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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ork i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the Opera House in Arts Center caused by the twin tunnel

construction. The Opera House of 3D structural feature with various type of foundations and adjacent twin tunnels are
modeled in 3-Dimensional mesh for FEM analysis. Confirmation of safety is essential for this particular type of
structure, and attention level and warning level of control criteria are exami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Opera House by
means of the analytical results.

Keywords:ground behavior, protection of structure, 3D FEM analysis, level of control criteria, damag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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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면산터널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중인 우면

산터널은 예술의전당 단지의 북단을 기점으로하여 단지

의중앙부를남서방향으로관통할예정이다. 예술의전당

내 오페라극장은 우리의 예술공연문화를 국제적으로 널

리알릴목적으로1988년2월에건립된국내최고의공연

시설로당초건립의도에부합하여국내외의많은예술행

사가공연되고있어국민의사랑을받고있다. 따라서터

널공사로인한사소한문제가발생할경우건물의안정성

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문화의 위상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향은

최소화하도록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 터널공사중이나

공사완료후까지구조물안전에대한지속적이고정 한

계측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쌍굴터널인우면산터널은예술의전당의단지내산재

한오페라극장, 미술관, 자료관, 서예관건물등의인근지

하를통과하는데, 건물의중요도가특히높은오페라극장

의 경우는지하 15m 깊이에서수평거리 8.7m로근접하

여 통과하게 되어있다. 이에 터널 준공후는 물론 시공시

오페라극장의구조적인안정성확보가매우중요시되어

짐에 따라, 터널시공시 지반변화에 의한 건물의 향을

예측, 확인하고 이에따른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야 한

다.

2. 연구대상현장현황

2.1 건물현황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내 오페라극장은

건축면적이13,500m2, 연면적은43,500m2으로지하1층

지상6층의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형식이며, 하부의기

초형식은독립기초와말뚝기초로이루어져 1988년 준공

되었다.

오페라극장의우면산터널통과부평면및단면은그림

1과그림2에나타내었다.

2.2 지반현황

예술의 전당부의 시추조사결과 지층은 지표로부터 매

립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의층서를나타내며, 오

페라극장내지층의단면은그림3과같다.

지층상태를보면, 매립토층은지표면을형성하는층으

로주로실트질모래및모래질호박돌로구성되어2.2∼

2.5m 두께로분포하며, N치는30∼50으로조 내지매

우조 한 상태이고, 주로 갈색계통을 띠고 있다. 풍화토

층은 주로 실트질모래로 구성되어 5.5m의 두께로 분포

하며, N치는50/17∼50/15로매우조 한상대 도를나

타내고있다. 풍화암층은풍화토층하부에1.5∼7.0m 두

께로 분포하며, N치는 50/10∼50/2로 매우조 한 상대

요 지
본연구는우면산터널시공에따른예술의전당내의오페라극장구조물에대한 향을검토하고필요시에는적절한대책을조기에

강구하기위하여3차원유한요소해석을실시하 다. 쌍굴터널굴진시지반거동의 향범위내에있는오페라극장은문화재급의건축
물로써그기초형식또한다양하다. 그러므로, 건물구조의3차원적인특성과기초형태의변화를이상적으로모델링하고, 3차원해석
결과에따른시공전예측과시공중안정성확인을평가할수있도록검토하 다. 문제발생시신속한대처를할수있고, 터널굴진시정
보화시공이적용될수있도록관리기준치를단계적으로변화설정하 다. 

주요어: 지반거동, 구조물거동, 3차원수치해석, 관리한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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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면산터널 통과부 평면

그림 2. 우면산터널의 오페라극장 통과부 단면(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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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고 있다. 연암층은 지표면하 17.5∼19.8m

이하의심도에서모암인편마암이풍화작용을받아주로

심한풍화내지보통풍화된상태이며, TCR은72∼100%이

고RQD는 7∼20%의범위로매우불량한암질상태를나

타내고있다. 경암층은지표면하14.5∼18.3m 이하의심

도에서 분포하고, TCR은 93∼100%이고 RQD는 63∼

89%의범위로보통내지양호한암질상태를보이고있다.

3. 오페라극장및주변지반거동해석

우면산쌍굴터널굴진으로야기되는3차원지반침하가

인접건물인 오페라극장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안정성을평가할수있도록지반과구조물에대한3

차원유한요소해석을하여지반거동에따른구조물의

향유무를해석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 으며, 또한

3차원구조해석을통해구조물의손상부를예측함으로써

위험단면에 따른 계측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

다.

오페라극장의 향검토를위해우선구조물하중이고그림 4. 오페라극장 거동 평가의 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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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된 지반거동 해석을 하 으며, 이 결과에 의한 기초부

지반변위를 구조해석시 적용하여 오페라극장 건물의 부

재검토를 실시하 다. 그림 4는 오페라극장의 거동평가

흐름도를나타낸다.

3.1 지반 및 터널의 모델링

3.1.1 해석 향범위및기초평면도
3차원지반 및 구조물 모델링시 횡방향 향범위는 터

널굴착에 의한 터널직경(D)의 4배를 종방향 향범위는

오페라극장건물이포함된범위(약112m)를해석 역으로

설정하 으며, 해석에 적용된 오페라극장 하부기초형식

의평면도는그림5에나타내었다.

3.1.2 지반물성치
해석에적용된물성치는 1994년당초설계과정에서수

행된실시설계지반조사보고서, 1996년수행된예술의전

당 건축물 정 안전진단을 위한 지반조사보고서와 기본

설계지반조사자료및실시설계및노선변경등을고려하

여추가실시된실시(대안)설계지반조사자료등을합리적

이고체계적으로검토하여다음표1과같이적용하 다.

3.1.3 3차원유한요소망
오페라극장 하부기초지반의 거동을 평가하기위해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 으며,  PENTAGON-

3D를사용하여수치해석을실시하 으며, 오페라극장하

부기초부에구조계산에의한하중을적용시키기위해건

물부 유한요소망은 그림 6과 같이 방사형으로 모델링하

다.

3.2 오페라극장 건물의 모델링 및 해석

오페라극장의 기초지반의 거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거

동을검토하기위해기존설계자료검토를실시하여건물의

설계하중을적용하여구조범용프로그램인STAAD/PRO

를사용하여해석수행하 으며, 프로그램에의한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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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력 지반 물성치
물성치 탄성계수 포아슨비 내부마찰각 점착력

지반종류 E(t/m2) ν ø(°) C(t/m2)
토 사 2,000 0.3 30 1
풍화암 10,000 0.3 30 5
연 암 100,000 0.25 40 50
경 암 400,000 0.2 45 100

그림 5. 해석 향범위 및 기초평면도

(좌표 D행 Z열, 그림 11참조)

그림 6. 3차원 유한요소망(터널직경,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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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모델링형상은그림7에나타내었다. 

또한, 부재별내력을검토하기위해방사단면방향을D

행으로원형방향은Z열로정의하여나타내었다.(그림 12

참조)

그림8은지반거동해석에의한오페라극장의구조검토

흐름도로, 그림에서콘크리트보의공칭내력은구조도면

에의거, 기설계된부재치수와철근배근에의해공칭모멘

트와공칭전단력을산정하 으며, 콘크리트기둥은해석된

건물프레임의 작용축력에 대한 최대공칭모멘트를 산정하

여각각기초침하에의해발생되는부재력과비교하 다.

부재의 작용력은 Data Reading 프로그램(MS Excel)

을 사용하여 검토대상부재에 한해 해석결과를 출력했으

며, 부재의 순스팬에 대한 모멘트의 정확한 작용위치와

위험단면에 대한 전단력값을 사용하 다. 또한, 기초에

침하값을적용하여건물의 향범위를파악한후, 부재의

변위및응력분포를검토하여, 그 향력이다소크게지

배되는 부재를 선별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 다.

오페라극장건물은전체적으로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층 무대상부는 30m 지간의 철골트러

스로구성되어있다. 이철골트러스는건물서측을통과하그림 8. 지반거동에 의한 오페라 극장의 구조검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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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페라극장의 3차원 모델링

오페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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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터널의 반대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시공에 따른

기초지반의변동에대한 향력이미비하고, 트러스의양

지점이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힌지-롤러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본 검토범위에서 제외

하 으며,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그 향력을 검

토하 다.

4. 오페라극장및주변지반거동평가

4.1 3차원 지반거동 해석결과

우면산터널 시공에 따른 오페라극장의 안정성평가 및

계측관리수준설정을위해우선시공중기초부의지반거

동을 예측평가를 하 으며, 본 지반거동 검토에 의한 자

료를이용하여구조물의각부재별구조적안정성을검토

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하 다.

각 Node 점의 지반거동결과를 검토하 으며, 지반거

동검토자료중기초부의침하량이크게나타난부분은표

2와같이독립기초와말둑기초사이에서나타났다. 

침하거동해석 결과 기초형식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침

하거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 그

림9∼10에나타난바와같이이들기초형식변화부를위

험단면으로 설정하여 계측시스템 적용시에 중점관리 단

면으로안정성을평가하도록계획하 다.

4.2 지반거동으로 인한 기초의 부등침하량 및
각변위

터널종단방향에대한3차원거동을분석하여오페라극

장의기초구조물의거동을표3 ∼표5에나타난것과같

이 부등침하량과 각변위를 통해 오페라극장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하 다.

표 3∼표5에서알수있듯이터널굴착에의하여발생

되는 기초의 부등침하량은 1.65mm이고, 최대각변위는

1/3700의결과로지반거동으로인한오페라극장의 향

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본3차원유한요소

표 2. 기초부 최대침하량

위 치
No.

X변위 Y변위 Z변위
Z열 D행 (mm) (mm) (mm)

15 1F11A 3.65 0.591 1.790

4
16 3F4A 4.81 0.776 2.550
17 3F4A 4.46 0.815 2.440
18 3F4A 4.09 0.892 2.130

그림 10. 기준횡단면에서 80m 위치의 기초 및

터널의 침하 양상(D12)

그림 9. 기준횡단면에서 58m 위치의 기초 및

터널의 침하 양상(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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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는 시공중 지하수의 변동문제나 터널굴착시 발

생되는진동등과같은동적인문제는고려되지않은것이

므로동적인조건과오페라극장의특수성및중요도를감

안하여건물의구조해석이수행되었다.

4.3 기초침하에 의한 부재의 안정성

3차원지반해석에 의한 기초부의 최대침하량은

2.55mm 가발생되었으나지하수위저하, 진동과시공등

의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해석된 최대침하량의 2배(안전

율2), 3배(안전율3), 4배(안전율4)의 가상침하량을 기초

에강제변위로주어각경우의구조물의거동및부재의

응력을검토하여오페라극장의안정성을평가하 다.

4.3.1 콘크리트보및기둥의안정성검토
지반거동에따른기초침하의각경우에대해구조해석

결과하중조합에의해부재에작용하는모멘트와부재의공

칭모멘트와의 관계를 건물좌표 Z단면을 따라 도시하 다.

표 6 ∼표8는기초침하량에따른콘크리트보및기둥부

재의공칭내력과작용부재력의검토결과를나타낸것이다. 

표 6을 보면 지반해석에 의한 침하량의 2배 적용하는

경우의 구조해석결과 공칭내력을 초과하는 부재는 지상

3층의 Z4의 D26∼27의 보부재가 공칭내력을 초과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7을 보면 지반해석에 의한 침하량의 3배 적용하는

경우의구조해석결과공칭내력을초과하는부재는지상1층

의 Z4의 D13 기둥부재가 공칭내력을 초과하고 있으며, 보

부재의 경우에는 지상 2층 Z4의 D15∼16, 지상 3층 Z4의

D26∼27의부재가공칭내력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8을 보면 지반해석에 의한 침하량의 4배 적용하는

경우의 구조해석결과 공칭내력을 초과하는 기둥부재는

지상1층Z2의D13, 지상2층Z3의D13이공칭내력을초

과하고있으며, 보부재의경우에는지상1층Z4의D15∼

16, 지상2층Z2의D9∼11, Z4의D15∼16, D19∼20, 지

표 6. 공칭내력 초과부재(안전율 2적용)

대상부재
위 치

비 고
층 수 Z열 D행

보부재 지상3층 4 26∼27 주의
기둥부재 - - -

표 7. 공칭내력 초과부재(안전율 3적용)

대상부재
위 치

비 고
층 수 Z열 D행

보부재
지상2층 4 15∼16 주의
지상3층 4 26∼27 주의

기둥부재 지상1층 2 13 주의

표 8. 공칭내력 초과부재(안전율 4적용)

대상부재
위 치

비 고
층 수 Z열 D행

지상1층 4 15∼16 주의
2 9∼11 주의

보부재 지상2층 4 15∼16 주의
4 19∼20 주의

지상3층 4 26∼27 주의

기둥부재
지상1층 2 13

주의
지상2층 3 13

표 3. D15 - D14의 부등침하량 및 각변위

침 하 량(δv, mm) 부등침하량 기초 간격 각변위
D15 D14 (Δδv, mm) (L, mm) (Δδv/L)

1.79 1.03 0.76 6082 1
8000

표 4. D16 - D15의 부등침하량 및 각변위

침 하 량(δv, mm) 부등침하량 기초 간격 각변위
D16 D15 (Δδv, mm) (L, mm) (Δδv/L)

0.06 1.71 1.65 6082 1
3700

표 5. D20 - D19의 부등침하량 및 각변위

침 하 량(δv, mm) 부등침하량 기초 간격 각변위
D20 D19 (Δδv, mm) (L, mm) (Δδv/L)

0.82 1.78 0.96 6082 1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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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층Z4의D26∼27의부재가공칭내력을초과하는것

으로나타났다.

부재의응력검토결과기존의설계하중에의해이미큰

응력을 부담하고 있는 부재중, 침하후 응력의 반전이 일

어나부등침하량이커짐에따라점차응력비(Mu/ψMn)가

소폭으로감소하는부재도확인되었으며, 콘크리트보는

기초침하가적용되지않는사용시에도이미부재의공칭

내력에가까운응력을부담하고있으며, 기초침하후에의

응력증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부

재에서기초침하량의증가에따라점차부재의공칭내력

값을초과해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들부재의공칭내력을초과하는부재에대한검토결

과를그림11과같이나타내었다.

4.4 오페라극장 안전관리 기준치 설정

우면산터널 시공에 따른 오페라극장의 관리기준을 설

정하기위해3차원지반해석, 3차원구조해석을수행하

으며, 이외국내외사례의합리적인검토를통해, 오페라극

장의관리기준을다음표9에나타난바와같이절대치관리

값에 의해 제안하 다. 여기에서 주의수준은 안전에는 이

상이 없으나 주의시공을 요하는 단계이며, 경고수준은 주

의시공의정도를초과하여위험상태를의미하는기준이다.

5. 결론

우면산터널시공에따른오페라극장의안정성을평가,

관리하기 위해 3차원지반해석 및 3차원구조해석을 수행

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

1) 터널시공에 따른 오페라극장 기초지반의 최대침하

량은 2.55mm로 오페라극장 건물해석을 위한 기초

침하량의기준으로설정하 다.

2) 터널굴착에의한 3차원지반거동해석과국내및국

외의사례를통하여오페라극장의기초에대한4단

계관리수준을설정하여, 오페라극장구조물의관리

기준치를제안하 다.

3) 터널시공에따라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들을대비

하여터널공사중은물론공사완료후까지구조물의

안전에대한지속적이고정 한계측시스템의필요

가요구됨에따라계측관리를위한대상부재를제시

하 다.

4) 터널굴착중 계측치와 터널막장의 암반상태를 평가

하여 현장암반모델을 적용하여 역해석을 실시하여

오페라극장의안정의시공중검증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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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0.0003

그림 11. 구조해석에 의한 오페라극장의 공칭내력초과 단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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