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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nonlinear behaviors on the geometric 

nonlinear behavior of a cable spoke wheel roof system for long span lightweight roof structures. The weight of a cable 

spoke wheel roof dramatically can reduce and the cable roof system can easily make the required rigidity and shape by 

the sag ratio and pretension forces. Determining the pretension and initial sag of cable roof system is essential in a design 

process and the shape of roof is changed by pretension. The nonlinear behavior of flexible cable system has greatly an 

affect on the sag and pretension. This paper will be carried out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ensile forces and deflection 

of a cable spoke wheel system for the large span retractable roof, and analyzed to deflections and tensile forces by the 

post height of center hub. The double arrangement of a spoke wheel system with reverse curvature works more effectively 

as a load bearing system, the pretension can easily increase the structural stiffness. The cable truss system can carry vertical 

load in up and downward direction, and act effectively as load bear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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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자 거 바퀴 시스템을 지붕 구조물로 이상화 한 

이블 스포크 휠 지붕 시스템은 공간 경기장의 개폐

식 지붕 구조물에 매우 효과 인 구조시스템이다. 장

스팬 지붕에 사용되는 이블은 인장강도가 매우 높

지만, 휨 강성은 매우 낮아서 변형을 유발하므로 

설계 시에 가능하면 변형이 작은 구조시스템을 선

정해야하고 한 기하학 인 비선형성을 고려한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유연한 이블 시스템의 필

요한 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기장력을 가해야 

한다. 기장력의 크기에 의해서 지붕의 형상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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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므로 다양한 크기의 기장력에 의한 향을 

분석해야하고 형상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형상해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 이블의 새그 비, 조립

방법, 시공순서 등에 따라서 구조물의 형상이 변하

는 경우에는 체 구조물의 역학  특징도 달라지

므로 이러한 형상의 변화에 한 향을 최소화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

본 연구에서는 비교  변형이 작고 안정 이며 

강성의 확보가 용이한 장스팬 경량 개폐식 구조물

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이블 스포크 휠 지붕의 

구조시스템을 제안하고, 기장력, 새그 비, 조립방

법 등에 한 향을 고려한 기하학  비선형해석

을 수행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역학  특성  기하

학  비선형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블 장력

을 원활하고 확실히 달하기 해서 이블의 단

부 정착부는 소켓정착, 압축정착  아이 압축정착 

등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정착부들의 문제 을 악

하기 해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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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발되어온 방사형 지붕 시스템과 스포크 휠 시

스템을 비교하고, 발 된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

에 한 지붕의 처짐, 이블의 인장력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 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붕의 경사도와 새그 비에 향을 미치는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의 포스트의 높이에 따른 역학  

특성을 으로 연구하 다. 

2. 케이블의 역학적 특성

2.1 이블의 종류

  이블은 스트랜드 로 , 스 이럴 로 , 록 

코일 로 , 평행선 스트랜드, 피복 평행성 스

트랜드, PC 강선 등을 주로 사용한다<Fig. 1>. 

이블의 단하 은     에 의해

서 계산된다<Table 1, 2>3).

Steel cables Section

Strand rope

Spiral rope

Rock coil rope

Parallel strand

Non-grout parallel strand

Prestressing strand

<Fig. 1> Section of steel cables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cables

<Table 2> Tensile strength equation of steel cables

2.2 이블의 인장강도 실험

이블의 단은 단부 정착부 주변에서 주로 발

생한다. 단부 정착부에서 발생하는 인장 단, 터짐

과 풀림 등의 손상을 악하기 해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스트랜드 이블에 인장력을 작용할 때 

발생되는 압 소자의 압변화를 이용하여 동  반

응을 악하 다. 압 소자는 진동  르거나 당

기는 등의 변형을 가하면 기가 흐르는 물질이다.

<Fig. 2> Tensile testing method of cables

<Fig. 3> Cable specimens and tensil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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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ΦDs T S D2 D3 E F H L

Φ12 12 13 18 19 21 44 33 40 170

Φ16 16 16 22 25 27 59 45 56 225

Φ20 20 22 28 30 32 72 55 70 275

<Fig. 4> Detail of tap swage socket

Cable ΦDs D NUT E LC L LO TOT

Φ12 12 22 M22 30 110 140 150 290

Φ16 16 30 M30 30 150 180 140 320

Φ20 20 40 M40 40 180 220 180 400

<Table 3> Detail of tap swage socket(mm)
HD
3

L

T

S

T

F

D2

<Fig. 5> Detail of open swage socket

<Table 4> Detail of open swage socket(mm)

Resonant frequency 6.5±0.5㎑

Resonant impedance 250Ω max

Electric capacity 12000±30%

<Table 5> Detail of PZT (Piezo-electric speaker)

<Fig. 6> Load-displacement of a cable(20mm)

<Fig. 7> Load-displacement of a cable(16mm)

<Fig. 8> Load-displacement of a cable(12mm)

<Fig. 9> Fracture examples of swage socket

<Fig. 6~8>의 실험 결과에서 이블 단부에 부착

된 압 소자가 인장력이 증가되면 이블의 단부의 

소선이 단되는 시 에서 이블에 발생한 동 반

응의 향에 의해 압 소자의 압이 크게 증가되

었다. 이블의 단에 한 성상은 단부 정착부 제

조 시에 큰 압력에 의해서 소선의 손상으로 인해서 

정착부 경계면에 단하는 경우와 정착부 볼트가 

단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Fig. 6~8>. 본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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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제시된 디테일로 제작된 소켓은 이블의 

단강도보다 큰 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4>. 본 실험을 수행하기 의 

비실험에서 이블이 단되기 에 정착부가 

괴되어 단부 소켓의 디테일을 보강하고 수정하 다

<Fig. 9>. 

3. 케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

3.1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의 개념

  방사형 이블 시스템과 스포크 휠 시스템은 

공간 경기장이나 공연장의 개폐식 지붕에 주로 많

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Fig. 10~14>. 방사형 이

블이 외부 압축링과 자기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앙부에는 압축부재를 사용하여 지붕의 이블을 

들어 올려 지붕의 경사를 조 한다. 이러한 시스템

은 연속으로 설치된 상부 하 을 지지하는 내력 

이블과 하부 안정 이블은 이싱 이블에 

의해서 결속되고 기장력을 가하여 필요한 강성

을 확보하고 기형상을 구축한다<Fig. 10>. 방사

형 이블 지붕 시스템은  발달되어 자 거 

바퀴를 이상화한 앙부 포스트가 있는 스포크 휠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시스템 의 하나이다<Fig. 

13, 14>. 앙 포스트만 압축부재이고 방사형으로 

설치된 모든 부재는 인장재이므로 지붕의 경량화 

 개폐지붕에 매우 효과 인 시스템이다<Fig. 13, 

14>
1-6)

.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의 수직하 에 

한 이블의 내력, 역학  효율성, 지붕의 변형 등

을 검토하고자 한다.

<Fig. 10> Principles of retractable radial cable systems 

and cable spoke wheel systems  

<Fig. 11> Basic spoke wheel systems

<Fig. 12> Opened spoke wheel systems

<Fig. 13> Structural system of retractable radial cable 

systems and cable spoke wheel systems 

<Fig. 14> Sports Arena applied to retractable radial 

cable systems and cable spoke whee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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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블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

비선형 거동은 기하학  비선형, 재료  비선형, 

기하  재료의 합성 비선형, 갭이나  문제 등

의 경계 비선형 등이 있다. 재료 비선형에서는 탄소

성 거동, 크리이  등이 있고, 기하 비선형은 변

, 회 , 유한 변형도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이

블 구조물의 해석 모델들은 변형이 생기는 문제

로 기하학  비선형 해석을 용한다<Fig. 15>.

<Fig. 15> Nonlinear analysis procedure

3.3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의 비선형 거동

  3.3.1 100m 스팬 스포크 휠 시스템

이블 스포크 휠 시스템은 앙부 포스트를 

심으로 상부 내력 이블, 하부 안정 이블, 이

싱 이블이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앙부 포스트의 

높이에 따라서 역학  특성이 달라진다<Fig. 16>. 

앙부 포스트의 높이, 작용 하 의 크기에 따

라서 발생하는 지붕의 처짐  이블의 인장력,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블 

트러스의 반경은 50m이고, 지붕의 외피 막은 안정

이블에 설치되므로 작용하 은 안정 이블에 연

직방향의 하 을 작용시켰다<Fig. 17>. 

<Fig. 16> Detail of a spoke wheel system

<Table 6> Properties and loads of cables(span=100m)

Item Data

Elastic modulus 1.90x108 kN/m2

Center steel post P1016.0x22

Cable diameter

60mm(Bearing cable)

46mm(Stabilizing cable)

22mm(Bracing cable)

Pretension of

cables

300 kN(Bearing cable)

200 kN(Stabilizing cable)

10 kN(Bracing cables)

Notations

<Fig.18~21>

<Fig. 17> A cable spoke wheel system(span=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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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mparative displacements 

by post heights under nodal load=25k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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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8 10 12

Center post height(m)

Tensile forces(kN), span=100m

<Fig. 18> Displacements(m) of a cable spoke wheel 

system by post height 4, 6, 8, 10, 12m(span=100m)

<Fig. 19> Tension(kN) of bearing cables 

by post height 4, 6, 8, 10, 12m(span=100m)

<Fig. 20> Tension(kN) of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 4, 6, 8, 10, 12m(span=100m)

<Fig. 21> Compression(kN) of center post 

by height 12, 10, 8, 6, 4m(span=100m)

<Fig. 23> Comparative tension forces of bearing and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s(nodal load=25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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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ative compression forces 

of center post by post heights

(nodal load=25kN)

<Fig. 18>에서 지붕 하 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

붕의 처짐이 증가하 고, 앙부 포스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처짐이 감소하 다. 앙부의 포스트 높이 

8m까지는 격히 감소하 고 12m까지는 완만히 

감소하 다. 앙부 포스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내력 

이블  안정 이블의 인장력도 완만하게 감소하

고,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은 높이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Fig. 19~24>. 

 

3.3.2 200m 스팬 스포크 휠 시스템(1)

본 해석에서는 200m 스팬의 40개의 이블 트러

스로 구성된 스포크 휠 지붕 시스템 <Fig. 25>에 

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역학  특성을 분석하

기 해서 연직하 에 한 지붕의 처짐, 이블의 

인장력, 포스트의 압축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26~32>.

<Fig. 25> A cable spoke wheel system 1

(span=200m)

<Table 7> Properties and loads of cables(span=200m)

Item Data

Elastic modulus 1.90x10
8
 kN/m

2

Center steel post P1016.0x22

Cable diameter

100mm(Bearing cable)

90mm(Stabilizing cable)

36mm(Bracing cable)

Center post 50 kN(Nodal load)

Pretension of

cables

500 kN(Bearing cable)

300 kN(Stabilizing cable)

10 kN(Bracing cables)

Notations

<Fig.26~29>

<Fig.34~37>

<Fig. 26> Displacements(m) of a cable spoke 

wheel roof by post height 10, 12, 14, 16, 18m

(span=200m)

<Fig. 27> Tension(kN) of bearing cables 

by post height 10, 12, 14, 16, 18m(span=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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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omparative displacements 

by post heights under nodal load 25kN 

 

<Fig. 28> Tension(kN) of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 10,12,14,16,18m(span=200m)

<Fig. 29> Compression(kN) of center post 

by height 18, 16, 14, 12, 10m(span=200m)

<Fig. 31> Comparative tension forces of bearing 

and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s(nodal load=25kN)

<Fig. 32> Comparative compression forces of center 

post by post heights(nodal load=25kN)

<Fig. 26>에서 지붕 하 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

붕의 처짐이 증가하 고, <Fig. 30>에서 앙부 포

스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처짐이 완만하게 감소하

다. <Fig. 27~32>의 결과에서 하 의 크기에 비례하

여 처짐  내력이 증가하 고, 앙부 포스트의 높

이가 높을수록 내력 이블  안정 이블의 인장

력이 감소하 다.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은 높이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Fig. 32>. 

3.3.3 200m 스팬 스포크 휠 시스템(2)

본 해석에서는 200m 스팬의 80개의 이블 트러스

로 구성된 스포크 휠 지붕 시스템 <Fig. 33>에 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역학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연직하 에 한 지붕의 처짐, 이블의 인장력, 

포스트의 압축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Fig.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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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 cable spoke wheel system 2(span=200m)

<Fig. 34> Displacements(m) of a cable 

spoke wheel roof by post height 10, 12, 

14, 16, 18m(span=200m)

<Fig. 35> Tension(kN) of bearing cables 

by post height 10, 12, 14, 16, 18m(span=200m)

<Fig. 36> Tension(kN) of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 10,12,14,16,18m(span=200m)

<Fig. 37> Compression(kN) of center post 

by height 18, 16, 14, 12, 10m(span=200m)

<Fig. 38> Comparative tension forces of bearing 

and stabilizing cables by post heights(nodal load=25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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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Comparative displacements 

by post heights under nodal load 25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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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omparative compression forces 

of center post by post heights

(nodal load=25kN)

<Fig. 34~40>의 결과에서 하 의 크기에 비례하

여 처짐  내력이 증가하 고, 앙부 포스트의 높

이가 높을수록 내력 이블  안정 이블의 인장

력이 감소하 다.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은 높이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Fig. 39>.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앙부 허  포스트 높이에 의해

서 결정되는 새그 비를 고려한 이블 스포크 휠 시

스템 변형  방사형으로 설치된 이블의 인장력

에 한 역학  특성을 분석하 다.

1) 이블 스포크 휠 지붕 시스템은 내력 이블

과 안정 이블이 역방향으로 구성되어 다른 형식

의 방사형 이블 지붕에 비해서 지붕부재의 구성

형식이 단순하여 기장력에 의해서 필요강성의 확

보가 용이한 시스템이다.

2) 지붕의 앙부에 포스트 높이에 의해서 지붕의 

경사  새그 비를 조 하고, 역방향 곡률로 된 내

력 이블  안정 이블에 의해서 상하 방향의 연

직하 을 효과 으로 달하는 시스템이다.

3) 비선형 해석의 결과에서 지붕의 처짐, 이블

의 인장력, 앙부 포스트의 압축력이 하 의 크기

에 따라서 거의 비례 으로 증가하 다.

4) 지붕의 경사도와 앙부 허 의 포스트 높이와 

련이 있는 지붕의 스팬에 한 높이의 비, 즉 새

그 비가 클수록 이블의 인장력은 감소하 고, 지

붕 앙부의 포스의 압축력은 거의 비례 으로 증

가하 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6AUDP-B100343-02)  국토교통부기술 진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6CTAP-C115046-01)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Midas Programming, MidasIT, 2016

2. NISA Programming, Crane Software, 2015

3. Design Standard of Cable Structures,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2009

4. K.G. Park, S.J. Lee, D.W. Lee, "A Study on 

the Structural System of Flexible Large Span 

Spatial Roofs Using Steel Cables,"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2015.12, Vol.13(No.4), pp.393-404

5. K.G. Park, D.W. Le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Cable Truss Roof System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2016. 6, pp.89-96

6. K.G. Park, D.W. Lee, "Mechanical Behavior 

of Cable Net Structures Considering Sag 

Ratio,"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2016. 9, pp.47-58

▪ Received : October 18, 2016
▪ Revised  : November 09, 2016
▪ Accepted : November 17,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