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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del and analyze retractable large spatial structures by applying parametric modeling techniques. 

The modeling of wind loads in the analysis of typical structures including curved surfaces can be error-prone, and the processing 

time increases dramatically when there are many types of variables. However, the method based on StrAuto that was developed in 

previous research, facilitates the efficacious assignment of wind loads to structures and the rapid arrival of conclusion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ompare alternatives with various loads, including wind loads, to determine an optimal alternative much faster than 

the existing process. Furth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input the wind load by calculating the area of an irregularly curved 

surface. However, the proposed method automatically assigns the wind load, which allows for automatic optimization in a structural 

analysis system. The approach was applied and optimized using several models,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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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공간 건축 로젝트는 과거에 비해  많이 착수되며 그 

형태 한 다양해져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 한 번 지

어지면 넓은 건축면 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수용

되며, 천후 이용 가능한 다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한, 다양한 형태로 사람의 이목을 끌며 이에 

따른 수입도 기 해 볼 수 있다. 특히 공간 개폐식 지붕

구조를 갖는 건축물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미국, 일본에 비해 그 기술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해

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된다. 국내의 기술발 이 

더딘 것에 비해 해외에서는 개폐식 지붕은 많은 공간 로젝

트에 용되며(Kang et al., 2014), 날씨의 변화에도 개폐

상태를 조 하여 응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의 지붕이 

설계되어 평지붕형태가 아닌 비정형 공간 개폐식 건축물에 

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구조해석은  시 에도 일일이 부재

단 로 바꾸어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하 에 

의한 검토가 불편한 것이 실이다. 특히, 비정형 곡면 상에서 

과  사이의 부재형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3차원 공간

에서 부재의 시작 과 끝  이외에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사람에 의한 수동작업을 수행하기 해 구조해석 로그램의 

모델링 기법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설계 변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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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parametric structural design 

system

시 추가되는 작업량도 방 할 수밖에 없다(Jeong et al., 

2018).

한국풍공학회에서 개정 작업한 건축구조기 (KBC, 2016)

은 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주로 수정  보완하여 개정되

었다. 풍하 의 경우, 이 의 건축구조기 에서는 주 골조설계용 

 외장재 설계용 풍하 의 산정방법을 용할 수 있는 범 를 

제시하지 않아 실무에서 모든 형상의 구조물에 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 반면, 개정된 건축구조기

에서는 풍하  산정식을 용할 수 있는 범 를 명확하게 

제시하 고, 기존에 풍압(력)계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것

들을 풍동실험결과  해외기 을 참고하여 돔 지붕에 한 

계수를 규정하 으며, 아치지붕면의 풍압계수의 용 구역을 

풍향에 따라 세분화하 다. 한 공간 개방정도에 따라 계수를 

달리 용하여 다양한 형태에 응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폐형  개방형 공간 구조물 지붕의 풍압계수의 설계풍압을 

산정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따라 자동으로 

풍압계수를 산정하는 컴포 트를 개발하 다(Ha, 2016).

해외 논문에 따르면 개폐식 공간 구조물이 풍하 에 한 

향을 평가할 때 개폐의 정도에 따른 건축물의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와류의 향  진동을 고려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Blaise et al., 2011). 공간 건축물의 건설 사례를 살

펴보면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 성과 성능 확보를 하여 일

반 건축물에 비하여 고려할 이슈가 많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됨

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주제의 국내 연구도 있으나 연구의 진

행이 기단계인 경우가 부분이다.

1.2 연구의 목표  내용

선행연구(Jeong et al., 2018)에서 개발된 RSAuto는 

개폐식 공간 구조물 라메트릭 모델링 모듈을 심으로 

구조해석 연동 모듈, 성능  경제성 평가 모듈, 안 생성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Fig. 1).

본 연구는 RSAuto 모델러가 제공하는 모델링 컴포 트를 

이용하여 형상에 기반을 둔 3차원 라메트릭 모델을 구축

하고, 풍하  벡터 값을 자동 생성하여 할당하고 해석 후 다양한 

안 창출과 성능 비교를 통하여 성능과 경제성이 향상된 설계

안을 탐색하는 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통  구조

설계 로세스에 의한 개폐식 공간 구조물 설계보다 성능과 

경제성이 향상된 설계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건축구조 기 에 따라 풍하  자동산정 

컴포 트를 개발하고, 건축물에 가해지는 풍하 에 해 부재

력을 계산 후 물량 최 화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하  자동산정 컴포 트(wind load calculator)를 통해 

본문에서는 정 풍압을 용하여 하 조합에 용하 으며, 

이를 통해 일일이 풍하 을 입력하는 과정을 간소화하 다.

1.3 라메트릭 구조설계 환경

라메트릭 설계를 지원하는 3D 모델링 상용 랫폼은 

Rhinoceros, Revit, ArchiCA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고

( )에서 이용한 Rhinoceros는 API(application program-

ming interface)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Nurbs Modeling 

방식의 유연하고 강력한 3차원 형상 모델링 기능을 활용한 추가 

기능개발이 용이하다. 라메트릭 모델링 엔진은 Rhinoceros 

내에 포함된 Grasshopper를 이용하 다. 라메트릭 설계는 

라메터로 정한 형상정보를 남겨 추후에 설계이력에 다시 

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는 반복 인 규칙성이 있는 

모델링을 하기에 용이하다(Choi, 2014).

라메트릭 구조설계(parametric structural design)는 

설계안 변경에 의한 수작업을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구조든 반복구조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라메터를 통해 하나씩의 부재를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작업량이 기존보다 많아짐을 의미하며, 라메터에 의한 일률

인 조정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복작업을 덜 수 

있는 것이 장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2). 

개폐식 공간 건축물 설계에는 공간의 특성상 반복 이며 

규칙 인 형상이 많으므로 이러한 라메트릭 모델링의 특성을 

용하여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을 획기 으로 여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 구조설계를 한 련 설계도구  기술은 일반

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엔지니어 는 일부 로젝트에 

제한 으로 용되고 있다. 구조설계 분야에서 라메트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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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계획, 구조해석, 성능

검토, 부재 상세설계 등 문 인 구조설계 업무를 지원하는 

라메트릭 설계도구 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라메트릭 모델링과 최

설계 시스템 개발은 기존의 범용 라메트릭 설계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라메트릭 구조 모델링  최 설계를 하여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하여 라메트릭 구조설계 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스트라우토(StrAuto)는 상용구조

해석 로그램 SAP2000과 연동하여 구조체 형상을 제어하는 

라메터를 리하며, 자동으로 구조해석을 한 모델을 생성

하고, 이에 해 해석조건을 설정하고 모델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한다(Choi, 2014). 그 이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로

그램을 공간 건축물에 특화하여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RSAuto를 개발하 다(Jeong et al., 2018). RSAuto의 

입출력 데이터는 크게 사용자 입력부분과 해석 모델에서 자동 

추출되는 두 역으로 나뉘며, 구조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SAP2000과 연동되어 해석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여기서, 출력 

데이터로는 구조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질량, 주기, 진동수  

변 , 부재력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부재 응력비 등은 

해석 로그램의 부재 자동설계 기능을 이용하여 하 조합

조건에 의하여 산출된 계수하   설계코드를 기 으로 설계

되었음을 미리 언 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RSAuto의 

기능을 개선하고 추가해석 모듈  모델링 모듈을 개발하여 풍

하 에 한 상세해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은 수의 입력값을 통해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개선한 로그램의 명칭을 Roof 

Structure Dynamic(이하 RSDynamic)이라고 명명하 다.

2. 본    론

2.1 개폐식 공간 건축물의 설계풍압 산정

풍하 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하 과 지붕하 , 외장재설계용 

풍하 으로 구분하여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 을 곱하여 산정

하게 된다.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은 설계속도압, 가스트 향

계수, 주골조설계용 풍압계수, 풍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부분개방형건축물  지붕풍하 을 산정할 때에는 내압의 

향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모델의 형태에 따라 

건축구조설계기 (KBC2016)에서 제시한 돔지붕에 한 외압

계수를 사용하여 설계풍압을 산정하 다(Fig. 2). 실제 업

에서는 구조기 을 따르거나 풍동실험을 하여 풍압계수를 도

출하는 것이 일반 이며, 풍동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CFD해석

결과와 비교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Blaise et al., 

2013).

Fig. 2 Wind load zoning of enclosed and partially 

open buildings for roof framing

본 연구에서는 기 에 따라 폐형  개방형 공간 구조물 

지붕의 풍압계수의 설계풍압을 산정하고 자동으로 그 값을 입력

하도록 하여 수작업의 시간과 노력을 이도록 한다. Fig. 3과 

같이 일정한 속도로 불어온 바람이 구조물의 표면에 부딪히면, 

구조물의 앞 표면에는 르는 풍압(정압)이 발생하고 구조물의 

뒤 표면에는 당기는 풍압(부압)이 발생하게 되어 구조물 체는 

바람으로부터 정압과 부압을 받는다. 이 때, 지붕 구조물의 형상

은 풍압의 변화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Blaise et al., 

2011).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설계풍하 은 구조물의 지붕형

상이 칭되면서도 각각 상이한 경우가 되도록 동-서방향, 남-

북방향 2가지 풍방향의 경우를 고려하 다.

Fig. 3 Effect of wind load by the shape of the roof 

structure

2.2 개폐식 공간 건축물의 지붕 구

기존 연구에서 개폐식 공간 건축물의 지붕 형태는 개폐방

법에 따라 수평지붕 슬라이딩 시스템, 원형 지붕 슬라이딩 시

스템, 돔 지붕형 슬라이딩 시스템, 돔 지붕형 회  시스템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 다(Jeong et al., 2018).  4가지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돔 지붕형 슬라이딩 시스템(dome 

roof sliding system)을 가지는 제건물을 모델링하여 개발

한 컴포 트를 용하고, 제시한 라메트릭 구조설계 로세

스에 따라 제건물을 생성하 다.

제로 삼은 모델은 오이타 에 치한 O Dome의 지붕 

구조물이다(Fig. 4). 지름 약 270m, 돔 지붕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가진 입체트러스 구조물이며, 2001년 3월에 공되

었다(Table 1). 이 구조물을 제로 선정한 이유는 1)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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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xplanation No. Member group

X-

Axis truss

Truss in the 

elipse
1-ⓐ

X_Axis_inElipse_Main

X_Axis_inElipse_Diagonal

Truss out of 

the elipse

1-ⓑ
X_Axis_outElipse1_Main

X_Axis_outElipse1_Diagonal

1-ⓒ
X_Axis_outElipse2_Main

X_Axis_outElipse2_Diagonal

Truss 

irrelevant to 

the elipse

1-ⓓ
X_Axis_End_Main

X_Axis_End_Diagonal

Y-

Axis truss

Truss in the 

elipse
2-ⓐ

Y_Axis_Middle_Main

Y_Axis_Middle_Diagonal

Truss out of 

the elipse
2-ⓑ

Y_Axis_End_Main

Y_Axis_End_Diagonal

Elipse truss

Middle parts 3-ⓐ
Elipse_Middle_Main

Elipse_Middle_Diagonal

End parts 3-ⓑ
Elipse_End_Main

Elipse_End_Diagonal

Roof truss
Roof truss of 

fixed parts
4 Roof

Retractable 

roof truss

Roof truss of 

moving parts
5 Retractable_Roof

Table 2 O Dome modeling member list

Fig. 4 O dome, oita prefecture

Fig. 5 Condition of elastic link element joint

Fig. 6 Sorting of arch truss structures

연구에 삼았던 제 구조물과 비교하여 실존하는 건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하 으며, 2)기존에 수행한 연구의 직사각형의 

개폐식 공간 구조물과 비교하여 형상이 비정형성을 띠며, 3)

타원형 개구부의 형상으로 인해 구조설계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압계수 시험 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ame of 

structure
O DOME

Location Oita city, Oita Prefecture, Japan

Size
Max height 57.46m, Circular steel structure 

diameter 405m(Field : 107m×71m)

Roof
Diameter 274m, circumference 800m

Steel pipe frame structure

Structure 

type

Main structure : 3D(triangular shape) truss, 

steel pipe

Finishing surface(Roof included) : PTFE

Column : Concrete structure with Seismic 

performance

Type of roof 

system

Dome roof sliding system(Wire traction 

system - time taken open and close : 20min)

Gross area 92,882m
2
(3F, B2F)

Roof area 29,000m
2

Quantity of 

steel used
12,500ton(Roof structure : 2,000ton)

Table 1 Summary of O dome

모델링에 앞서 트러스의 구조물을 모델링하기 해 X축 트

러스, Y축 트러스, 링 트러스, 지붕구조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Table 2  Fig. 6과 같이 구조부재 그룹을 나 었다. 이는 

재 구조부재의 단면과 재료에 의해 나눠지는 종류보다 세세

하게 나 었는데, 이는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을 기 으로 

최 화 단계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해 하 이 집 되는 부분

이나 분담면 이 큰 부분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나 었다.

풍하 을 분담하기 한 지붕구조물을 모델에 얹기 해서는 

각 지붕의 분담면 마다 구조체와 연결할 수 있는 탄성연결요소

(elastic link element)가 필요하다. 지붕이 개폐되는 특성에 

따라 트러스에 차륜을 얹어 구동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차륜

하 은 이동하 으로 취 된다. 수직하 으로는 최  차륜

하 과 충격하 , 주행방향인 부재의 수평방향으로 제동력에 

의한 하 이 하부 구조물에 달된다(Fig. 5).

개폐식 지붕 입체 트러스의 자동 모델링  동 해석 모듈 

연계 컴포 트에는 지붕이 개폐되면서 입체트러스의 일을 

따라 하 이 이동하며, 지붕의 하 과 차륜 하 을 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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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ind load point and wind load area 

해 링크요소를 이용하여 연결부재 자동생성 기능 등이 들어

있다.

한, 실제로 지붕의 개폐부(Fig. 7의 ⑤)는 Fig. 5와 같이 

지붕면을 지나서 축을 이루는 트러스 구조체에 직  차륜하 을 

달하므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여러 부재가 동시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모델링하 다. Fig. 7은 풍하 이 할당되는 

면 이 계산되는 지붕면의 부분모델이다.

Fig. 7 Sorting of roof truss structures

2.3 개발 컴포 트의 구성  기능

개발된 주요 컴포 트 Wind Load Area, Wind Load 

Point, Wind Load Calculator는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포함

하고 있다.

1) 개폐식 지붕의 입체트러스의 자동 모델링  동 해석 

모듈 연계

2) 형상  조건에 따른 풍하  자동생성

풍압계수 자동생성 컴포 트(wind load area)는 축 방향에 

따라 Fig. 2와 같이 돔 지붕에 한 외압계수를 용할 수 있

도록 직경의 1/8, 2/8, 6/8지 에서 돔의 지붕면 형태를 

A,B,C,D로 나 어 각각의 외압계수를 용한다. 입력값에는 

구조물의 풍압작용 면 , 풍하 을 용할 방향으로 의 좌표를 

정렬한 값, 풍하 을 용할 방향으로의 체 구조물의 규모를 

입력한다. 출력값으로는 입력값에서 받은 메쉬를 A, B, C, D

구역으로 나 어 출력한다. Wind Load Calculator Dome에

는 폐형 건축물과 부분개방형 건축물을 구분하도록 하여 풍압

계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설정이 가능하다.

개발된 컴포 트 Wind Load Calculator Dome를 사용하기 

해서는 Wind Load Area가 함께 필요하다. Wind Load 

Area의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메쉬를 지정할 때, 들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

gulation)을 통해서 삼각형으로 곡면을 분할해 다. 들로네 

삼각분할은 삼각형을 정의하는 3개의 을 제외한 어떤 다른 

도 삼각형의 외 원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 분할

된 삼각형 메쉬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통해서 그 면의 심 을 찾아 하 이 가해지는 작용 으로 지정

한다. Mesh와 축 방향에 따른 구조체의 모든 을 입력받아서 

Wind Load Calculator 컴포 트를 사용하기 한 작용 과 

해당메쉬를 생성해 다(Fig. 8).

Fig. 9의 컴포 트의 입력값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풍압계수 PrA, PrB, PrC, PrD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구조

물의 높이, 가로길이, 세로길이를 입력받아서 구조기 에서 규정

하는 풍압계수를 계산한 후에 출력해 주면 이를 자동으로 모델에 

있는 각 면 에 할당해 다.

Wind load calculator dome

H: Height of structures

B: Width of structures

D: Depth of structures

Vo: Basic Wind velocity

Ex: Exposure category

Iw: Importance factor

Kzt: Wind speed scale factor at 

building’s site

Nw: Number of points loaded wind load

Type: Enclosed or partially opened type

Fig. 9 Wind load calculator dome

2.4 재료의 성능  하  조건과 하  조합

2.4.1 재료의 성능

모델링에 사용된 강재는 주골조(main) SM490(SM325) , 

사재골조(diagonal) SS400(SS275)이며, 용 이음으로 공장

제작 트러스를 사용하 다고 가정하 다.

2.4.2 하 조건

고정하 은 지붕의 자 에 마감하 을 1kN/m
2
으로 고려하여 

용하 다. 활하 은 사람의 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붕구조 

특성상 구조기 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활하  값으로 명시

된 1kN/m
2
으로 용하 다. 설하 은 최소 지상 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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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인 0.5kN/m2으로 용하 다(Jeong et al., 2018). 설

하   풍하 의 경우에는 고정하 과 활하 과는 다르게 지붕

면이 개폐하면서 상단의 개폐면 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겹치는 

지붕면 을 제외하도록 고려하 다.

2.5 제모델의 요소 구   해석

기본 형상모델링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형상을 모델링 

한 후에 부분별로 그루핑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루핑 된 부재마다 

속성 정보  하  조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모델링되어 있다.

1) 기  형상 설정

Base Geometry는 기본 모델링 면(역삼각형 트러스의 하

재면)이 되고, Offset Geometry는 트러스의 두께를 해 

심으로부터 Offset한 면이 된다.

2) X축, Y축의 개수 설정

X축 아치는 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 으며, Y축 아치는 

재 모델링에서는 1개이며, 이를 Keel Arch라고도 한다.

3) 링 트러스의 크기 설정

타원형 트러스 임을 만들고 이를 곡면에 투사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모델링은 좌우 칭형이므로 반만 모델링하여 

칭복사하기 해 Half Elipse를 설정하 다.

4) 지붕트러스의 개구부 크기 설정

지붕에 타원형의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변화할 때 마다 타

원형으로 뚫린 크기를 표시하도록 하 다.

5) X축 부트러스 설정

아치의 개수를 늘릴때 마다 교 로 트러스가 건 가도록 

생성된다. 링 트러스를 건 가는 트러스와 링 트러스에 의해 

가로막 지는 트러스로 나뉜다. 이를 메인아치와 서 아치로 

구분하 다.

6) 개폐식 지붕 트러스 설정

개폐식 지붕을 구 하는 알고리즘이다. 모델링으로 보이기

한 결과물(곡선있음)과 구조해석용으로 보여지는 용도의 

결과물(곡선의 직선화)이 나뉘어 있다.

7) 지붕 트러스 설정

지붕면을 구 하는 알고리즘이다. 추후에 풍하 , 설하 , 

마감하 에 한 면 산정에 쓰이게 된다.

8) 해석에 필요한 요소 모델링  원안 해석 수행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하 의 달을 원활하게 만들기 

해 구조요소를 단순화하여 연결하는 연결요소를 모델링해야 

한다.

9) 최 화 수행  해석결과

해석 수행 후 다시 Grasshopper상으로 가져온 모델링은 

그 결과 값을 엑셀에 받아 장하고 각 이스별 데이터를 모

으게 된다. 이 게 모인 데이터는 손쉽게 그래 를 취합하여 

그릴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이 결과값에 따라 엔지니어는 가장 최 의 안을 선정하기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6 라메터 원안 설정  최 화 수행 결과

원안의 부재 크기 설정을 해 자료를 수집하 으나 정확한 

수치가 명시된 자료가 없어 밝 진 자료  사용된 철골량을 

토 로 참고자료를 통해 원안을 설정하 다.

Original design plan

Opening and closing rate

0%

(totally 

opened)

50%

(half- 

opened)

100%

(closed)

Quantity of steel(ton) 12,645

Quantity of steel for 

Retractable roof(ton)
1,975

Max displacement 

length(m)
0.508 0.427 0.302

Max P-M-M Ratio 0.963 0.942 0.953

Table 3 O dom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Table 3과 같이 생성된 원안의 철골 물량은 12,645ton이며,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을 통해 구조물 부재 체  최  처짐

이 일어나는 부재의 처짐길이를 얻어 내었고, 체 부재의 응

력비를 검토하 다. 이 후 재 생성된 원안을 통해 라메터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구조부재 단면성능의 최 화를 수행하고, 

원안 비 최  처짐과 물량을 비교해 보았다.

먼  구조해석 모델의 응력검토  처짐 결과값과 물량을 검토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 인 구조성능을 얻기 해 각 

부재의 그룹 간의 요소에 사용한 재료  단면을 라메터로 

설정하여 안을 생성해 내고 이에 한 결과를 정리하여 최

안을 도출하 다.

이 후에 원안의 부재그룹에서 추가로 그룹들을 세분화 하여 

최 화한 결과, 원안 물량의 경우에서 부재의 개수를 변경하지 

않고 단면 조건을 변경하면서 최 의 구조성능을 발휘하는 

단면을 통해 물량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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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design 

group

Optimized 

design

Quantity 

optimum

(ton)

Compared 

to original 

plan

(ton)



by groups

E_E_D E_E_D 47.45 - 0.84

E_E_M E_E_M 92.6 -8.76 0.76

E_M_D E_M_D 111.01 - 0.81

E_M_D+

M
E_M_D+M 135.94 -45.41 0.90

E_M_M E_M_M 369.78 -44.48 0.99

R_Roof R_Roof 1975.00 - (2.25)

Roof Roof 4514.61 -769.37 0.98

X_Axis_E_

D

X_Axis_E_D_

L
73.23

-405.45

0.65

X_Axis_E_D_

U
40.00 0.98

X_Axis_E_

M
X_Axis_E_M 191.44 - 0.56

X_Axis_in

E_D

X_Axis_inE_

D_L
192.98

-246.98

0.71

X_Axis_inE_

D_U
18.67 0.88

X_Axis_in

E_M

X_Axis_inE_

M
831.24 - 0.45

X_Axis_Lo

adDeli

X_Axis_Load

Deli
268.40 +170.6 0.98

X_Axis_ou

tE_D

X_Axis_outE

_D1_L
207.78

-405.45

0.67

X_Axis_outE

_D1_U
54.44 0.87

X_Axis_outE

_D2_L
254.91 0.89

X_Axis_outE

_D2_U
6.91 0.72

X_Axis_ou

tE_M1

X_Axis_outE

_M1
922.51 +297.6 0.95

X_Axis_ou

tE_M2

X_Axis_outE

_M2
710.35 -24.87 0.80

Y_Axis_E_

D
Y_Axis_E_D 35.46 - 0.97

Y_Axis_E_

M
Y_Axis_E_M 72.01 -5.81 0.86

Y_Axis_M

_D
Y_Axis_M_D 114.38 - 0.95

Y_Axis_M

_D+M

Y_Axis_M_D

+M
67.46 -5.53 0.60

Y_Axis_M

_M
Y_Axis_M_M 108.16 -231.54 0.93

Gross quantity 11416.7 -1229.9 -

Table 5 Optimized PMM ratio according to volume and 

switching ratio of major steps
분류  그룹의 명명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알 벳은 E 

(elipse), R(retractable parts), X_Axis, Y_Axis로 나뉜다. 

두 번째 분류는 E(end), M(middle), inE(inner parts of 

Elipse), outE(outer parts of Elipse)로 나뉜다. D (dia-

gonal), M(main)은 사재와 상하 재를 뜻한다. 알 벳 분류 

 마지막에 붙은 L(lower)은 하단 사재 트러스, U (upper)

는 상단 사재 트러스이며, D 뒤에 세분화를 해 U, L이 붙는다. 

이는 원안의 그룹에서 더 세분화 한 것이다. 원안일 때의 물량

과 부재그룹 별 최  PMM ratio는 Table 4와 같다. PMM 

ratio는 부재가 축력, 단력, 모멘트력의 조합으로 견딜 수 있

는 응력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문에는 그  최 값이 나타나

는 하 조합을 표기했다. 부재응력이 남는 그룹을 세분화하여 도

출된 최종 최 값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Original design group
Original volumn 

(ton)



by groups

E_E_D 47.45 0.61

E_E_M 101.36 0.55

E_M_D 111.01 0.62

E_M_D+M 90.53 0.80

E_M_M 414.26 0.92

R_Roof 1975.00 (1.89)

Roof 5283.98 0.93

X_Axis_E_D 518.68 0.29

X_Axis_E_M 191.44 0.55

X_Axis_inE_D 458.63 0.73

X_Axis_inE_M 831.24 0.32

X_Axis_LoadDeli 97.74 0.95

X_Axis_outE_D 1042.72 0.60

X_Axis_outE_M1 624.92 0.93

X_Axis_outE_M2 735.22 0.64

Y_Axis_E_D 35.46 0.69

Y_Axis_E_M 77.82 0.82

Y_Axis_M_D 114.38 0.96

Y_Axis_M_D+M 72.99 0.46

Y_Axis_M_M 339.70 0.70

Gross quantity 12,645.85 -

Table 4 Original group’s PMM ratio according to 

volume and switching ratio of major steps

원안의 철골량 12,645ton으로부터 최 화 과정을 거쳐 약 

1,229ton을 감하여 11,416ton의 물량으로 구성이 가능하

으며, 이에 한 체 부재  최  처짐길이는 원안의 최  

처짐길이보다 약 3cm 어 들었다.

해석 안은 각각의 부재 그룹별 단면 5종을 교차하며 1,250

번의 해석결과를 통해 도출했으며, 1개 이스 해석 당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와 같은 결과는 추가로 부재

그룹을 세분화하여 더 많은 안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로세스에 의해 원안보다 더 효율 인 안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물량은 이면서 구조성능은 더욱 확보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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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의 목 은 개폐식 공간 구조물의 풍하  산정  구조해석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컴포 트를 개발하는 것

이다. 설계한 라메트릭 모델링을 StrAuto를 통해 구조해석 자동화단계를 거쳐 구조해석용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을 실시간

으로 연동하여 구조해석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과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구조물의 풍하 을 형상에 따라 상

세히 할당하는 기능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풍하 에 한 최 화를 수행하여, 기존 설계된 구조의 물량을 

이고, 구조  안정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 다. 추후에는 본 제 모델을 통해 진동제어 최 화를 한 제진

장치 설치 치의 자동탐색이 가능하게 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용어 : 개폐식 공간 구조물, 풍하 , 라메트릭 모델링, StrAuto, 구조해석 자동화

3. 결    론

라메트릭 설계에 필요한 산도구  설계의 개념의 설명

에서부터 시작하여,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건축구조물의 라

메트릭 모델링  최 화설계를 가능하게 한 StrAuto를 소개

하고, 개폐식 공간 건축물에 특화된 모델러 RSAuto의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하여 구조시스템이 풍하   동 하 에 따라 

다양한 안을 창출해 내고 자동으로 구조해석에 한 결과값을 

얻어오는 기능을 새로 탑재하여 RSDynamic을 개발하게 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직  사람이 모델링하기에 수 시간이상이 걸리

는 풍하 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단

시간에 수많은 안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로세스를 

개발하고 진행하 다. 이 과정을 이용하면 숙련된 엔지니어가 

손쉽게 안을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구조기 에는 규정

되지 않은 형상의 풍하  할당 로세스이나 앞으로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의 축 에 의해 기 이 상세해질 것으로 기 된다.

개발한 RSDynamic을 이용하여 돔 지붕형 슬라이딩 개폐 

시스템인 제 모델을 구 해 보았다. 개폐식 지붕 구조시스템의 

모델링을 설정된 라메터들의 변경만으로 구조해석까지 가능

하게 되어 구조해석 수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하 벡터를 일일이 상용구조해석 로그램 상에서 기술

자가 모델링하고 해석하려면 직  모델링하는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들고, 안 성 검토, 오류 등의 문제를 발견할 시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들게 된다. 이러한 수고를 RSDynamic을 통해 

덜어낼 수 있으며, 빠른 안창출을 통해 더욱 효율 인 설계

안을 도출할 수 있다. 추후 연구로 CFD해석을 이용하여 개폐식 

공간 지붕면의 풍압분포도를 통해 구조설계기 (KBC2016)

에 따라 용된 계수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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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el, V. (2011) Application of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Analysis to Calculate a Stadium 

with Pressure Measurements in Wind Tunnel,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Dynamics 

EUROD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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