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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기초의 구조물-지반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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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structural behavior of plastic greenhouse foundation was investigated using rational finite element 
modeling for structures which have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each other. Because the concrete foundation of plastic 
greenhouse and soil which surround and support the concrete foundation have very different material property, the boundary 
between two structures were modeled by a interface element. The interface element was able to represent sliding, separation, 
uplift and re-bonding of the boundary between concrete foundation and soil. The results of static and dynamic analysis 
showed that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 of concrete foundation displayed a decreasing tendency with increasing 
depth of foundation. The second frequency from modal analysis of structure including foundation and soil was estimate 
to closely related with win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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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실 구조에 피해를 주는 기상요인은 강풍과 폭설이다. 

호우에 의한 피해는 온실 구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시설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호우와 강풍이 함께 농업시설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피해

가 크게 발생한다. 호우에 의해 지반이 침수된 상태에서는 

온실 구조를 지지하는 토양이 무른 상태가 되어 기초가 강

풍에 쉽게 인발되거나 전도되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RDA, 2007). 

이와 같은 피해양상은 원예시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피해원인 규명과 대책마련, 그리고 적합한 

설계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anaka et al., 

2005; Lee et al., 2007; Iribarne et al., 2007). 또한 기상

하중 및 설계방법에 따른 시설하우스 기초부 및 구조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Yoon et al., 2001; Castellano et al., 

2005; Lee et al., 2014)가 진행되었으나 지반이 침수된 

기초의 응답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풍과 호우 조건을 고려한 온실기초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이 작용하

는 조건에서 기초의 매입깊이에 따른 온실기초와 지반의 

상호작용 응답특성을 고찰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접속경계요소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에 대한 기초부의 구조물-지반 상

호작용 문제를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

을 이용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풀기 위하여 Fig. 1에 보인바

와 같이 구조물과 지반 사이의 접속경계(interface or 

joint)를 정의하였다.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

물에서는 미끄러짐(slip or sliding), 경계분리나 부양(separation 

or uplift) 또는 재부착(rebonding) 현상과 같은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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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and tangential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interface element.

Table 1. Material parameters for concrete foundation and soils.

Materials
Parameters

Structure
A/B/C

Soil 1 Soil 2 Backfill

E, MPa 2.6E04 3.2E02 1.5E02 9.0E01

, N/m3 18,000 17,000 17,000 16,000

h, m 0.3/0.45/0.6 1.9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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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mping relationships and modulus reduction curves for the analysis.

이동이 접속경계(interface or joint)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yu et al., 2008). 접속경계요소를 이용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VisualFEA 

(Ver. 5.10, Intuition Software Co. Korea)를 사용하였다.

2. 해석방법

전단계수 감소에 따른 감쇠비의 변화관계를 적용하여 정

적해석에서 재료의 비선형성을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었

다. 정적 및 동적 해석에서 콘크리트 기초와 지반의 물성치

는 Table 1과 같으며 정적해석에서 지반은 Mohr-Coulomb 

비선형성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기초는 자체의 응력변화

가 거동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선형

재료로 적용하였으며 평면변형률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동적해석의 경우 Fig. 2에 보인 지반의 등가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Fig. 3은 콘크리트 기초와 지반의 접속경계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한 유한요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온실기초와 지반이 포함된 구조체의 고유치해석(modal 

analysis)을 통하여 자유진동수를 분석하였으며 시간영역

해석(time domain analysis)을 수행하여 동적거동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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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ite element mesh for structure-soil interaction analysis.

분석하였다.

정적해석과 동적해석을 위한 온실의 콘크리트 기초는 높

이에 따라 일정한 정방형 단면으로 가정하고 매입깊이는 

각각 0.3 m, 0.45 m, 0.6 m로 하였다. 온실 측고가 4.5 

m인 1-2W형 하우스를 기준으로 전체 자중을 25 ton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주기둥 간격이 3 m일 경우 풍상측 기

초 한개가 부담하는 자중을 130 kg으로 계산하고 이를 콘

크리트 기초 상단부에 부가하중(added mass)형태로 적용

하였다. Fig. 2에 보인 것과 같이 구조물과 지반의 상호 

간섭현상을 피하고 기초지반의 반무한성을 고려하기 위하

여 기초지반의 모델링에서 지반 폭(20 × B)과 깊이(4 × 
h)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정적해석의 작용 하중은 40 m/s

의 풍하중을 받는 전체 구조물의 3차원 프레임해석으로 얻

은 수평반력 성분을 풍상측 방풍벽 온실기초의 상단부에 

입력하였으며 기초별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 수직반력은 

입력하지 않았다. 동적해석에서는 호우에 의해 지반이 포

화되어 구조물과 지반의 접속경계에 수막이 형성되어있다

는 가정 하에 수막을 인터페이스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풍

하중과 호우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했으며 최대가속도 50 km/s
2 
(time step=0.02 sec)를 온

실기초의 횡방향 자중(Body force) 형태로 부여하고 0.04

초 동안의 과도하중으로 입력하였다. 동적평형방정식을 풀

기 위하여 Newmark 법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가속도 가정

을 선택하고, Rayleigh감쇠를 사용하여 전체 감쇠행렬에 적

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정적해석

구조물과 지반의 접속경계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하

여 온실 기초의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하여 콘크리트 기초

의 매입깊이가 변화할 때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4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의 매입깊이가 커질수

록 측방변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초의 깊이가 

0.3 m에서 0.6 m로 증가하면 측방변위와 수직변위가 각각 

약 80%와 3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지반의 최대

응력은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해석에서는 접속경계의 주요 특징 중 슬라이딩 또는 

분리의 현상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초와 지반의 주면마찰력을 증가시키거나 지지바닥에서의 

견고한 기초안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고유치해석

외력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콘크리트 기초와 지반에 대

한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Fig. 6에 보인 주요 변형모드를 

구할 수 있었다. 1차와 2차 모드 고유진동수가 각각 11.6 

Hz, 15.1 Hz로 나타났으나 풍하중 등 외력과 상호 관계가 

있는 변형형태는 2차 모드로 판단되며 따라서 콘크리트 기

초의 응답은 2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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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m of depth (b) 0.45 m of depth (c) 0.6 m of depth

Fig. 4. Deflected shapes of foundation by various depths of concret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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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depths on the behavior of concrete foundation considering foundation-soil interaction problem.

(a) 1st mode: 11.6Hz (b) 2nd mode: 15.1Hz

Fig. 6. The mode shapes and its natural frequencies for 0.6m of depth.

것으로 판단된다.

1차 모드는 파형이 나타나는 형상이었으며 2차 모드는 

온실기초의 좌우거동이 주를 이루는 형상이었는데 이와 같

은 주요모드에 대한 상부구조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둥과 

기둥 사이의 브레이스 등 구조체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

는 부재들의 설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동적해석

온실기초와 지반사이의 수막을 인터페이스 요소로 모델

링하여 온실기초-지반의 상호작용 응답특성을 살펴보았

다. Fig. 7에 보인바와 같이 수직변위응답이 호우발생 시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변위 발생시점이 

지연되는 현상은 없었다. 변위응답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

아 수막에 의한 부착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분리 및 미끄러

짐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해석에는 접속경계의 슬라이딩 및 분리 현상과 함께 

수막에 의한 hydro-plane 등의 영향이 더해져 건조한 상

태와 비교하여 구조물-지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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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placement response of time domain dynamic analysis at the point P.

(a) No interaction on contact surface (b) Interaction on contact surface

Fig. 8. Deformation shape of dynamic response.

연동되어 외력에 저항할 경우 상부구조체에 보다 많은 피

로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온실의 콘크리트 기초와 지반 접속면의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콘크

리트 기초의 매입깊이 변화 및 지반의 포화조건에 따라 정･
동적 구조물-지반 상호작용 응답특성을 고찰하였다.

정적해석을 통하여 기초의 매입깊이가 깊어질수록 측방 

및 수직변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유진동해

석을 통하여 기초-지반의 수평거동이 주로 나타난 2차 모

드가 바람하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호우를 동반한 강풍시에는 기초의 최대변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부구조체에 많은 피로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온실기초와 지반을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유한요소해석법은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기상조건하의 

온실에 대하여, 구조물과 기초지반 조건이 고려된 응답특

성을 연구할 때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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