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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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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linear analysis of curved cable-membrane roof systems for long span lightweight roof structures. The weight of a 

cable-membrane roof dramatically can reduce, but the single layer cable-membrane roof systems are too flexible and difficult 

to achieve the required structural stiffness. A curved cable roof system with reverse curvature works more effectively as a 

load bearing system, the pretension of cables can easily increase the structural stiffness. The curved cable roof system can 

transmit vertical loads in up and downward direction, and work effectively as a load bearing structure to resists 

self-weights, snow and wind loads. The nonlinear behavior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a cable roof system has greatly 

an affect by the sag and pretension. This paper is carried out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ensile forces and deflection of 

curved roof systems by vertical loads. The elements for analysis uses a tension only cable element and a triangular 

membrane element with 3 degree of freedom in each node. The authors will show that the curved cable-membrane roof 

system with reverse curvature is a very lightweight and small deformation roof for extern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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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장스팬 지붕에 사용되는 이블은 인장강도가 매

우 높지만, 휨 강성은 매우 낮아서 큰 변형을 유발

하므로 설계 시에 가능하면 변형이 작은 구조시스

템을 선정해야하고 한 기하학 인 비선형성을 고

려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유연한 이블 지붕 

시스템의 변형을 최소화 하고 필요한 강성을 확보

하기 해서는 상향  하향의 역방향 곡률을 갖는 

지붕 시스템이 매우 효과 이다1-14).

본 연구에서는 비교  변형이 작고 안정 이며 

강성의 확보가 용이한 역방향 곡률을 갖는 굴곡형 

이블-막 지붕 시스템의 기하학  비선형 거동  

역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방향 곡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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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이 방사형으로 설치되어 상하 방향의 하 에 

해서 효과 인 굴곡형 지붕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블 보강 막 지붕 시스템에 한 역학  특성에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블-막을 동시에 해

석을 하기 한 요소 방정식  기하학  비선형 해

석을 한 해석 인 방법을 정식화 한다. 이블 요

소는 오직 인장만을 받는 것으로 정식화 되고, 막 

요소는 막 변형만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휨 변형

과 면외 단 변형은 무시하므로 요소의 표면에 수

직인 방향에 한 강성이 없다
3)
. 인장력만을 받는 

이블 요소는 비선형 해석 시에 압축이 발생할 경

우에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삼각형 막 요소는 

에 3개의 이동 자유도만 있고 회  자유도가 

없다3). 이러한 이블 요소와 막 요소에 한 요소 

방정식  기하학  비선형 방법에 한 해석방법

을 정립한다. 이블의 물리  특징  단강도 계

산식을 분석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

용 막재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여 막재의 인

장강도, 인열강도, 탄성계수, 신율 등에 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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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한다. 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막재의 물

리  특성을 이블-막 지붕 시스템에 용하여 역

학  거동을 분석한다. 

 

2. 케이블-막재의 물리적 특성

2.1 이블의 물리  특성

이블은 스트랜드 로 , 스 이럴 로 , 록 코일 

로 , 평행선 스트랜드, 피복 평행성 스트랜드, PC 

강선 등을 주로 사용한다<Fig. 1>. 이블의 단하

은     에 의해서 계산된다<Table 

1~2>. 

Steel cables Section

Strand rope

Spiral rope

Rocked coil rope

Parallel strand

Non-grout parallel strand

Prestressing strand

<Fig. 1> Section of steel cables1)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cables1)

<Table 2> Tensile strength equation of steel cables1)

2.2 막재의 물리  특성

건축용 막재 내구성능의 차이는 직포의 종류와 

코 (Coating)  토핑(Topping)재료에 따라 다르

다. 막재의 선택은 사용목 , 규모, 구조 시스템 등

에 따라 한 막재가 선택이 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막재의 역학  성능 에서 인장강도, 인

열강도에 한 특성에 한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2)
.

1축 인장강도 시험법은 막재의 인장강도, 신율 등

을 구하기 해서 스트립 법(Strip method)과 그래

 법(Grab method)을 사용한다.  스트립 법에 의

한 인장강도 시험은 KSK K 0521(시험체 폭 50mm, 

클램  간격 200mm, 시험속도 50mm/min), JIS L 

1096(시험체 폭 30mm, 크램  간격 200mm, 

200mm/min), ASTM D 4851(시험체 폭 25.4mm, 

클램  간격 75mm, 시험속도 50mm/min), DIN 

53354(시험체 폭 50mm, 길이 300mm, 시험속도 

100mm/min)에 정의되어 있다.  그래  법에 의한 

직물의 인장강도는 KSK K 0521(시험체 폭 100mm, 

클램  간격 100mm, 시험속도 50mm/min), ISO 

13934(시험체 폭 100mm, 클램  간격 100mm, 시

험속도 50mm/min)에 정의되어 있고 폭시험에 

주로 사용한다. 시험편은 직물의 경사(Warp)과 

사(Weft)방향에 해서 평행하게 단하고 동일한 

올수가 되도록 한다. 시험편은 5개 이상으로 한다. 

클램 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펠트, 가죽, 라

스틱 등을 어 다. 크램 에서 미끄러지거나 모서

리에서 5mm 내에서 단된 결과는 버려야 한다
2)

.

인열강도 시험법은 싱  인열법과 트 피조이드  

법이 있다. 싱  인열법의 시험편은 바지모양 형태

이다. 인열강도는 시험편의 자른 부분과 평행하게 

힘을 가하여 찢어질 때 인열을 시키기 해 필

요한 힘이다. 시험편의 단선이 앙선을 지나가

도록 맞춘다. 인열 발생이 단된 부분과 평행이 되

도록 하며 가하는 힘의 방향으로 시험편의 가랑이

가 치하도록 한다. 인열강도 시험편에서 트래피조

이드(Trapezoid) 형태는 75mm×150mm이다. 각 시

험편은 형 을 사용하여 이등변 사다리꼴의 표시를 

하고, 짧은 변 앙에서 변과 직각으로 15mm를 미

리 잘라 놓는다. 5개 시험편에 해 피크의 평균 하

 값을 측정한다. 측정되고 결과는 64mm까지 도

달된 거리에 해서만 유효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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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Fig. 3>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ept direction

<Fig. 4>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by single tear method

<Fig. 5>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ept direction by single tear method

<Fig. 6>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by Trapezoid method

<Fig. 7>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glass fiber 

membrane for weft direction by Trapezoi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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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polyest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Fig. 9>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polyester 

membrane for weft direction

<Fig. 10>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polyest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by single tear method

<Fig. 11>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polyester 

membrane for weft direction by single tear method

<Fig. 12>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polyester 

membrane for warp direction by Trapezoid method

<Fig. 13> Tearing load-displacement curve of polyester 

membrane for weft direction by Trapezoi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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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tress-strain relationships of ETFE film

3. 케이블-막의 요소 방정식

3.1 이블 요소 방정식
1)

인장력만을 받는 이블 요소의  변

 는  의 형상함수를 갖는 다

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u(x) =N 1dx1+N 2dx2       (1a)             

   v(x) =N 1dy1+N 2dy2        (1b)            

   w(x) =N 1dz1+N 2dz2                   (1c)

인장력을 받는 이블의 응력-변형도 계식은 

기하 비선형의 고려하기 해서 2차 항을 포함한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

    

 
 
 



 
 



 
 



    (2) 

   

식 (1)의 식 (2)에 입하면 변형도는 다음과 같이 

다시 주어진다. 

     
     

  
  

 (3) 

  

식 (3)은 다음의 행열로 표시할 수 있다. 

        

                  (4)  

여기서, [A 1]= [b 1 0 0 b 2 0 0]

        [B]=












b 1 0 0 b 2 0 0
0 b 1 0 0 b 2 0
0 0 b 1 0 0 b 2

증분 스탭 과정에서 응력-변형도 계는 탄성이 

되므로 응력-변형도 계식은 다음과 같다.

                                    (5)

재 단계를 기상태로 가정하여 증분에 한 

가상일의 원리를 용하면 증분 스탭에 한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식 (6)에서 dV를 단면 Ac와 길이 l c로 표 하

고, 식 (4)를 식 (6)에 입하면 다음의 식을 구할 수  

있다. 

   
       

    (7)

  

식 (4)를 식 (5)에 입하고 그 결과를 식 (7)에 

입하여 고차 항을 무시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

다. 

             

                 

    
     (8) 

식 (8)에서 불평형력을 구할 수 있고, 이때의 불평

형력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


            (9)

 

식 (8)과 식 (9)로부터 이블 요소의 비선형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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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는 탄성강성행열(Elastic stiffness 

matrix)이고 는 기하강성행열(Geometric stiffness 

matrix)이다. 이블의 기하 비선형 해석에서는 

기장력, 증분방법, 하  증분회수, 수렴오차, 구조물

의 형상에 따른 최  반복회수의 측, 압축력이 발

생하는 이블에 한 한 조  등이 필요하다
1-12)

.

3.2 막 요소 방정식
3)

건축용 막재는 코 된 직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늘림으로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한다. 막재는 외부하 에 한 면내 장력과 면

내 단력으로 항하고 휨 모멘트가 생기지 않는

다. 막재는 변형이 크므로 기하 비선형 해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 휨 강성이 없기 때문에 형상탐색과정

을 통하여 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막은 유연

한 재료이므로 기형상은 등장력 상태의 형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처짐이 크거나 등장력 형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블을 보강하여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름 는 펄럭

임 등이 발견되면 기형상의 변경, 장력의 증가 

는 이블 보강 등의 방법으로 문제 을 해결해야

만 한다
1-12)

.

셸 이론을 막 이론(Membrane theory)과 휨 이론

(Bending theory)로 나 다면, 막재는 막 이론에 의

해 정립된다. 막재는 평면응력(Plane stress)을 받는 

요소이다. 면외 방향에 수직인 응력이 모두 0이므

로, 결국    성분만이 면내응력으로 작용한

다. 재료  성질 면에서 등방성(Isotropic)과 이방성 

재료(Anisotropic material)로 나  수 있다. 등방성 

막 재료의 응력-변형도 계식에서  는 각각 탄

성계수와 아송 비를 나타낸다2).

    





































  
  

 


























      (11)

막 재료를 경사와 사방향의 방향에 따른 재료

 성질을 고려한 이방성 응력-변형도 계식은 다

음과 같다. 여기에서 Ew ,  ,  , 는 각각 경

사와 사방향의 탄성계수  아송 비를 나타낸

다.

  













  
  

  


    (12)

이때의 단계수Gt는 다음과 같다.

     


    (13)

기 응력을 고려한 응력-변형도 계식은 다음

과 같다.  

                         (14)

                             (15)

변형도-변  계식에서 변형도를 변 에 해 

변분하면 다음과 같다. 

                           (16)

응력-변형도 계식에서 응력을 변형도에 해 

변분하면, 결국 응력은 변 에 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변형도-변  비선형 효과를 고려한 기하 강성 행

열은 다음과 같다. 

       


            (18)

막재 표면의 두께 t가 일정하다고 할 때, 체 은 

S 0․t이므로 식 (16)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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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

 ,  에 한 요소 좌표계의 기하 강성 행열

을 구하면 다음 3개의 행열의 합으로 정의된다.

                        (20)

불평형력(Out-of balanced forces) 은 내력과 

외부하 과는 차이로 다음 식과 같다. 

      


     (21)

식 (21)에서 요소내력을 력으로 변환한 식 

[B]
T
{σ}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막 요소에서 {σ}는 막장력 이고, 

이블 부재의 경우는 부재응력 로 나타낸다. 내력

과 외력이 평형을 이루므로 식 (20)은  다음의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W}= [T]
T⌠
⌡v
[B]

T
{σ}dv        (23)

식 (23)를 체 변 에 해서 변분을 취하면, 외

력의 변화에 한 내력의 변화가 있으므로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24)

식 (24)로부터 선 강성행열 는 탄성 강성행

열  와 기하 강성행열  를 합한 행열로 표

된다.

                             (25)

4. 굴곡형 케이블-막 지붕 시스템

4.1 굴곡형 이블-막으로 된 원형 지붕

본 연구에서는 역방향 곡률로 된 커테 리 곡선

을 갖는 굴곡형 이블-막으로 된 원형 지붕 시스템

에 한 기하학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역학  

특성을 악하 다. 지붕하 은 막재의 표면하  

0.5, 1.0, 1.5kN/m
2
의 등분포 압력을 용하 다. 해

석모델은 이블 요소와 삼각형 막 요소를 사용하

다. 유한요소 모델링 방법은 <Fig. 15>와 같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and cable diameter

Item Data

Elastic modulus
1.9x105N/mm2(Steel cable)

4.0x103N/mm2(Membrane)

Poission's ratio 0.49(Membrane), 0.3(cable)

Cable diameter

60mm(Bearing cable)

60mm(Stabilizing cable)

30mm(Bracing cable)

90mm(Center ring cable)

Analysis data

Newton-Raphson algorithm

Increment steps=300

Maximum iterations=30

Tolerance=1.000E-6

Pretension

Bearing cables=500kN

Stabilizing cables=500kN

Inner ring cables=700kN

Bracing cables=30kN

<Fig. 15> Model of a circular curved roof

(Rise span ratio=10/100=0.1)



박강근․권익노․이동우

52 _ 제 17권 제3호 통권 69호, 2017. 9

<Fig. 16> Deflection contour of a circular curved roof 

(Range=0∼-0.246m, Load=0.5kN/m2)

<Fig. 17> Deflection contour of a circular curved roof 

(Range=0∼-0.565m, Load=1.0kN/m2)

<Fig. 18> Deflection contour of a circular curved roof 

(Range=0∼-0.864m, Load=1.5kN/m2)

<Fig. 19> Comparative deflection of a circular roof

<Fig. 20> Comparative tensile forces of bearing cables

<Fig. 16~18>은 지붕의 처짐에 한 그림이다. 

앙부 링 주변에서 처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폴딩 

상이 발견되었다. <Fig. 19>는 하  단계별로 처

짐을 나타낸 것이다. <Fig. 20>은 하 에 한 내력 

이블의 인장장력을 비교하 다. 

4.2 굴곡형 이블-막으로 된 장방형 지붕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형태의 평면 지붕을 상부 

 하부 하 에 해서 효과 으로 항하기 한 

굴곡형 이블-막 지붕 시스템이다. 굴곡 지붕에 

0.5, 1.0. 1.5kN/m2의 연직하 에 해서 기하학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역학  특성을 분석하 다. 

해석모델은 이블 요소와 삼각형 막 요소로 분할

하 다.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and cable diameter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Item Data

Elastic modulus
1.9x105N/mm2(Steel cable)

4.0x103N/mm2(Membrane)

Poission's ratio 0.49(Membrane) 0.3(Cable)

Cable diameter

90mm(Bearing cable)

90mm(Stabilizing cable)

30mm(Bracing cable)

Analysis data

Newton-Raphson algorithm

Increment steps=200

Maximum iterations=30

Tolerance=1.000E-6

Pretension

Bearing cables=200kN

Stabilizing cables=200kN

Bracing cables=50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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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odel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Rise span ratio=5/100=0.05)

<Fig. 22> Deflection contour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0∼-1.072m, Roof load=0.5kN/m
2
)

<Fig. 23> Deflection contour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0∼-1.770m, Roof load=1.0kN/m2)

<Fig. 24> Deflection contour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0∼-2.318m, Roof load=1.5kN/m
2
)

<Fig. 25> Comparative deflection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for bearing cables

<Fig. 26> Tensile forces of a rectangular curved roof 

for bearing cables

<Fig. 21>은 해석모델이고, <Fig. 22~24>는 지붕

의 처짐에 한 그림이다. <Fig. 25>는 등분포압력 

0.5, 1.0, 1.5kN/m2에 한 내력 이블의 처짐을 

비교한 것이다. <Fig. 26>은 내력 이블에 한 인

장력을 하  단계별로 비교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굴곡형 이블 네트 구조에 막재

가 덮여진 지붕 시스템에 한 기하 비선형 해석방

법과 역학  특성에 해서 분석하 다.

1) 건축용 막재의 인장시험에서 유리섬유 막재의 

탄성계수는 3618~4443MPa, 신율은 6.00~9.87%, 폴

리에스터 막재의 탄성계수는 375~452MPa, 신율은 

18.52~28.35%, ETFE 필름의 탄성계수는 387MPa, 

신율은 약 350~400%의 실험값을 얻었다.

2) 역방향 곡률을 갖는 굴곡형 이블 네트 시스

템은 상하 연직하 에 해서 필요한 강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효과 인 구조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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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블 트러스 구조나 텐세그러티 구조 등은 

지붕 시스템의 구성에서 압축재가 필요하지만 굴곡

형 이블 네트 시스템은 압축재가 필요하지 않다. 

지붕을 보다 경량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막재가 외장재인 경우에는 모델링 시에 이블 

요소의 을 심으로 막재를 분할하면 이블의 

인장력이 증분하 을 이끌어가므로 기하 비선형 반

복해석이 잘 수행될 수 있다. 막재를 상세하게 모델

링하면 막 부분만 비선형 해석을 먼  끝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한다. 

5) 복잡한 이블 구조인 경우는 기 장력  형

상해석을 통해서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이블에 

압축이 생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장력만을 받는 

이블 요소가 수학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압축력이 발생하는 이블인 경우는 아주 작

은 인장력(1.0E-09)으로 체하여 비선형 반복해석

을 수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본 해석에 

사용된 두 모델은 총 반복회수 200~300회 정도로 

비선형 해석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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