~2018)
보고서를 보고 해당 건축물 관련 지반의 토질 및 주변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 파악
필요(금천구청 안전치수과) ⇒ 금천구는 서남하수처리구역
3. 서울시 GIS 관련 도면과 해당 건축물 관련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상태를
파악할 것 (서울특별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https://smap.seoul.go.kr/)
4. 굴착 및 흙막이 설치 시 인접 구조물(특히 330-6)에 대한 사전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측기기 추가 설치 필요.
5. 공사부지의 우·오수체계, 급수체계, 가스시설이 주변 도로의 상하수관로,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구간의 상세도면 필요
6. 규모가 지상13층으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시공 시 금천구청 치수과에서
해당지점의 맨홀 등을 통하여 하수량 검토 필요(만약 하수량이 많을 경우 우수관과
오수관의 관경을 크게 해야 함)
7. 가시설도면에 제시한 특기사항 등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8. 착공 전 인접 건물 균열조사를 건물주 입회하에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향후
민원에 대비하기 바람
9. 작업장비는 인근 소음, 진동 민원을 고려하여 저소음 장비 사용을 권고함
10. 착공 전 인근 주택가에 사전 공사 안내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절토사면에 대한 활동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12. KDS 11 10 10 : 2021 지반조사 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종료 후 24,
48, 72 시간 경과 시 마다 지하수위를 재측정하여 보고서 제출
13. RAKER 설치 상세도(C-013)에서 브라켓에 수직재 추가 보강 및 상부 브라켓 추가 설치
14. 인접 건물 1개소 당 계측기 수량은 2개 이상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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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공 및 해체 순서도 작성(4면 사면처리 계획으로 지하골조공사까지 안전하게
시공가능한지 검토확인 필요)

2022. 5.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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