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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parametric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veral analysis modeling parameters such as 

support conditions, member connectivities and cable member stiffness on the main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of a 

representative disaster resilient greenhouse structure. In addition, an ambient vibration test was performed on the representative 

greenhouse structure and its main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were obtain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and analysis 

results, a proper analysis modeling method of the representative greenhouse structure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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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 시설원  설치 면 은 2014년 말 기  51,787 

ha으로 이  유리온실이 329ha(0.64%), 철골 경질  온실이 

76ha(0.15%), 비닐하우스가 51,382ha(99.22%)로서 이  

골조로 구성된 비닐하우스가 부분을 차지한다(Kim, 2015). 

이는 다른 종류의 온실보다 약 2∼4배 렴한 설치비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  견고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보온과 통풍 성능 한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골조 비닐하우스가 지속 으로 높은 비율의 시설 원  

설치 면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Lee et al., 2008; Nam 

and Yu, 2000; Choi et al.,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빈번히 나타나는 이상 기후로 인해 다수의 

온실구조물 붕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  골조 

비닐하우스와 같은 경량구조물은 강풍에 의해 구조물 체가 

공명 상을 일으켜 순간 으로 발생하는 인발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 의 일부 는 부가 뽑  구조 으로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며, 이는 온실내부에 재배되는 작물에 치명 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Ryu et al., 2014; Yoon et al., 2003). 

따라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에 해서도 구조  안 성을 

지닌 온실구조물의 설계에 한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구조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온실구조 성능 검토를 수행할 

경우 각 구조요소의 거동을 해석 모델링에 정확히 반 하여야 

한다. 온실구조는 일반 인 강구조 임 구조와 달리 구조요소 

간의 연결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기 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부분 실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Nam(2001)은 온실 

구조의 합부 성능을 평가하기 해 조립 연결구에 수직 하 을 

작용시켜 하 -변  거동을 평가하 으며, Lee와 Shin(2014)은 

온실구조 이  결속조리개에 한 미끄럼 실험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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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otype greenhouse

Fig. 3 Interior and exterior cable elements

Fig. 4 Bracing elements 

그 성능을 평가하 다. Kim 등(1994)은 별도의 콘크리트 

기 없이 지붕 서까래를 직  땅속에 매입한 온실 구조를 상 

으로 정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 으며, Kim(1972)은 

이블지지로 지지되는 온실구조의 이블 인장력  변형에 

한 근사식을 유도하 다.

이와 같은 연구가 온실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구조 요소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온실구조의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실험 상 온실 

구조물을 선정하여 구조해석 모델링 방법에 따라 체 구조물의 

동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실험결과에 가장 

근 한 해석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향  상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언 된 세 가지 주요 온실구조 구성

요소의 모델링 방법이 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표 인 상 온실구조물을 선정하고 이에 해 

다양한 모드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을 악하고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 진흥청이 고시한 원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2014)에 제시된 감귤

하우스를 상 구조물로 선정하 다. 제시된 설계도  시방서

에는 10연동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해석  실험 상의 

편의를 해 3연동 구조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도면  

시방서에 근거하여 실제 시공된 구조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View of the prototype greenhouse structure

2. 온실구조해석

2.1 해석 상 온실구조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 구조물의 규모  기하학 인 형상이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온실구조의 체 규모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 5.5m의 단동 구조물 세 개가 연결되어 체 폭 

16.5m, 측고 3.3m, 동고 4.5m 그리고 체 길이가 36m에 

달한다. 이 때, 측고는 구조물 측면의 높이, 동고는 지반에서 

지붕 최상층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 

상 구조물의 구조부재는 항복강도 295MPa  인장강도 

400MPa를 지니며, 이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로 외경 60.5mm, 

두께 3.65mm의 원형강  주기둥  외경 48.1mm, 두께 

2.1mm의 원형강  주서까래를 들 수 있다. 상 구조물은 

풍하 과 같은 횡력에 효율 으로 항하기 해 다양한 이블 

 이싱 요소가 설치되어 있다. 구조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이블 요소를 Fig. 3에 굵은 실선과 선으로 표시하 다.  

방향으로 14개   방향으로 V자 형태로 7개의 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상 구조물의 모드해석 시 이블 요소는 

트러스 요소를 이용해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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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rigid (b) 1 point release

Fig. 7 Modeling of T-clamp connection

(a) All rigid (b) 2 point release

Fig. 8 Modeling of I-clamp connection

굵은 선으로 표시된 압축력이 작용하는 이블은 실제 모드 

해석에서는 제외하고 모델링하 다. Fig. 4는 원형 강 을 

이용한 총 8개의 이싱 요소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 다. 

2.2 온실구조 주요 모델링 요소 

2.2.1 지  조건 

Fig. 5는 상 구조물의 측면  내부 기둥 기 상세도로 

콘크리트 독립기 의 형태로 각각 500mm  350mm의 

깊이로 매설되어 설치된다. 두 기  모두 콘크리트 기 와 

함께 매설되기 때문에 , , 축 세 방향으로의 변 는 

구속시킬 수 있지만 세 방향 회 에 한 구속력도 충분히 

가지는 지의 여부는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세 방향 회 에 

해 충분한 구속력을 지닐 경우 고정단(fixed end)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힌지 지 (hinge support)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매설 깊이  콘크리트 기 의 형상에 

따라 고정단과 힌지지 의 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 에 

한 회  강성을 스 링을 삽입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a) Side column (b) Inner column

Fig. 5 Column foundation details

Ogawa 등(1990)은 기 가 충분한 매설 깊이를 지닌 단단한 

지반에 설치될 경우 기둥 기 를 고정단으로 모델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한 강성을 지닌 회  

스 링을 지 에 추가하여 모델링하여야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둥 지 의 회  스 링 

강성이 체 상 구조물의 거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둥 요소를 

제외한 이블 요소의 지 은 부 힌지 지 으로 모델링한다. 

2.2.2 부재 합부 조건 

온실구조를 구성하는 기둥, 횡 , 서까래, 방 등의 주요 

부재를 연결하기 해 다양한 합 철물이 사용되며 표 인 

합부가 Fig.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상 구조물 

에서는 기둥과 가로부재( 방)의 합을 해 Figs. 6(a), 

6(b)에 나타난 T-  I-클램 가 각각 사용되고, 기둥  

서까래의 합을 해 Fig. 6(c)의 Y-클램 가 이용된다. 

그리고 기둥  각종 가로 부재( 후면, 측면 가로 횡 , 내부 

발 ) 혹은 가로 부재 사이의 합을 해 Fig. 6(d)에 나타난 

U-클램 가 사용된다.

(a) T-clamp connection 

between the column and 

horizontal members

(b) I-clamp connection 

between the column and 

horizontal members

(c) Y-clamp connection 

between the rafter and 

column members

(d) U-clamp connection 

between the column and 

horizontal members

Fig. 6 Connection types of greenhouse structures

이와 같이 다양한 온실구조 합부의 해석 모델링은 체 

구조물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며 합부 별로 다양한 합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연속인 수직 부재와 합부에서 연속이 

아닌 수평 부재가 만나는 Figs. 6(a)∼6(c)의 합부의 경우 

각각 T-, I-  Y-클램 를 이용해 합되는데, 이들 

합부에서 부재들 간의 변 는 공유가 되지만 회 은 완 히 

구속되지 못한다. 이들 합부는 일반 으로 Figs. 7∼9에 

각각 나타난 것처럼 강  혹은 단부 구속 해제(end release)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모델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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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rigid (b) 2 point release

Fig. 9 Modeling of Y-clamp connection

(a) All rigid (b) 2 point release (b) 3 point release

Fig. 10 Modeling of U-clamp connection

Fig. 11 Cable member anchoring 

Case
Support 

conditions

1st mode 2nd mode 3rd mode 

Freque

ncy 

(Hz)

Ratio

(%)

Freque

ncy

(Hz)

Ratio

(%)

Freque

ncy

(Hz)

Ratio

(%)

1 Fixed 4.80 100 8.67 100 9.67 100

2
Spring100

(kN·m/rad)
4.50 93.8 8.66 99.9 9.47 97.9

3
Spring10

(kN·m/rad)
4.11 85.6 8.63 99.5 9.21 95.2

4 Hinge 3.99 83.1 8.63 99.5 9.13 94.4

Table 1 Effects of support conditions

Fig. 6(d)에 나타난 합부의 경우 연속된 교차 부재가 U-

클램 를 이용해 연결되어 있다. 합부에 존재하는 U-클램 는 

교차하는 부재 간에 변 는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지만 연속이 

아닌 두 교차 부재 사이의 회 은 완 히 구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합부의 경우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Fig.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내부 힌지의 삽입을 통한 단부 구속 해제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모델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2.3 이블 설치 조건

Fig. 11은 실제 설치된 상 구조물의 이블 부재의 시공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서론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원 시설의 부분은 이  골조로 구성된 소규모의 

비닐하우스로 문 건설업체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 결과 시공된 이블 부재는 해석모델링에서 가정되는 

것처럼 충분한 인장 강성을 지니지 못하고 느슨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블 부재의 원래 총 단면  신 이를 

일부 감소시켜 모델링하는 것이 실제 시공된 구조물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블 

설치 조건이 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이블 단면 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3. 주요 모델링 요소가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향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세 가지 주요 모델링 요소가 체 

구조물의 동  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주요 모델링 

요소별로 변수 값을 변화시켜 가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의 변화를 조사하 다. 상 온실 구조물의 모드 해석을 

수행하기 해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MIDAS GEN 

(2010)을 사용하 다. 

3.1 지  조건의 향

지  조건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변화를 악하기 

해 수직 부재의 모든 지  조건을 고정단(회  스 링 강성 

=∞), 스 링 회  강성 100(kN·m/rad)  10(kN·m/rad) 

그리고 힌지 지 (회  스 링 강성=0)의 네 가지 경우(Case 

1∼4)로 나 어 구조물에 한 모드 해석을 수행하 으며, 

Case 1에서 4로 갈수록 구조물의 강성이 진 으로 감소되게 

된다. 구조 부재의 합부는 강 으로 가정하 으며, 시공 시 

이블 부재가 느슨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기 해 이블 

단면 을 원래 면 의 50%로 감소시켜 모델링하 다. 

Table 1은 네 가지 경우의 지  조건을 변수로 수행한 해석 

결과를 요약해 나타낸 표로 각 경우에 해 주요 모드(1∼ 

3차)의 고유진동수  Case 1의 고유진동수 값에 한 다른 

경우의 고유진동수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12에 표에 나타난 

네 가지 경우에 한 고유진동수 비율을 그래 로 제시하 다. 

앞서 언 한 네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 세 가지 주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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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s of support conditions 

(a) 1st mode shape(-direction)

(b) 2nd mode shape(-direction)

(c) 3rd mode shape(-axis torsion)

Fig. 13 First three mode shapes

Fig. 14 Connection modeling for Case ‘edge beam 

end release’

Fig. 15 Connection modeling for Case ‘every beam 

end release’

Fig. 16 Connection modeling for Case ‘beams and 

columns end release’

형상은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방향 변형,  

방향 변형 그리고  방향의 비틀림 변형으로 일정하게 나타 

났으며, 이는 일반 으로 각 방향에 한 구조물의 상 인 

강성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결과로부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찰할 수 있는데, 

우선 상되는 바와 같이 지 의 회  스 링 강성이 감소할수록 

체 구조물의 강성 한 감소되어 고유진동수 값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회  스 링 강성의 감소에 따른 체 구조물의 

최종 인 고유진동수 감소 비율은 1차 모드의 경우 약 17%, 

2차 모드의 경우 약 1%, 3차 모드의 경우 약 6%로 1차 

모드에서 가장 큰 강성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체 구조물의 강성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1차 모드에서 가장 큰 고유진동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부터 

지  조건이 체 구조물의 강성에 기여하는 비율이 1차 모드에 

해당하는 축 방향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 구조물이 축 방향으로 3연동이 아니라 더 많은 연동수를 

지닐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3.2 부재 합 조건의 향

부재 합 조건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변화를 악하기 

해 합부 조건을 부 강 (Case 1)  Fig. 14에서 Fig. 

16에 나타난 세 가지 조건으로(Case 2∼Case 4) 변경시켜 

가면서 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Fig. 14에서는 수평 부재가 연속되지 않는 

끝단에만 Fig. 7(b), Fig. 8(b) 그리고 Fig. 9(b)에 나타난 

방법으로 내부 힌지를 삽입하여 단부 구속을 해제시켰다(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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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nnection 

conditions

1st mode 2nd mode 3rd mode 

Frequ

ency

(Hz)

Ratio

(%)

Frequ

ency

(Hz)

Ratio

(%)

Frequ

ency

(Hz)

Ratio

(%)

1 Fixed 3.99 100 8.63 100 9.13 100

2
Edge beam 

ER
3.90 97.7 7.15 82.9 9.05 99.1

3
Every 

beam ER
3.78 94.7 5.34 61.9 8.91 97.6

4

Beams and 

columns

ER

2.89 72.4 2.94 34.1 4.48 49.1

Fig. 17 Effects of connection rigidity(ER: end release)

Table 2 Effects of connection rigidity(ER: end release)

Fig. 18 Object of cable cross-section area conditions 

analysis

beam end release). Fig. 15은 Fig. 14에 나타난 구속 

해제에 추가로 모든 U-클램 를 이용한 기둥-보 합부에 Fig. 

10(b)에 나타난 2 point release를 수행한(every beam end 

release) 모델이다. 이와 유사하게 Fig. 16은 Fig. 15에 나타난 

구속 해제에 추가로 모든 U-클램 를 이용한 기둥-보 합부에 

Fig. 10(c)에 나타난 3 point release를 수행한(beams and 

columns end release) 모델이다. 네 가지 합부 모델에 한 

모드 해석 수행 시 모든 지 은 힌지 지 으로 이블 부재의 

단면 은 원래 면 의 50%로 감소시켜 모델링하 다.

Table 2는 언 된 네 가지 경우의 합부 조건을 변수로 

수행한 해석 결과를 요약해 나타낸 표로 주요 모드(1∼3차)의 

고유진동수  Case 1의 고유진동수 값에 한 해당 경우의 

고유진동수 비율을 보여 다. Fig. 17에 표에 정리된 네 가지 

경우에 한 고유진동수 비율을 그래 로 나타내었다. 앞서 

언 한 네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 세 가지 주요 모드 형상은 

지  조건을 변수로 해석을 수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Fig. 

13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  조건에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내부 힌지 개수의 

증가에 따라 합부의 강성이 감소될수록 체 구조물의 강성 

한 감소되어 고유진동수 값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합부 

강성의 감소에 따른 체 구조물의 최종 인 고유진동수 감소 

비율은 1차 모드의 경우 약 28%, 2차 모드의 경우 약 66%, 

3차 모드의 경우 약 51%로 2차 모드에서 가장 큰 강성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합부 강성의 변화에 따라 체 

구조물의 강성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지  조건에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반 으로 고유진동수 감소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 합부 조건이 지  조건에 비해 체 

구조물의 강성 변화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축 

방향 변형에 해당하는 2차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합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한 이유는 상 구조물의 형상이 

축 방향으로 길어 축 방향의 힘에 항하는 합부의 개수 

한 가장 많아 이 방향으로 구조물의 강성이 가장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3.3 이블 부재 단면 의 향

이블 부재 단면 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변화를 악하기 해 Fig. 18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모든 이블 부재를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 

본래 단면 의 0, 30, 50  70%를 감소시켜(Case 1∼ 

Case 4) 해석을 수행하 다. 네 가지 모든 경우에 해 지  

조건은 부 힌지 지 으로, 합부 조건은 Table 2의 Case 

3(every beam end release) 조건으로 설정하 다. 이들 네 

가지 조건에 한 해석결과는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Table 

3  Fig. 19에 정리하 다. 앞서 언 한 네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 세 가지 주요 모드 형상은 지   합부 조건을 변수로 

해석을 수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Fig.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와 그래 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앞서 소개된 두 가지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이블 

단면 의 감소에 따라 체 구조물의 강성 한 감소되어 

고유진동수 값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블 부재 단면  

감소에 따른 체 구조물의 최종 인 고유진동수 감소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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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ble 

sectional 

area 

reduction

1st mode 2nd mode 3rd mode 

Frequ

ency

(Hz)

Ratio

(%)

Frequ

ency

(Hz)

Ratio

(%)

Frequ

ency

(Hz)

Ratio

(%)

1 0% 5.16 100 5.40 100 9.55 100

2 30% 4.40 85.3 5.36 99.3 9.18 96.1

3 50% 3.78 73.3 5.34 98.9 8.91 93.3

4 70% 3.02 58.5 5.31 98.3 8.63 90.4

Fig. 19 Effects of cable sectional area reduction

Table 3 Effects of cable sectional area reduction

1차 모드의 경우 약 42%, 2차 모드의 경우 약 2%, 3차 

모드의 경우 약 10%로 1차 모드에서 가장 큰 강성 감소가 

발생했다. 체 구조물의 반 인 고유진동수 감소 비율은 

앞서 논의된 지   합부 조건을 변화시킨 경우의 간 

정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축 방향 변형에 해당하는 1차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이블 부재 단면 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한 이유는 축 방향으로 설치된 이블 부재의 강성이 

상 구조물의 축 방향 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 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온실구조실험

4.1 실험 방법  결과 

2.1장에 소개된 상 구조물에 해 상시 진동을 계측하여 

이로부터 상 구조물의 주요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를 

측정하 다. 이미 장 시공 완료된 실제 구조물에 하 을 작용 

시켜 거동을 악하는 정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를 해 장 가속도계 

측정법(Kim et al., 2016)을 도입하여 Fig. 20의 가속도계와 

Fig. 21의 장 계측 시스템을 이용한 3축 계측법을 사용 

하 다. Fig.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6개의 계측 지   

기 이 되는 계측 지 을 1번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나머지 

5지 에 해 순차 으로 계측을 수행하 다. 가속도계는 

주서까래와 이  합부 주변에 부착하 으며, 구조 부재와의 

일체화를 해 합 과 U볼트를 이용한 가속도계 세트를 제작하여 

활용하 다.

Fig. 23은 기 에 해 5개 지 에서 계측한 1∼3차 

고유 진동수의 평균값과 평면에 해 모드 형상을 표시한 

그림이다. 이로부터 1차 모드는 축 방향으로의 변형, 2차 

모드는 축 방향으로의 변형 그리고 3차 모드는 축에 한 

비틀림 변형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20 Accelerometer installed

Fig. 21 On-site measurement system

Fig. 22 Installation of accelerometers

(a) All rigid (b) 2 point release (b) 3 point release

Fig. 23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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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해석 결과의 비교 

본 장에서는 4.1장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 모델링  그 결과에 해 논의한다. 

Table 4는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해석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  조건, 합부 조건, 이블 부재 단면  감소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5는 Table 4에 나타난 조건들을 용시켜 

얻은 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한 표이다. 

Table 4에 나타난 세 가지 조건에 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  조건의 경우 상 구조물은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측면  내부 기둥이 콘크리트 독립기 의 형태로 각각 

500mm  350mm의 깊이로 매설되어 있는데 10(kN·m/rad)의 

강성을 지닌 회  스 링을 설치할 경우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합부 조건은 Fig. 15에 

나타난 ‘every beam end release’조건을 용시킬 경우 Fig. 

18에 나타난 이블 부재의 단면 은 부 50%를 감소시킬 

경우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requency(Hz)

Support condition Spring stiffness of 10(kN·m/rad)

Connection condition Every beam end release

Cable sectional area 

reduction
50(%)

Table 4 Analysis modeling details

1st mode 2nd mode 3rd mode 

Freque

ncy 

(Hz)

Relative 

error 

(%)

Freque

ncy 

(Hz)

Relative 

error 

(%)

Freque

ncy 

(Hz)

Relative 

error 

(%)

Test 3.65 - 5.48 - 6.19 -

FE 

analysis
3.89 6.58 5.39 -1.64 8.98 45.07

Table 5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sis 

results

Table 5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보면, 1차  2차 모드의 

경우 실험 결과에 한 해석 결과의 고유진동수 오차가 각각 

6.58%  1.64%로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3차 모드의 경우 오차가 45.07%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온실구조의 

설계를 해 해석을 수행할 경우 Table 4에 나타난 모델링 

조건을 우선 으로 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실 구조물의 구조 성능 검토 시 합한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기 해 상 온실 구조물을 선정하고 지  

 합부 조건 그리고 이블 요소의 단면 을 변화시켜 가며 

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 으며, 이들 라메터의 변화에 

따른 상 구조물의 주요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 변화를 

조사하 다. 한 상 구조물에 해 장 가속도계 측정법을 

이용하여 상시진동을 계측하여 주요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여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온실 구조물의 구조 형식  디테일에 따라 결과가 조 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상 온실 구조물에 한 해석 

 실험을 수행하고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해석 상 온실 구조물의 지   합부 조건 그리고 

이블 부재의 단면  감소 비율에 따라 체 구조물의 

강성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

2) 이들 세 가지 조건  체 구조물의 강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조건은 합부 조건이며 이는 구조물의 

세 가지 주요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3) 이들 세 가지 조건이 구조물의 주요 모드 형상에 미치는 

향은 고유진동수에 비해 상 으로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해석 조건에 해 세 가지 주요 

모드 형상은 각각  방향 변형,  방향 변형 그리고  

방향의 비틀림 변형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4) 상 구조물에 장 가속도계　측정법을 용시켜 얻은 

실험 결과와 가장 유사한 주요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는 해석 조건은 지  조건의 경우 10(kN·m/ 

rad)의 강성을 지닌 회  스 링 설치, 합부 조건은 

‘every beam end release’조건 그리고 이블 부재의 

단면 은 50%를 감소시킨 경우이다. 본 연구의 상 

온실 구조물과 비슷한 유형의 온실구조를 해석할 경우 이 

조건들을 용시키는 것을 우선 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태풍과 같이 구조물이 붕괴 혹은 손상을 입을 

정도로 큰 하 이 작용할 경우에는 이들 해석조건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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