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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레나의 시공 중 구조성능 평가 및 계측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during Construction in Philippine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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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hilippine Arena roof structure. It
explains the planning process to remove temporary supports and evaluating structural integrit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analytical approach and actual behavior of the roof structure at the remov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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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조로 설계되었다. 하부구조물의 각 부분은 EJ를
설치하여 거동을 분리시켰다.

필리핀 아레나는 필리핀 제2의 종교단체인
Iglesia Ni Cristo(INC)의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를 위하여 기획된 건물이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
닐라 북서쪽 약 25km지점 Bulacan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세
계 최대 Indoor arena이다. 주 용도는 종교 집회
시설 이지만 복싱, 농구 등 실내 운동경기를 개최
하거나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필리핀 아레나는 지붕 구조와 하부 구조로 분

<Fig. 1> Philippine Arena

리되며, 하부 구조물은 크게 Upper bowl과
Lower bowl, Service core로 크게 3부분으로 분

리되어 있다. 지붕과 Upper bowl은 철골 구조이
며, Lower bowl과 Service core는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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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system
필리핀 아레나의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돔의
크기는 약 227m x 179m이며, Span-rise비는 장변
으로 0.096, 단변으로 0.0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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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중 계측
필리핀 아레나의 시공 중 계측의 주요 목적은
공사 단계의 외력에 대한 판단, 가설상태 구조물

서는 지붕 중앙부와 주요 구조부재의 처짐량을 측
정하여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주요
부재의 응력 및 경사도 변화를 계측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의 안전성 평가, 가설벤트 해체시 안전성 평가, 지
붕 구조물의 시공위치에 대한 확인 등 크게 4가지
로 나누어진다.
계측 센서는 응력계, 경사계, 변위계, 가속도계
등이 있다. 해당 구조물과 계측 목적에 맞는 센서
를 선정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계측
계획단계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본 현장에서는 전역적 평가를 위하여 풍향풍속
계(WA)와 온습도계, 레이져 변위계를 적용하였으
며, 단위 부재 평가를 위하여 경사계(IM)와 응력
계(SG), 줄변위계(WS)를 설치하였다.

<Fig. 4> Comparing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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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inclinometer
비교 검토 결과 지붕의 처짐량은 시공순서 및
지점 조건 등에 따라 예상 처짐량과 차이가 나타
났으나 허용범위 이내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

<Fig. 3> Location of main sensors
본 건물은 가설벤트 공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시공 중 계측은 지붕 설치단계와 가설벤트 해체단
계로 나뉜다.
지붕 설치단계의 계측은 전체 지붕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중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시공 단
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각 센서의 관리 기준치를
산정하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
링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리핀 아레나는 가설벤트 공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최종 해체 단계에서의 지붕 구조물의 처짐
량을 계측하는 것이 구조물의 시공품질과 구조설
계의 적정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벤트 해체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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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센서의 변화량 역시 예상값과 유사한 수
준이었다.

3. 결론
대공간 구조물의 시공 현장에서의 실수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
인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시공 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체 단계와 같은 이벤트 상황에 대한 계
측자료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
한 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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