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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타이를 이용한 폭형 비닐하우스의 보강법

ReinforcementMethodofaLongSpanPlasticGreenhouse

usingTension-tie

신 경 재1) ․ 신 동 휘2)† ․ 이 수 헌3) ․ 채 승 훈4)

Shin,KyungJae Shin,DongHui Lee,SwooHeon Chae,SeoungHun

요 약：폭이 8m이상인 폭형 비닐하우스는 농기구 사용의 편리성과 토지 활용성 등의 장 이 부각되면서 농가에 차 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논문은 폭형 비닐하우스의 인장타이보강에 따른 효과에 한 실험결과를 제공한다.이미 앞선 연구에서는 농 진흥청에서 고

시된 폭이 6.5m인 단동형 비닐하우스 모델을 선정하여 인장타이보강효과에 한 실험을 수행한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단면,

폭이 10.2m인 폭형 비닐하우스를 선정하여 칭하 가력실험과,햇빛에 의한 열이나 바람에 의한 불균형 설하 을 산정한 편심하 가

력실험을 수행하 다.타이를 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와 인장타이를 보강한 실험체의 하 -변 계를 비교·분석하 다. 칭하 가력실험에

서 인장타이로 보강되어진 모델은 내력이 68∼93%정도 증가하 다. 괴모드는 무보강시에는 sway붕괴 메카니즘이 일어났으나 타이 보강

시에는 아치 좌굴 메카니즘이 일어났다.편심하 가력실험 결과 타이로 보강하 을 경우 내력이 10∼20%정도 증가하 다. 괴모드는 무보

강시에는 조합 붕괴 메카니즘이 일어났지만 타이보강시에는 아치 좌굴 메카니즘이 일어났다.

ABSTRACT：Along-span(morethan8m)plasticgreenhouseiscurrentlybeingusedinfarmsduetoitsmagnifiedbenefits,

suchastheconvenienceofthefarmingequipmentused,andthelandusageefficiency.Inthisstudy,thereinforcing

effectsoftheuseofapretensiontiewereshown.Inapreviousstudy,testsfora6.5m single-span-typegreenhouse

announcedby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werecarriedout.Thetestsofsymmetricandeccentricsnowloadingby

thesun and wind wereconducted forthe10.2m span with a 48.1×2.1 section in thisstudy,afterwhich the

load-deflectionrelationshipwascomparedforthecasesofreinforcementwithatieandwithoutatie.Theresultsofthe

symmetricsnow loadingtestshowedthatthestrengthincreasedby68∼93% inthecaseofthespecimenwithatied

arch.Thefailuremodeofthespecimenwithoutatietendedtobethatwithaswayfailuremechanism,andthatofthe

reinforcementspecimenswithatietendedtobethatwithanarchbucklingmechanism.Theresultsoftheeccentricsnow

loadingtestshowedthatthestrengthofthespecimenwithatieincreasedby10∼20% comparedtothatofthespecimen

withoutatie.Forthefailuremodeofthelatter,acombinedfailuremechanism wasadapted,althoughthefailuremode

ofthetiedspecimenstendedtobethatwithanarchbucklingmechanism.

핵 심 용 어 :비닐하우스,폭설,붕괴,인장타이,편심

KEYWORDS:plasticgreenhouse,heavysnow,collapse,tension-tie,eccentric

1.서 론

최근 설,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원 특작시설부문에

규모(연간3천억원)의피해가빈발하고있다.2008년에농

진흥청에서 발표한5)자료(농림부,2008)에 따르면 2004년부

1)경북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shin@knu.ac.kr)

2)교신 자.경북 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Tel:053-950-5591,Fax:053-950-6590,E-mail:sdong8412@knu.ac.kr)

3)경북 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finksnow@knu.ac.kr)

4)(주)동성 공업 기술연구소 장(chaesh@dshi.co.kr)

터2008년까지5년간의피해복구액은1조5,122억원으로시

설가운데 비닐하우스가 75%로 가장 많았고,재해원인으로는

폭설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한 요성이 얼마나 큰

지알수있다.이에따라농림부에서는국가 농가의경제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해 2006년 6월에 계획한 원 특작시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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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인장타이 리텐션(N)
이 단면 48.1×2.1(mm) 

(mm)

(mm)


(mm)


(mm)


(mm)(mm2) (mm4) (mm3) (mm3)

FR10-48-Non - -

303.5 80,437 3,344 4,446 10,200 9,900 2,050 2,500 880

FR10-48-R-200N Roundrope 200

FR10-48-F-200N Flatrope 200

FR10-E-48-Non - -

FR10-E-48-R-200N Roundrope 200

FR10-E-48-F-200N Flatrope 200

FR10 -E -48 -R -200N ※ :단면 ,:단면 2차 모멘트,:단면계수,:소성단면계수

기 리텐션 값(N) ※,,,,:그림 1혹은 그림 2참조

사용한 인장타이(F:Flatrope,R:Roundrope)

이 단면(48:48.1×2.1)

편심하 (E:Eccentric)

가력스팬(10:10,200mm)

표 1.실험체 일람표

설 재해경감 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에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를 새로이 고시하 다.따라서 2017년

이후로는 내재해형 규격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재해로 인한 복

구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기존 규격시설은

내구연한 범 인 2016년 내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서

2017년까지 면교체를목표로두고있다고한다.하지만농

가의 경제 여건상의 문제로 내재해형 규격으로 교체가 늦어질

것으로 상되며여 히재해의 험에노출되어이에 한

책이 시 한 실정이다.이에 비닐하우스의 구조 성능 검토

개선을 하여 여러 연구(김보경 등,2008;김보경 등,

2009;신동휘 등,2009;이태훈 등,2001)가 진행되었고,

김보경 등(2008;2009;2010)에 의해 제시된 인장타이 보

강법을 사용하여 단면이 ×,×이고,스

팬이 6,500mm인 두 종류의 실험체를 계획하여 인장타이의

보강효과를 증명한 실험 연구(장유진 등,2010) 한 이미

진행된바있다.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실험연구에 이어서 10,200mm의

스팬에 48.1×2.1단면의 이 를 사용한 장스팬 비닐하우

스를계획하여 칭하 을가력하 을경우에인장타이의보강

효과를 알아보고, 한 햇빛에 의한 열이나 바람에 의하여 불

균형 설하 이작용하 을때발생하는편심하 이인장타이

의보강효과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자한다.인장

타이재료로는앞선연구(장유진등,2010)에서사용된 랫형

로 (폴리에스테르로 ,flatrope)와직경8mm형PP로

(폴리 로필 로 ,본 연구에서는 단면형상에 따라 round

rope라칭함)두종류를사용하 다.

2.실 험

2.1실험체개요

표 1은 본 연구에서 계획한 실험체 일람표이다.앞선 연구

(장유진 등,2010)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까래 2개를 가로 와

결속시키고,가로 의 앙 4 을 가력하도록 하 다.그림 1

과 그림 2는 칭 설하 불균형 설하 에 한 실험체

형상을 각각 나타낸다.인장타이로는 지 작용의 원리로 장력

을조 할수있는그림3의 랫형로 와매듭법을이용하여

장력을 조 한 그림 4의 라운드형 로 를 사용하 다.김보경

등(2010)에서 산해석에 의한 결과에 따르면 리텐션의 크

기가 200N이상일 경우에는 보강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으

로나타났고, 한사람이인 으로쉽게가할수있는힘의

크기가200N정도라 단하여본연구에서는200N의 리텐

션을 용하 다.

W 1

W 2

Tension-tie

Tension-tie

그림 1.곡면지붕의 설하 에 한 단 실험체 형상(FR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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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작용하 분포 4 가력지 산정 (FR10-E-48)

s

Tension-tie

Tension-tie

그림 2.불균형 설하 에 한 단 실험체 형상(FR10-E-48)

그림 3. 랫 로 그림 4.라운드 로

2.2가력지 실험체설치상황

설시와 유사한 하 의 형태를 용하기 해 등가의 집

하 으로치환하여다음과같이가력지 을산정하 다.곡면

지붕의 칭 설하 에 한 등가의 집 하 4 은 그림 5

처럼 평지붕 설하 에 표 2의 지붕경사도계수()를 고려

하여 비례 으로 용하 고, 용된 설하 분포를 4등분

하여 무게 심 4 을 산정하 다( 한건축학회,2009;장유

진 등,2010).곡면지붕의 불균형 설하 에 한 등가의집

하 4 은 그림 6의 곡면지붕의 불균형 설하 분포(

한건축학회,2009),즉 처마경사가 70°이상인 경우를 고려

하 고,그림 7처럼 보간법을 용하여 하 을 용한 후 무

게 심 4 을 산정하 다.그림 6에서 는 노출계수로,일

반 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는 농 지형을 고려하여 1.0으

로 가정하 다.산정된 등가의 집 하 치를 표 3에 나타

내었다.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1.00 0.85 0.70 0.60 0.40 0.20 0.10

표 2.지붕경사도계수()

P
P

2050 2180 1740 2180 2050

P

P

10.85

0.6

0.4

0.2

0.7

SfSf
Sf

Sf

Sf

Sf

Sf Sf
Sf

Sf

Sf

Sf

1 0.85

0.6

0.4

0.2

0.7

10200

그림 5.등가의 집 하 산정 (FR10-48)

그림 6.곡면지붕의 불균형 설하 분포 (처마경사>70°인 경우)

실험체명 (mm)(mm)(mm)(mm)(mm)(mm)

FR10-48 10,200 2,050 2,180 1,740 - -

FR10-E-4810,200 1,000 1,150 850 850 1250

※ 그림 8,9참조

표 3.등가의 집 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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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그림 9는 가력실험 세부설치상황이다.그림 5~그

림 7에 나타난 방법으로 산정된 가력지 을 나타냈다. 변형

에도가력이가능하도록도르래와와이어를이용하여가력장치

를 고안하 고,처짐에 따른 가력 의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부 고정도르래(그림 10)를 설치하 다.SG01,SG02,

SG03은 각각 스트 인 게이지가 부착된 치를 나타내고,

LVDT를그림과같이설치하여각각수평과수직변 를측정

하고자하 다(장유진등,2010).

P

P P

P

L1 L2 L3 L1L2

L
winch

wire LVDT

P/2 P/2

Loadcell

Loadcell

SG02

SG01 Tension tie SG03

그림 8.가력실험 세부설치상황 (FR10-48)

P/2 P/2

Loadcell

wire LVDT

Loadcell

SG02

SG01 Tension tie SG03
wire LVDT

P
P

P

P

L1 L2 L3 L5L4

L
winch

그림 9.가력실험 세부설치상황 (FR10-E-48)

그림 10.하부 고정도르래 설치 모습

2.3재료시험

2.3.1Stub-columntest

농 진흥청에서 고시된 비닐하우스 구조용 아연도 강 인

SPVHS48.1×2.1 이 의재료특성을구하기 하여UTM

을 사용하여 stub-columntest를 수행하 다.stub-column

test결과를 그림 11에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나타내었고,재료

의 공칭강도와 실험값을 표 4에 나타내었다.표 4와 같이 실험

값 가 공칭 항복강도 보다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항

복강도 실험값이 공칭강도보다 월등히 커진 이유는 이 의 가

공시 법선방향으로 소성가공이 되어 이미 변형경화 역에 도달

하 기때문인것으로 단된다(장유진등,2010).

0

100

200

300

400

5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Srain(x10-6)

S
tr

es
s(

M
P

a
)

0.2% Offset

그림 11.SPVHS(48.1×2.1) 이 의 응력-변형률 곡선

시험체명

공칭강도 실험값


(MPa)


(MPa)


(MPa)


(MPa)

항복비

( /)

SPVHS 295 400 355 400 0.89

표 4.재료 단면 성능

2.3.2인장타이의 인장시험

이 연구에서 산해석결과 서까래에 하 이 가해졌을 때

보강된 인장타이에 장력이 작용하 고,이 장력에 항할 수

있는 최 내력를 확인하기 하여 그림 12와 그림 13처럼 단

면이50×3.3mm인 랫로 (폴리에스테르로 )와단면이

8mm인 라운드 로 (폴리 로필 로 )의 인장시험을 수

행하 다.그리고 인장시험결과를 그림 14와 그림 15와 같이

하 -변 의 계로 나타내었다.각각의 인장시험에서 2개의

시험편에서 얻은 최 하 의 평균값을 인장재의 최 내력으로

보았다. 랫로 의경우최 내력이28.6kN정도로나타났

고,라운드로 의경우최 내력이6.6kN정도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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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랫 로 인장시험 그림 13.라운드 로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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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랫 로 의 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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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라운드 로 의 하 -변 곡선

3.가력실험 결과

3.1FR10-48실험체가력실험

FR10-48실험체가력실험을수행한결과는다음아래와같

다.그림 16은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처짐 계를 나

타낸다. 리텐션에 의해 FR10-48-F-200N( 랫 로 )은

7mm,FR10-48-R-200N(라운드 로 )은 25mm 치올림이

발생하 고,그시 에서가력이시작되었다.보강하지않았을

경우에는최 하 이1,378N으로나타났고,R-200N의경우

최 하 이 2,322N으로 보강하지 않았을 때보다 68% 증가

하 으며,F-200N의경우최 하 이2,666N으로보강하지

않았을 때보다 93% 증가하 다.보강하지 않은 실험체가 보

강한 실험체보다 연성이 우수하여 소성변형이 크게 나타나야

하는데 최 하 이후에 격히 하 이 감소된 것은 SG01과

SG03이 부착된 기둥상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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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FR10-48실험체 수직하 -처짐 곡선

그림 17은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변형률(SG01)

계를 나타낸다.이 에 수행되었던 연구(김보경 등,2008)

에서 산해석결과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한 지 에 스트 인게

이지를 부착하여 변형을 찰하 다(그림 8참조).SG01과

SG03의 치는 기둥상부 즉, 임 가공시에 곡률이 큰 지

의 안쪽 면 부분이다. 칭하 으로 가력되었기 때문에

SG01과 SG03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무보강시에는 국부

좌굴로 인하여 2000 이상의 큰 변형률이 나타났고,보강시

에는 리텐션에의해인장변형을하다가가력시부터압축변형

을 하 다. 랫 로 로 보강한 경우 압축변형이 진행되다가

최 하 에 도달하기 에 인장변형으로 변하는 것( )을 볼

수있는데그이유는그림21의붕괴형상을보면추력에의하

여기둥상부가바깥쪽으로쓰러지던 것이 SG02부분과그 오

른쪽 부분에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SG02부분이 주 앉고 그

오른쪽 부분이 윗 방향으로 치솟으면서 쓰러지던 기둥상부가

다시안쪽으로복귀하는 상을보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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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최 하

(N)
Tension

(N)
수직처짐(mm)

변형률(x10-6)
괴모드

SG01 SG02 SG03

FR10-48-Non 1,378(100%) - 404.7(100%)-3,562(100%)1,389(100%)-2,875(100%) sway붕괴 메카니즘

FR10-48-R-200N 2,322(168%) 2,100 466.2(115%)-1,176 (33%)2,251(162%)-1,208 (42%) 아치 좌굴

FR10-48-F-200N 2,666(193%) 3,000 456.3(112%) -730 (21%)2,271(163%) -823 (29%) 아치 좌굴

FR10-E-48-Non 1,075(100%) - 192.3(100%) 217(100%) 363(100%)-2,066(100%) 조합 붕괴 메카니즘

FR10-E-48-R-200N1,183(110%) 800 124.7 (64%) 291(134%) -168(-146%)-2,127(103%) 아치 좌굴

FR10-E-48-F-200N 1,287(120%) 900 98.7 (51%) 184 (84%) -73(-120%)-1,495 (70%) 아치 좌굴

※ 그림 8과 그림 9에서 StrainGauge 치를 참조

표 5.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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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FR10-48실험체 수직하 -변형률(SG01,SG03)곡선

그림 18은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변형률(SG02)

그래 이다.스트 인게이지가 부착된 치는 서까래 앙 가

장 높은 지 의 이 안쪽 면 부분으로 리텐션에 의해 압

축변형을하다가가력시부터인장변형을하 다.무보강인경

우 변형률이 보강한 경우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SG01과

SG03지 에 먼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실험이 조기 종료되

었기 때문이다.상기의 결과로부터 무보강의 경우 기둥상부에

서 항복이 일어나는 붕괴가 발생되고 인장타이보강 실험의 경

우아치상부에서항복이일어나는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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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FR10-48실험체 수직하 -변형률(SG02)곡선

그림 19는 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의 괴모드이다.그림 17

의 그래 를 보면 무보강인 경우 SG01과 SG03지 에 소성

힌지가발생한것을알수있고,붕괴사진을보면주각지 역

시 소성힌지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왼쪽 그림의 (●)으

로 표 된 곳이 소성힌지가 발생한 지 이고, 괴모드는

sway붕괴메카니즘으로볼수있다.sway모드가발생한이

유는 양쪽의 치를 감는 과정에서 하부도르래 지지 의 수평

마찰력으로인하여그림10의하부도르래가가력 수직하단

부로정확하게이동하지않은 향이있는것으로 단된다.

SG01

SG02

SG03

그림 19.무보강시 괴모드(sway붕괴 메카니즘)

그림20은라운드로 로보강한실험체의 괴모드이다.무

보강일때에비해좌우기둥상부에서의응력이많이감소한것

을알수있다.구조체가 리텐션에의해아치거동을하다가

왼쪽그림처럼아치좌굴이일어났다.

SG01

SG02

SG03

그림 20.라운드 로 보강시 괴모드(아치 좌굴)

그림21은 랫로 를보강한실험체의 괴모드이다.역시

인장타이에 의해 기둥상부의 변형이 감소하 고,왼쪽 그림처

럼소성힌지가발생하여아치좌굴이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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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1

SG02

SG03

그림 21. 랫 로 보강시 괴모드(아치 좌굴)

3.2FR10-E-48실험체가력실험

그림 22는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처짐 계를 나타

낸다. 리텐션에 의해 FR10-E-48-F-200N( 랫 로 )은

21mm,FR10-E-48-R-200N(라운드 로 )은 18mm 치올

림이 발생하 고,그 시 에서 가력이 시작되었다.보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 하 이 1,075N으로 나타났고,처짐은

192mm로 나타났다.R-200N의 경우 최 하 이 1,183N으

로보강하지않았을때보다10%증가하 고,처짐은124mm

로 나타났다.F-200N의 경우 최 하 이 1,287N으로 보강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 증가하 고,그때의 처짐은 98mm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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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FR10-E-48실험체 수직하 -처짐 곡선

그림 23은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변형률(SG01)

그래 이다.SG01의 치는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의 기

둥상부로 실험 종료 시까지 인장변형을 하 다.보강한 경우

리텐션에 의한 인장변형에 이어 가력 시에도 인장변형이 나

타났다.3개의실험체모두변형률이비교 작게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그림 25와 같이 편심하 이 작용된 지 의 기둥상

부에응력이집 되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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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FR10-E-48실험체 수직하 -변형률(SG01)곡선

그림 24는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변형률(SG02)

그래 이다.SG02의 치는 서까래 앙 가장 높은 지 의

이 안쪽면 부분으로 무보강의 경우 가력에 따라 인장변형

을 하 다.하지만 보강한 경우 리텐션에 의한 치올림으로

압축변형을 하다가 가력 시부터 인장변형을 하 다.수직하

900N정도에서 다시 압축변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26과

그림 27의 SG02와 SG03 간쯤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주 앉아SG02부분에인장력이작용하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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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FR10-E-48실험체 수직하 -변형률(SG02)곡선

그림 25는 FR-10-48실험체의 수직하 -변형률(SG03)

그래 이다.SG03의 치는SG02를 심으로SG01의 칭

된지 으로무보강의경우압축변형을하 고,보강한경우는

리텐션에 의해 인장변형을 하다가 가력 시부터 압축변형을

하 다.부착된 스트 인게이지 가장 큰 값이 나타났으며

그림26~그림28처럼소성힌지가발생한지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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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FR10-E-48실험체 수직하 -변형률(SG03)곡선

그림 26은 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의 괴모드이다.가력시

편심하 이 작용한 상부기둥 부분(오른쪽 기둥)즉,SG03

에서 먼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붕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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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무보강시 괴모드(조합 메카니즘 붕괴)

그림27과그림28은각각라운드로 와 랫로 를보강

한 실험체의 괴모드이다.무보강일때와 비교했을 때 측정된

변형률의차이는크게보이지않았다.그림과같이소성힌지가

발생하여붕괴가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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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라운드 로 보강시 괴모드(아치 좌굴)

SG01

SG02

SG03

그림 28. 랫 로 보강시 괴모드(아치 좌굴)

4.결 론

본연구에서는인장타이를이용한 폭형비닐하우스의보강

효과에 하여 연구하 으며,스팬 10,200mm의 48.1×

2.1단면의 이 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얻었다.

(1)FR10-48실험체에서 무보강과 로 보강을 비교한 결

과로 에 리텐션을 용하 을경우양쪽기둥상부에

응력이 감소함으로써 내력이 68~93% 증가하 다.

FR10-E-48실험체에서는 편심에 의하여 임 한쪽

에 집 되면서 내력이 10~20% 정도 근소하게 증가하

다.

(2)비닐하우스 임 가력실험에서 타이인장재에 가해진

장력을 측정한 결과 라운드로 는 최 2.1kN, 랫로

는 최 3.0kN발생하 다.이는 타이인장시험결과

인장강도값인 6.6kN,28.6kN에 비해 30%정도 이므

로타이인장재로사용하기충분한재료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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