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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기상재해의 증가로 비닐온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재해에 
의한 비닐온실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표준 설계도와 구조 
안전설계 기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온실이 실제 설치되는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의 경우 지반에 관입되는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지반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거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닐온실과 같이 지반에 관입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의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구조해석과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구조 실험 
장치 설계에서 외부 하중이 작용할 때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등가의 힘을 분석하여 하중조건을 설계하고, 실험 현장 건조밀도와 
동일하거나 10%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설정하여 3가지의 
지반조건을 설계하였다. 구조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지정 변위 
및 회전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구조 실험에서 도출된 변위와 회전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구조해석 모델과 기존의 방법인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도출된 단면력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적설심 15 cm 이하의 하중조건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한 휨모멘트 해석 결과가 고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적설심 30 cm 이상의 하중조건에서는 고정의 결과보다 
지반조건에 따라 최대 48.3%까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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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지반이 파괴되어 경계지점이 고정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계지점을 제외한 
지점들에서 지반조건을 반영한 결과는 고정과 힌지 사이에 
존재했으며, 하중이 클수록, 지반이 느슨할수록 고정에서 힌지로 
가까워졌다. 따라서 지반에 관입되는 파이프 구조물의 경우 그 
경계조건이 고정과 힌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외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힌지보다도 더 열악한 경계조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성 검토 결과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할 경우 한계적설심이 최대 21%까지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이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반에 구조물이 설치될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반영한 안전설계 기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파이프 구조물, 비닐온실, 구조해석, 지반조건, 적설하중,  
경계조건, 구조 안전성

학  번 : 2018-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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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온실은 높은 실용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설재배 방법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51,226 ha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50,876 ha가 
비닐온실을 이용하고 있다 (MAFRA, 2019). 비닐온실 재배면적 중 
86%는 단동으로 설치되어있으며 (MAFRA, 2019) 이는 간편한 
시공과 저렴한 시설비로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구조의 
경량성으로 기상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Lee et al., 2005; Lee et 
al., 2008).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기상재해의 증가로 인해 비닐온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사유 시설 피해액 599억 원 중 비닐온실의 피해액은 31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3,503억 원의 
비닐온실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 2019). 비닐온실의 
피해 원인은 호우와 폭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873억 원의 폭설에 의한 비닐온실 피해액이 발생하여 
해마다 폭설로 인한 피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9; Lee et al., 2007). 폭설에 의한 피해는 태풍, 
호우, 강한 비바람과 같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다른 기상재해와 
달리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상재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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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상재해에 의한 비닐온실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ee et al., 2014; Moriyama et 
al., 2003; Yoon et al., 2003; Yoon et al., 2007; Suh et al., 
2008). 또한, MAFRA (2014)는 내재해형 비닐온실 규격 35종 
(연동 5종, 단동 19종, 광폭 8종, 과수 3종)을 고시하며 표준 
설계도와 안전풍속, 안전적설심 등의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기준들은 그 온실이 실제 
설치되는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폭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온실을 살펴보면, 적설하중이 
작용하는 서까래 파이프 상단의 양 끝과 중앙부에서 큰 휨모멘트가 
발생하며 크게 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서까래를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점은 지반에 관입된 형태로 설치되는데, 
해당 지반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경계조건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상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의 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온실과 같은 파이프 구조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당 
지지점이 고정되어있다는 고정 경계조건, 혹은 상하좌우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회전할 수 있다는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반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회전하여 그 경계조건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 3 -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닐온실과 같이 지반에 관입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의 지반 경계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1) 지반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구조 실험을 설계하고, (2) 해당 
실험 결과를 적용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3) 구조해석과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Fig. 1.1과 같으며 
3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단면력에 대한 분석으로 하중조건을 
설계하고, 지반의 밀도와 경도에 대한 분석으로 지반조건을 
설계한다. 또한, 하중재하와 변위 측정을 위한 기구를 사용하여 
지반을 고려하기 위한 구조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으로부터 도출한 지반 경계조건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한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구조해석과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기존 구조해석 방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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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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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온실과 기상재해
  시설재배는 다양한 작물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과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집약적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중 온실은 저렴한 설치비와 간편한 시공, 그리고 높은 실용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설재배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플라스틱이 보급되면서 비닐온실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온실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들어 강관과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이 보급되면서 
온실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 시설채소재배 면적의 
99%인 50,876 ha에서 비닐온실을 이용한 시설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류희룡, 2013; MAFRA, 2019). 국외에서도 온실을 이용한 
재배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에 비닐온실이 이용되고 있다 (Waaijenberg, 2006; Emekli 
et al., 2010). 
  그러나 온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시설들이 다수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해마다 
작지 않은 면적의 온실이 무너져 내렸다 (류희룡, 2013).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극한기상의 발현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IPCC, 2013)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3,503억 원에 
달하는 비닐온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한 해에만 
1,838억 원에 달하는 비닐온실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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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호우와 폭설이 각각 43%와 42%로 두 가지의 기상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9).
  기상재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지역별 기상환경과 
다양한 하중조건을 고려한 온실 표준모델 개발이 계속되어왔다. 
현재까지 보급된 온실 표준모델로는 199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보급한 농가 보급형·지도형 모델이 있으며 (농촌진흥청, 2013; 
류희룡, 2013), 온실구조 설계기준 해설서 (MIFAFF, 1999)가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2006년에는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재해대책경감 T/F팀이 구성되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가 2007년에 1차 고시되고, 2010년 4차 개정 및 
2014년 6차 개정고시를 통하여 총 67종의 내재해형 규격 
(내재해형 비닐온실 규격 35종)이 보급되었다 (MIFAFF, 2010; 
류희룡, 2013; MAFRA, 2014).
  온실의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에 있어 이석건 (2000)은 
온실의 관리자인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구조 및 환경조절설비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요령 및 재해대책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남상운, 유인호 (2000)는 온실의 유지관리실태 및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는 6.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농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남상운 (2001)은 비닐온실 
강관에 대해 경과 연수별 강도 변화를 시험하여 이동식 소형 
파이프의 경우 7 ~ 8년, 고정식 대형 파이프는 14 ~ 15년의 
표준내용연수를 추정한 바 있으며, 남상운 (2002)은 폭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 구조 보강용 가지주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Lee et al. (2005)은 폭설에 의한 단동형 비닐온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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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온실 형태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비교·분석하였고, Lee et al. (2007)은 
온실의 안전성 향상과 사용 자재의 절감을 위한 온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Yang and Nam (2009)은 재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붕형 
조립식 파이프 온실을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Lee 
(2013)는 비닐온실의 재배작물별 대표적 온실규격을 선정하여 
안전풍속 및 안전적설심에 대해 분석하여 온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Choi et al. (2014)는 농가들의 온실 
유지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국내에 보급된 
온실의 규격,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상황, 온실 구조재, 온실 
피복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외에서도 온실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연구는 지속해서 
수행되어왔다. Waaijenberg (1990)은 유럽에서의 터널형 
비닐온실에 대해 재료와 부품을 정의하고, 다양한 하중조건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수행하였다. Grafiadellis (1999)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닐온실 재배와 이에 사용되는 다양한 온실 형태를 
분석하며 연구동향과 온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Baille 
(2000)는 비슷한 시기에 작물을 고려하기 위한 온실의 최적화와 
이에 관한 기술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Von Elsner et al. 
(2000a, 2000b)은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실 기술에 대한 
현황과 설계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하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온실들의 표준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유럽 규격 
EN 13031-1 (2001)은 유럽에서의 온실에 대한 구조설계와 
설계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온실 구조를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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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에 따라 두 가지 그룹 (A와 B), 최소 설계수명에 따라 세 
그룹 (5년, 10년, 15년)으로 분류하고 체계적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Waaijenberg, 2006; EN 13031-1, 2001). Von 
Zabeltitz (2011)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 온실 설계기준과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기술적 행동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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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온실 구조해석
  원예시설의 구조는 안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과잉설계가 되어 
자재의 낭비를 초래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풍이나 
폭설 시 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Lee et al., 
2007). 따라서 온실의 안전성 검토와 설치비용은 절감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적화를 위한 구조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한 하중재하 실험과 허용응력에 
대한 검토로 구조계산 수행에 머무른 반면, 최근에는 구조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델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온실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의 구조해석을 위한 설계하중으로는 일반적으로 풍하중과 
적설하중을 고려하고 그 외 고정하중, 설비하중, 작물하중 등이 
있으며, 이 중 풍하중과 적설하중은 지역별, 재현기간별 기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Hong et al., 2017; Lee et al., 
2006; Na et al., 20017; Kim et al., 2019a, 2019b). 또한, 
구조해석을 위한 해석 방법론으로는 연속적 물리량을 유한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유한요소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Ren et al., 2019; Castellano et al., 2005; Ryu et al., 2009; 
최원, 2002).
  Lee et al. (2007)은 온실 구조설계용 최적기법을 개발하여 
지역별 기상조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구조 모델을 정립하고 온실 
모델별 서까래 간격에 따른 한계풍속과 한계적설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Yu et al. (2013)은 다양한 온실 서까래 파이프 
규격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골조율과 설치비 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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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온실을 개발하였고, 
Kim et al. (2017a, 2017b)은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온실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평가한 바 있다. Amir and Hasegawa 
(1988)는 온실의 최적화 설계를 위한 이산화 변수 설계 코드를 
작성하여 다양한 온실의 형태와 사용 부재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Castellano et al. (2005)은 사용한계상태 (SLS; 
Serviceability limit state)를 적용한 온실 구조해석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온실의 변형과 응력을 계산하고 그 한계값을 도출하여 
유럽 규격 EN 13031-1 (2001)에서 제시된 값과의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Kendirli (2006)와 Emekli et al. 
(2010)은 터키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온실의 종류와 사용 
부재, 설치 및 배치방법을 조사하여 이들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대표적 온실에서 응력법과 모멘트 분배법을 
이용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두 가지 구조해석 방법 및 온실 
그룹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표 
온실에서 정적 혹은 동적 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설계도와 환경조건을 
고려한 온실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온실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 개발에 있어서 Park et al. 
(2005)은 국내 단동 온실 구조에 대한 제약조건식으로 
한계상태설계를 적용하여 최적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온실 구조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종원 등 (2009)은 
온실 구조물의 실제 거동을 반영하기 위해 비선형해석, 소성해석, 
재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온실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원 등 (2008)과 Par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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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a, 2010b)은 기존의 구조해석 결과로는 붕괴되지 말아야 할 
온실이 더욱 작은 하중에서도 무너지는 경우를 설명하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하중 단계별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한 온실 대변위 해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Iribarne 
et al. (2007)은 객체 지향 기법 (OOT; Object-oriented 
techniques)을 활용해 온실에 대한 구조설계뿐만 아니라 온실의 
배치, 내부 통로 및 작물 배치, 보조 설비에 관한 최적화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Briassoulis et 
al. (2016)은 유럽 규격 온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중 조합에 따른 
온실의 구조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온실에 대한 다양한 구조해석이 진행되었고 많은 모델이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온실의 실제 거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온실 부재 간의 접합부 
결합 조건에 대한 분석이 미미하며 (Choi et al., 2017; Castellano 
et al., 2005; Ryu et al., 2012), 이에 따른 3차원 해석의 어려움과 
(류희룡 등, 2014; Castellano et al., 2005) 큰 하중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변형으로 인한 선형해석의 한계 등이 있다 (이종원 등, 
2009; 최원 등, 2008). 그뿐만 아니라 온실이 지반에 관입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지반의 조건에 따라 온실의 구조적 거동이 영향을 
받으며, 온실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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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반 경계조건
  온실의 실제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그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Ryu et al., 2012; Ryu et al., 2011; 
Yoon et al., 2001; Yum et al., 2005). 특히 온실은 지반에 
관입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지반조건에 따라 경계조건이 변화하며 
하중이 작용할 때 그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온실의 
구조설계 시 지점조건은 구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특성이 불명확하여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하고, 이로 인해 최대휨모멘트와 발생 위치가 다르게 분석되어 
과다 혹은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Lee et al., 2008).
  Kim et al. (1992)과 Jeong et al. (2008)은 온실의 구조 안전성 
분석에서 파이프 골조의 지점조건을 각각 힌지와 고정조건으로 
모델링하였고, Kim et al. (1998)과 Yum et al. (2005)은 
비닐온실과 비가림하우스에 대해 지점조건을 고정조건으로 
모델링하였으나 이때 온실 기초가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Ryu et al., 2009). 그러나 실제 지반은 환경조건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특히 폭설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반복적인 
동결·융해로 공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Yoo and Shin, 2011; 
Liu and Wang, 2011; Qi et al., 2004).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동결이 발생하면 부피가 팽창하여 상부로 융기가 발생하고, 이때 
융해가 일어나면 지반의 강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Kweon, 
2004; Shin et al., 2017).
  이러한 지반 경계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Ogawa et al. (1989)은 
실물 크기의 온실에 대해 적설하중 실험을 수행하고 지점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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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으로 땅속에 매입된 상태의 고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Kim and Nam (1995)은 파이프 
온실의 구조안전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 지점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단동 및 연동 온실에 대해 하중재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단동온실의 지점조건에 대해 고정과 힌지 중 고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1개 혹은 3개 지점의 
집중하중을 적용하여 실제 상태의 하중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점조건의 분석에 있어서도 지면에서의 고정 및 힌지 두 
가지만이 고려되었다 (Lee et al., 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Lee 
et al. (2008)은 실물크기의 온실 서까래에 환산된 하중을 재하하여 
변위를 측정하고, 지점조건을 지면고정, 지면힌지, 지하고정 및 
지하힌지로 구분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매입깊이에서의 
지하고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반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경계조건으로써 고정과 힌지를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과 같은 파이프 구조물의 구조해석 시 하중에 따른 
실제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의 경계조건을 고려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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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적설에 의한 하중과 지반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조건을 반영한 파이프 구조물의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구조해석과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그 대상 시설로 
파이프 구조물의 대표적 예시인 농업용 비닐온실을 설정하며, 
적설심에 따른 적설하중을 고려한다.
  먼저, 온실 파이프 구조물에 작용하는 적설하중에 따라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력과 단면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험을 위한 하중조건을 설계한다. 또한, 지반의 밀도와 
경도를 고려하여 그 강도가 다른 구조 실험 지반조건을 설계한다. 
해당 구조 실험을 수행하여 도출한 변위와 회전에 관한 경계조건 
변화 결과는 구조해석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법 
수치해석 모델에서 지정 변위 및 회전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수치해석 모델에서는 해당 
경계조건을 적용했을 때의 변형된 격자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단계별 적설하중을 적용하여 단면력을 산출한다.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인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산출하며, 이들에 대한 응력계산과 한계적설심 평가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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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조 실험 설계
3.1.1 연구 대상 시설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은 MAFRA (2014)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단동온실 중 널리 이용되고 있는 10-단동-1형 
비닐온실이며 Fig. 3.1과 같다. 단동온실의 경우 표준규격이 
고시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따라 그 폭과 높이 등의 규격을 임의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Choi et al., 2014; 
Lee et al., 2014). 이에 Nam and Kim (2009)은 국내 온실의 
실태를 조사하여 폭과 측고, 동고 등의 규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표준 규격을 연구 대상 시설로 사용하였다. 

Fig. 3.1 Sectional view of representative single-span 
greenhouse (10-1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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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서까래의 제원은 폭 6,000 mm, 측고 (처마높이) 1,700 mm, 
동고 (시설높이) 3,300 mm이며 지반에 400 mm 관입되어 
설치된다. 서까래에 이용된 부재는 KS D 3760 규격에 따르는 
구조용 강관 (SPVHS) ∅31.8 mm×1.5t 파이프이며 물리적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지붕의 경사는 낮은 경사부터 각각 15°, 30°, 
45°이다.

Section 
area 

(mm2)
Section 
modulus 
(mm3)

Modulus of 
elasticity 

(GPa)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142.8 1,033.1 205 400 295

Table 3.1 Material properties of rafter pipe

  해당 온실에 대해 분석된 안전적설심은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내재해형 온실을 위한 규격 설계도·시방서 (MAFRA, 2014)에 따라 
Table 3.2와 같으며, 서까래의 설치 간격에 따라 49 cm에서 27 
cm의 안전적설심 기준을 가진다.

Rafter interval
(cm) 50 60 70 80 90

Safety snow 
depth (cm) 49 41 35 30 27

Table 3.2 Safety snow depth according to rafter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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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계 적설하중
  일반적으로 온실의 설계하중으로써 풍하중과 적설하중 두 가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풍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은 구조해석에 있어 그 
지반조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풍하중의 경우 태풍과 강한 비바람과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폭우를 동반하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때 호우로 인해 지반의 
함수비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풍하중이 발생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시간 동안의 함수비 변화가 지반강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또한, 함수비의 변화가 다른 
지반정수에 비해 지반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Kim et al., 2008; Park and Choi, 2019). 반면, 
적설하중이 발생하는 환경은 폭설이 발생하는 겨울철로써, 밤과 
낮의 온도 차이로 인해 지반이 반복적으로 동결되고 융해됨에 따라 
그 공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하중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여 지반조건이 변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풍하중이 작용하는 환경보다 적설하중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지반조건의 변화를 더 유의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의 설계하중으로써 
적설하중을 적용하였다. 대상 시설의 지붕에 작용하는 적설심에 
따른 적설하중  (kgf/m)은 식 (3.1)과 같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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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적설의 단위체적중량 (kgf/cm·m2), 는 적설심 
(cm), 는 지붕경사에 따른 적설하중 절감계수, 는 서까래 설치 
간격 (cm)이다. 적설의 단위체적중량은 온실 지붕의 수평면에 대한 
중량이며 적설심 50 cm 이하에서 1.0 kgf/cm·m2를 적용하였다 
(Park et al., 2010; Lee, 2013; Yu et al., 2013). 지붕경사에 따른 
절감계수는 Table 3.3을 기준으로 경사에 따라 각각 0.9, 0.75, 
0.25를 적용하였다. 또한, 서까래의 설치 간격은 60 cm로 
적용하였으며 적설심에 따른 적설하중을 도출하여 온실 지붕에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온실 구조해석에 있어 
외부 하중은 비닐 필름에서 구조 프레임으로 재분배 및 전달되므로 
(Briassoulis and Schettini, 2003) 설치 간격만큼의 하중이 
프레임에 작용하도록 설정하였다.

Slope of roof Reduction factor, 

10° ~ 20° 0.90
20° ~ 30° 0.75
30° ~ 40° 0.50
40° ~ 50° 0.25
50° ~ 60° 0

Table 3.3 Reduction factor of snow load according to roof 
slope



- 19 -

3.1.3 하중조건 설계
  구조 실험의 설계를 위해 적설하중에 따른 경계지점에서의 실험 
하중조건을 설계하였다. 적설심은 0 ~ 50 cm까지 5 cm 간격으로 
증가하도록 설정하였으며, 하중이 작용할 때 서까래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단면력과 반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지점이 고정되어있을 때 해당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휨모멘트, 
반력, 축방향력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물성치는 연구 대상 시설에서 제시된 파이프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적설하중 작용 시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휨모멘트, 반력, 
축방향력을 모두 만족하는 등가의 하중을 2가지 종류의 실험 
하중조건으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하중조건은 등가의 휨모멘트와 
수평 반력을 일으키는 힘으로 지반에 관입된 실험 파이프 장치에 
수평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하중조건은 등가의 축방향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힘으로 파이프 장치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하중의 
크기와 작용점의 설정을 위해서는 적설심에 따라 발생하는 수평 
반력과 축방향력을 통해 2가지 하중의 크기를 결정하고, 휨모멘트의 
크기를 수평 반력의 크기로 나누어 수평 하중의 작용점을 
결정하였다. 

3.1.4 지반조건 설계
  지반의 강도에 따라 같은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의 변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지반강도는 밀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반의 
건조밀도와 토양경도를 변화시켜 지반조건에 따른 구조 실험을 
설계하였다. 조희래 등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시설재배지 심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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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밀도는 평균 13.6 kN/m3, 밭토양 심토의 건조밀도 평균은 14.9 
kN/m3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Cho et al. (2009)에 따르면 
농경지의 토양경도는 620 kPa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구조 실험 
장치가 설치된 현장 토양의 습윤밀도, 함수비, 건조밀도, 토양경도를 
측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경지의 건조밀도와 토양경도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건조밀도와 토양경도가 높은 조건 (Ground 
condition 1)과 실험 현장과 동일한 조건 (Ground condition 2), 
그리고 건조밀도와 토양경도가 약한 조건 (Ground condition 3)의 
세 가지 지반조건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된 건조밀도와 
이보다 10% 증가 및 감소한 설계 건조밀도를 설정하고, 같은 
함수비 조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설계 습윤밀도를 설정하였다.
  측정 습윤밀도와 함수비를 이용한 건조밀도 계산과 설계 
건조밀도 및 함수비를 이용한 설계 습윤밀도의 계산 과정은 식 
(3.2)와 같다.

 

 (3.2a)

   (3.2b)

  여기서, 는 습윤밀도 (kN/m3), 는 건조밀도 (kN/m3), 는 
함수비 (%)이다. 설계된 습윤밀도에 맞는 지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피에 설계 밀도가 되도록 하는 중량의 토양을 
삽입하여 다졌다. 또한, 각각의 설계 지반조건에서 토양경도계 
(Eijkelkamp, Penetrologger with GPS: 06.15.SA)를 이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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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측정하였다.

3.1.5 구조 실험 장치의 구성
  외부 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할 때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변위와 
회전에 관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 실험 장치의 구상도 및 
설치 모습은 Fig. 3.2와 같다. 해당 구조 실험 장치는 하나 혹은 
다수의 파이프나 구조물 전체의 변위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절점에 대해 등가의 하중조건이 작용할 때의 
변위 및 회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반에 40 cm 
관입된 파이프에 2가지의 하중이 와이어와 도르래를 이용하여 
작용된다. Fig. 3.2에서 첫 번째 하중조건 (Load 1)은 빨간색으로, 
두 번째 하중조건 (Load 2)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하중조건 
설계에서 도출된 각 적설심 단계별 하중을 재하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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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Installation of structural experiment apparatus for 
reflecting ground condition

  이때 2가지의 하중조건은 경계지점에서 하중재하에 따른 
파이프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파이프에 수평으로 연결된 
측정선 끝에 경량의 납추를 설치하여 파이프의 수평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파이프에 1번부터 4번까지 30 cm 
간격으로 설치된 지점에 측정선을 연결하고 그 반대편에는 
파이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20 g의 가벼운 납추를 설치하였다 
(Fig. 3.3). 5번 납추 측정선은 파이프가 지반과 만나는 지점에 
연결하여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수평변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적설심 5 cm 간격으로 50 cm까지 증가하는 하중조건에 대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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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건별로 3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경량 납추의 이동을 
측정하여 파이프 경계지점에서의 회전과 변위를 도출하였다.

Fig. 3.3 Measurement of pipe displacement using light 
lead weights; weight 1 ~ 4 are connected to pipe at 

regular interval and 5 is connected to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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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해석 모델 개발
3.2.1 강성도법을 이용한 구조해석

  온실과 같은 파이프 구조물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강성도 
행렬을 이용한다. 기존에 온실 구조해석을 위해 사용되던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한 강성행렬 식은 아래의 식 (3.3)과 같다.














 

  


 



  








 

  


 



  








 

  


 



  









 

  


 



  

















































 (3.3)

  여기서, 는 부재의 단면적, 는 탄성계수, 은 길이, 는 관성 
모멘트이며, 국부 좌표계를 기준으로 는 x-축 변위, 는 y-축 
변위, 는 회전각, 는 절점에서의 힘, 은 절점에서의 모멘트이다.
  부재를 개의 절점으로 나눈 격자 모델에서 절점 1과 절점 을 
부재의 경계지점이라 하면, 고정 경계조건을 적용한 해석에서는 
  ,   ,   의 구속조건과 외부 하중을 통해 
경계지점에서의 힘과 모멘트, 그리고 나머지 절점에서의 미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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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해석한다.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 
  , 그리고   의 구속조건을 적용하며 
경계지점에서의 힘과 회전, 그리고 나머지 절점에 관한 미지수에 
대해 해석한다.

3.2.2 지반조건을 반영한 경계조건
  지반에 관입된 파이프 구조물의 구조해석의 경우에는 지반에 
따라 그 경계조건이 변화하게 된다. 하중을 적용함에 따라 하중 
방향으로 경계지점이 이동하게 되며, 회전과 동시에 휨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인 고정 경계조건에서는 
해당 절점에서 휨모멘트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회전이 일어날 수 
없고, 힌지 경계조건에서는 회전을 고려할 수 있지만 휨모멘트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두 경계조건 모두에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의 변위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을 고려한 구조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지정 변위 및 회전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강성도법을 통해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을 표현하면 식 (3.4) 및 식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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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기서, 개의 절점에 대해 , , 는 각각 구조 실험으로부터 
도출한 경계지점에서의 수평방향 변위, 수직방향 변위, 회전각이며, 
, ,     ⋯ 는 번째 절점의 수평방향 변위, 
수직방향 변위 및 회전각이다. 구조 실험에서 , , 는 구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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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외부 하중과 등가의 하중조건이 적용되었을 때 도출된 
변위와 회전각이므로, 이들과   ,  의 구속조건을 통해 
경계지점 외의 절점에 대한 , ,     ⋯ 를 도출하여 
변형된 구조물 격자를 추출한다. 추출한 변형 격자에는 기존의 외부 
하중을 재하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한다. 지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의 해석과정은 Fig. 3.4와 같으며, 이때 실선은 
기존의 구조물 격자 모델, 점선은 변형된 구조물 격자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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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xed or hinged boundary condition

(b)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boundary condition

Fig. 3.4 Structural analysis model reflecting ground condition; 
original grid model in solid line and deformed grid model in 

dot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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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
3.3.1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

  지반조건별 구조 실험 결과와 개발된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온실 서까래에 대한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서까래 좌우 끝 2개의 
경계지점에 대해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경계지점과 구조물 상부에 해당하는 2번부터 8번까지의 지점에서 
하중재하에 따른 휨모멘트와 축방향력을 도출하였다 (Fig. 3.5). 
하중재하는 설계 적설하중에서와 같이 5 cm 간격으로 50 cm까지 
증가하는 적설심을 적용하였다.

Fig. 3.5 Node setting of greenhouse rafter for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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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반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인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역시 휨모멘트와 축방향력을 
도출하여 지반조건을 반영했을 때와 그 값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3.3.2 응력계산
  적설하중에 따라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은 구조해석에서 도출된 
휨모멘트와 축방향력을 이용하여 식 (3.6)을 통해 계산하였다.

  


±
 (3.6)

  여기서, 는 응력 (kgf/cm2), 은 최대휨모멘트 (kgf·cm), 는 
부재의 단면계수 (cm3), 은 축방향력 (kgf), 는 부재의 단면적 
(cm2)이다.

3.3.3 안전성 검토
  온실 서까래 파이프의 허용응력은 그 안전계수를 일반적으로 
1.5로 적용하여 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7년 KS 규격 개정으로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가정 하에 1.3을 적용하였다 (Yum et al., 
2007; Yu et al., 2013). 허용응력 은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를 
이용하여 식 (3.7)로부터 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용응력 215 
MPa을 적용하였다 (Y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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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0.7×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Safety factor (3.7)

  앞서 설계한 적설심에 따른 하중조건과 지반조건을 변화해가며 
구조 실험 및 구조해석과 응력계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부재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온실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반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비교 및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 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한계적설심을 산정하고 안전적설심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적설심은 5 cm 간격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 간격에 
대해서는 선형회귀를 통해 허용응력에 해당하는 응력이 발생하는 
적설하중을 분석하여 한계적설심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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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구조 실험 설계 결과
4.1.1 하중조건의 설계

  적설하중이 온실에 작용할 때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단면력과 
반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험을 위한 
적설하중과 등가의 하중조건을 설계한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Snow 
depth
(cm)

Load 
step

Bending 
moment 

①
(kgf·m)

Reaction 
force -x 

②
(kgf)

Moment 
arm length

①÷②
(m)

Axial 
force
(kgf)

5 1 2.97 3.97 0.749 -6.70
10 2 5.94 7.93 0.749 -13.39
15 3 8.91 11.90 0.749 -20.09
20 4 11.88 15.87 0.749 -26.78
25 5 14.85 19.83 0.749 -33.48
30 6 17.82 23.80 0.749 -40.17
35 7 20.79 27.77 0.749 -46.87
40 8 23.76 31.73 0.749 -53.56
45 9 26.73 35.70 0.749 -60.26
50 10 29.70 39.66 0.749 -66.95

Table 4.1 Design of load condition according to snow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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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수평방향의 첫 번째 하중조건은 각 적설심 단계별로 
4.0 kgf씩, 축방향의 두 번째 하중조건은 각 적설심 단계별로 6.7 
kgf씩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첫 번째 하중의 작용점은 
지반으로부터 0.75 m 높이로 설정하였다.

4.1.2 지반조건의 설계
  구조 실험 현장에서 5개 지점 토양의 습윤밀도, 함수비, 토양경도 
측정값과 이를 이용해 계산한 건조밀도는 Table 4.2와 같다. 5개 
지점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실험 현장과 동일한 두 .번째 지반조건의 
설계 건조밀도는 14.9 kN/m3로 설정하였다.

Test No.
Wet 

density
(kN/m3)

Water 
content

(%)
Dry 

density
(kN/m3)

Soil 
hardness

(kPa)
1 16.9 13.3 14.9 924.0
2 17.2 17.5 14.6 969.2
3 18.2 17.5 15.6 944.5
4 18.3 16.4 15.8 1,003.0
5 16.5 19.3 13.8 896.1

Average 17.4 16.8 14.9 947.4

Table 4.2 Measurement of physical properties of site soil

  이에 따라 세 가지 설계 지반조건은 건조밀도의 경우 현장보다 
10% 증가한 16.5 kN/m3, 현장과 동일한 14.9 kN/m3, 그리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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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13.4 kN/m3로 설정하였고, 현장의 평균 함수비 16.8%를 
설계 함수비로 고려하여 습윤밀도의 경우 각각 19.2 kN/m3, 17.5 
kN/m3, 15.7 kN/m3로 설정하였다. 또한, 반복실험을 위해 각 
지반조건별로 3개의 지반을 설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양경도와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Table 4.3). 이때 지반조건의 번호는 앞의 
숫자의 경우 건조밀도에 따른 번호, 뒤의 숫자는 반복실험에 따른 
번호이며, 반복실험을 통해 도출된 회전과 변위는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Ground 
condition

No.

Design of ground condition Measurement
Dry 

density
(kN/m3)

Water 
content

(%)
Wet 

density
(kN/m3)

Soil 
hardness

(kPa)
Water 
content

(%)
1-1

16.5 16.8 19.2
1,416.5 18.1

1-2 1,298.0 16.4
1-3 1,245.5 16.0
2-1

14.9 16.8 17.5
743.0 16.9

2-2 814.2 18.3
2-3 769.6 17.3
3-1

13.4 16.8 15.7
345.4 16.9

3-2 390.1 19.5
3-3 385.6 18.4

Table 4.3 Design of ground condition for structur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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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 모델
4.2.1 구조 실험을 통한 변위 분석 결과

  설계 하중조건 적용에 따른 설계 지반조건별 구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경량의 납추를 이용해 측정한 파이프의 수평방향 
구간변위 (Stepwise displacement) 및 총변위 (Total 
displacement) 결과는 Table 4.4 ~ Table 4.6 및 Fig. 4.1 ~ Fig. 
4.6과 같다. 각 지반조건에서 하중에 따른 1번 ~ 4번 납추의 변위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5번 납추를 살펴보면, 적설심 50 
cm에 해당하는 10번째 하중조건 단계를 적용하였을 때, 첫 번째 
지반조건에서는 22.7 mm, 두 번째 지반조건에서는 56.8 mm, 세 
번째 지반조건에서는 81.2 mm의 지반 변위가 발생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지반 경계지점을 촬영한 Fig 4.7에서 나타나듯 최대 
하중에서는 지반이 파괴되며 관입되어 있던 파이프가 재하하중 
방향으로 끌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 실험 장치의 수행 모습은 Fig. 4.8과 Fig. 
4.9와 같다. 하중이 단계별로 증가함에 따라 파이프 경계지점에서 
변위와 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이프에 연결된 
1번부터 5번까지의 측정선과 경량 납추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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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Displacement of 
weight 1

(mm)
Displacement of 

weight 2
(mm)

Displacement of 
weight 3

(mm)
Displacement of 

weight 4
(mm)

Displacement of 
weight 5

(mm)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1 6.0 6.0 3.0 3.0 3.0 3.0 1.0 1.0 0.3 0.3
2 10.7 16.7 7.3 10.3 5.3 8.3 2.8 3.8 0.7 1.0
3 10.0 26.7 7.5 17.8 5.3 13.7 3.0 6.8 0.7 1.7
4 11.0 37.7 8.3 26.2 5.7 19.3 3.2 10.0 1.3 3.0
5 14.7 52.3 10.7 36.8 8.0 27.3 3.7 13.7 2.5 5.5
6 17.0 69.3 12.5 49.3 8.8 36.2 5.3 19.0 2.5 8.0
7 20.0 89.3 14.8 64.2 11.3 47.5 5.7 24.7 4.3 12.3
8 17.2 106.5 13.0 77.2 9.5 57.0 5.2 29.8 2.3 14.7
9 18.5 125.0 15.5 92.7 11.7 68.7 6.2 36.0 4.3 19.0
10 25.2 150.2 19.3 112.0 14.5 83.2 7.5 43.5 3.7 22.7

Table 4.4 Stepwise and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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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tepwise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1

Fig. 4.2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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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Displacement of 
weight 1

(mm)
Displacement of 

weight 2
(mm)

Displacement of 
weight 3

(mm)
Displacement of 

weight 4
(mm)

Displacement of 
weight 5

(mm)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1 9.2 9.2 3.0 3.0 3.5 3.5 1.8 1.8 0.7 0.7
2 15.2 24.3 11.8 14.8 7.8 11.3 4.2 6.0 1.3 2.0
3 17.2 41.5 13.0 27.8 9.8 21.2 5.5 11.5 2.7 4.7
4 24.2 65.7 18.0 45.8 13.2 34.3 8.0 19.5 5.2 9.8
5 26.5 92.2 22.7 68.5 17.7 52.0 10.0 29.5 5.7 15.5
6 40.0 132.2 30.0 98.5 22.7 74.7 12.0 41.5 9.2 24.7
7 31.2 163.3 25.3 123.8 19.5 94.2 12.7 54.2 7.7 32.3
8 40.5 203.8 30.7 154.5 23.8 118.0 12.5 66.7 9.0 41.3
9 31.5 235.3 25.0 179.5 19.5 137.5 11.5 78.2 7.0 48.3
10 35.5 270.8 29.0 208.5 20.7 158.2 13.2 91.3 8.5 56.8

Table 4.5 Stepwise and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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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tepwise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2

Fig. 4.4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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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Displacement of 
weight 1

(mm)
Displacement of 

weight 2
(mm)

Displacement of 
weight 3

(mm)
Displacement of 

weight 4
(mm)

Displacement of 
weight 5

(mm)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Stepwise Total

1 10.8 10.8 6.8 6.8 5.2 5.2 2.3 2.3 0.7 0.7
2 23.3 34.2 19.3 26.2 14.0 19.2 7.3 9.7 4.2 4.8
3 35.8 70.0 27.2 53.3 20.3 39.5 11.0 20.7 7.8 12.7
4 44.0 114.0 35.7 89.0 26.3 65.8 14.8 35.5 8.7 21.3
5 46.5 160.5 36.8 125.8 28.0 93.8 15.3 50.8 10.2 31.5
6 56.0 216.5 43.7 169.5 34.7 128.5 20.2 71.0 12.8 44.3
7 50.0 266.5 39.2 208.7 29.3 157.8 17.5 88.5 10.3 54.7
8 41.8 308.3 31.5 240.2 26.2 184.0 14.8 103.3 8.8 63.5
9 38.8 347.2 31.7 271.8 23.0 207.0 13.8 117.2 8.5 72.0
10 34.2 381.3 25.2 297.0 22.2 229.2 12.5 129.7 9.2 81.2

Table 4.6 Stepwise and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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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tepwise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3

Fig. 4.6 Total displacement of pipe using weight under ground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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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condition 1 ( = 16.5 kN/m3)

(b) Ground condition 2 ( = 14.9 kN/m3)

(c) Ground condition 3 ( = 13.4 kN/m3)
Fig. 4.7 Change of ground boundary after structur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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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1 Load step: 4 Load step: 7 Load step: 10

Fig. 4.8 Performance of structural experiment observing the 
deformation of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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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1 Load step: 4 Load step: 7 Load step: 10

Fig. 4.9 Experimental measurement of pipe displacement using 
light lead weights

  지반조건에 따른 1번 납추에서의 수평변위를 비교하면, 두 번째 
지반조건의 경우 8단계 (40 cm 적설심) 이후, 세 번째 지반조건의 
경우 6단계 (30 cm 적설심) 이후에서 각각 구간변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0). 해당 단계 이후 구간변위가 
감소한 것은 지반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재하하중이 증가하더라도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구간별 변위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계지점에서의 지반 변위를 나타내는 5번 납추에서 지반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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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구간변위를 비교할 경우, 동일한 하중조건에서 건조밀도와 
토양경도가 낮을수록 더 큰 변위가 발생하였다 (Fig. 4.11). 또한, 
8단계 하중조건 이후에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지반조건 모두에서 
지반 파괴가 일어나 비슷한 구간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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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tepwise displacement of weight 1 according to 
ground conditions

Fig. 4.11 Stepwise displacement of weight 5 according to 
grou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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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의 설정
  파이프 지점별 수평변위 측정을 통해 도출된 하중조건 단계별 
파이프의 회전 및 경계지점의 변위는 Table 4.7 ~ Table 4.9와 
같다. 1번 ~ 4번의 납추를 이용한 변위 측정값은 경계지점에서의 
회전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지정 회전 (Prescribed rotation) 경계조건을 위한 
회전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5번 납추를 이용한 변위는 
경계지점에서의 변위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여 이를 지정 변위 
(Prescribed displacement) 경계조건에서 이용하였다.
  회전과 경계지점 변위를 이용한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온실 서까래의 변형된 격자 모델을 도출하였다. 
지반조건별로 적설심에 따른 격자 모델을 각각 도출하였으며, 변형 
전 격자 모델과 최대 적설심에서 변형된 격자 모델은 Fig. 4.12와 
같다. 이때 변형 전 격자 모델은 검은색 실선으로, 변형 후의 격자 
모델은 빨간색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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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Rotation of boundary
(rad)

Displacement 
of boundary 
calculated by 

weight 5
(mm)

Calculated 
by weight 1

Calculated 
by weight 2

Calculated 
by weight 3

Calculated 
by weight 4 Average

1 0.0054 0.0036 0.0060 0.0047 0.0049 0.3
2 0.0150 0.0124 0.0162 0.0187 0.0156 1.0
3 0.0238 0.0215 0.0267 0.0340 0.0265 1.7
4 0.0331 0.0309 0.0362 0.0467 0.0367 3.0
5 0.0446 0.0418 0.0485 0.0547 0.0474 5.5
6 0.0584 0.0551 0.0627 0.0735 0.0625 8.0
7 0.0734 0.0693 0.0784 0.0830 0.0760 12.3
8 0.0876 0.0835 0.0943 0.1013 0.0917 14.7
9 0.1012 0.0985 0.1109 0.1144 0.1063 19.0
10 0.1219 0.1196 0.1353 0.1406 0.1293 22.7

Table 4.7 Rotation and displacement of boundary under ground cond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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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Rotation of boundary
(rad)

Displacement 
of boundary 
calculated by 

weight 5
(mm)

Calculated 
by weight 1

Calculated 
by weight 2

Calculated 
by weight 3

Calculated 
by weight 4 Average

1 0.0081 0.0031 0.0062 0.0073 0.0062 0.7
2 0.0212 0.0171 0.0207 0.0267 0.0214 2.0
3 0.0351 0.0308 0.0367 0.0454 0.0370 4.7
4 0.0533 0.0480 0.0545 0.0648 0.0552 9.8
5 0.0732 0.0708 0.0813 0.0939 0.0798 15.5
6 0.1027 0.0987 0.1117 0.1133 0.1066 24.7
7 0.1253 0.1226 0.1387 0.1489 0.1339 32.3
8 0.1559 0.1522 0.1727 0.1744 0.1638 41.3
9 0.1798 0.1769 0.2018 0.2077 0.1915 48.3
10 0.2064 0.2053 0.2307 0.2436 0.2215 56.8

Table 4.8 Rotation and displacement of boundary under ground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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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step

Rotation of boundary
(rad)

Displacement 
of boundary 
calculated by 

weight 5
(mm)

Calculated 
by weight 1

Calculated 
by weight 2

Calculated 
by weight 3

Calculated 
by weight 4 Average

1 0.0096 0.0081 0.0100 0.0107 0.0096 0.7
2 0.0280 0.0285 0.0320 0.0327 0.0303 4.8
3 0.0546 0.0542 0.0596 0.0535 0.0555 12.7
4 0.0885 0.0905 0.0993 0.0955 0.0934 21.3
5 0.1234 0.1264 0.1396 0.1308 0.1301 31.5
6 0.1653 0.1686 0.1900 0.1840 0.1770 44.3
7 0.2042 0.2084 0.2346 0.2378 0.2213 54.7
8 0.2370 0.2403 0.2767 0.2865 0.2601 63.5
9 0.2677 0.2734 0.3128 0.3340 0.2970 72.0
10 0.2933 0.2968 0.3465 0.3678 0.3261 81.2

Table 4.9 Rotation and displacement of boundary under ground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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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grid model (b) Ground condition 1

(c) Ground condition 2 (d) Ground condition 3
Fig. 4.12 Deformed grid model under snow depth of 50 cm and various grou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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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 결과
4.3.1 구조해석 결과

  고정과 힌지, 그리고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에 따른 
적설심별 구조해석 휨모멘트 결과는 Table 4.10 ~ Table 4.19와 
Fig. 4.13 ~ Fig. 4.22와 같다. 각 해석 결과에서 최대휨모멘트는 
힌지를 제외한 경계조건의 경우 서까래 양 끝 경계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힌지의 경우 경계지점에서 휨모멘트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과 처마가 연결되는 지점 (2번, 8번 지점)에서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였다. 또한, 모든 경계조건에서 서까래 상단 
중앙부 주변과 지붕과 처마가 연결되는 곳에서 큰 휨모멘트가 
발생하였다.
  15 cm 이하의 낮은 적설심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한 경계조건 
해석 결과가 고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하중조건에서는 
지반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고정의 경계조건과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적설심에서는 
고정의 결과보다 지반조건을 반영한 결과에서 더 큰 휨모멘트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30 cm 이상의 높은 적설심에서는 세 가지 
지반조건의 최대휨모멘트 결과 모두가 고정의 결과보다 10%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50 cm의 적설심에서는 최대휨모멘트가 
지반조건에 따라 최소 18.8%에서 최대 48.3%까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그 
경계지점이 고정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휨모멘트 분포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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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지 경계조건의 결과와 지반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비교하면, 
지반조건에 따라 30 cm 정도의 적설심 단계까지는 힌지보다 
최대휨모멘트가 작게 나타났지만, 그 이상의 하중조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단단한 지반조건을 고려한 첫 번째의 경우 적설심 
50 cm 이상에서, 중간의 지반조건인 두 번째의 경우 적설심 35 cm 
이상에서, 느슨한 세 번째 지반조건의 경우 적설심 30 cm 이상에서 
각각 최대휨모멘트가 힌지의 결과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정과 힌지를 이용한 구조해석이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계지점에서 휨모멘트가 발생할 수 없는 힌지와 다른 
경계조건을 모두 함께 고려하기 위해 경계지점을 제외한 지점들에 
대해 비교하면, 지반조건을 반영한 해석 결과는 고정과 힌지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하중이 클수록, 그리고 지반이 느슨할수록 고정에서 
힌지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반에 관입되어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경계조건이 고정과 
힌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최대휨모멘트를 
고려할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힌지의 경계조건보다도 더 
열악한 경계조건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반조건별 휨모멘트 결과를 비교할 경우, 하중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증가하였으며, 최대 하중조건에서는 가장 단단한 지반과 
가장 느슨한 지반에서의 결과가 약 25%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적설심 15 cm 이하의 작은 하중조건에서 경계조건은 고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부재에서 더 큰 휨모멘트가 발생하고, 지반이 느슨할수록 
그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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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2.97 -2.52 -1.04 0.79 1.30 0.79 -1.04 -2.52 2.97

Hinged 0.00 -3.49 -1.09 1.39 2.22 1.39 -1.09 -3.49 0.00

Ground 
condition 1 2.97 -2.46 -0.99 0.88 1.30 0.89 -0.98 -2.45 2.95

Ground 
condition 2 3.02 -2.49 -1.07 0.78 1.31 0.81 -1.04 -2.48 2.97

Ground 
condition 3 3.03 -2.49 -1.08 0.78 1.32 0.82 -1.04 -2.49 2.98

Table 4.10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5 cm

Fig. 4.13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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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5.94 -5.04 -2.08 1.58 2.61 1.58 -2.08 -5.04 5.94

Hinged 0.00 -6.98 -2.19 2.77 4.43 2.77 -2.19 -6.98 0.00

Ground 
condition 1 5.96 -4.84 -2.08 1.63 2.61 1.50 -2.04 -4.87 5.94

Ground 
condition 2 6.00 -4.98 -2.08 1.65 2.62 1.52 -2.04 -4.89 5.98

Ground 
condition 3 6.09 -5.01 -2.09 1.67 2.66 1.52 -2.08 -4.96 6.05

Table 4.11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10 cm

Fig. 4.14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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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8.91 -7.56 -3.12 2.37 3.91 2.37 -3.12 -7.56 8.91

Hinged 0.00 -10.46 -3.28 4.16 6.65 4.16 -3.28 -10.46 0.00

Ground 
condition 1 9.29 -7.50 -3.37 2.36 4.02 2.34 -3.04 -7.50 9.03

Ground 
condition 2 9.43 -7.65 -3.26 2.45 4.07 2.54 -3.15 -7.63 9.24

Ground 
condition 3 9.43 -7.65 -3.26 2.45 4.07 2.54 -3.15 -7.63 9.24

Table 4.12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15 cm

Fig. 4.15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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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11.88 -10.07 -4.16 3.16 5.21 3.16 -4.16 -10.07 11.88

Hinged 0.00 -13.95 -4.37 5.55 8.87 5.55 -4.37 -13.95 0.00

Ground 
condition 1 12.57 -10.08 -4.51 3.19 5.45 3.17 -4.14 -10.14 12.18

Ground 
condition 2 12.88 -10.36 -4.39 3.34 5.54 3.48 -4.24 -10.34 12.61

Ground 
condition 3 13.55 -10.72 -4.48 3.53 5.78 3.66 -4.32 -10.69 13.23

Table 4.13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20 cm

Fig. 4.16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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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14.85 -12.59 -5.20 3.95 6.52 3.95 -5.20 -12.59 14.85

Hinged 0.00 -17.44 -5.47 6.93 11.08 6.93 -5.47 -17.44 0.00

Ground 
condition 1 15.92 -12.85 -5.46 4.13 6.86 4.29 -5.28 -12.83 15.59

Ground 
condition 2 16.63 -13.23 -5.56 4.32 7.11 4.49 -5.36 -13.20 16.25

Ground 
condition 3 16.93 -13.40 -5.60 4.41 7.23 4.58 -5.40 -13.37 16.54

Table 4.14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25 cm

Fig. 4.17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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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17.82 -15.11 -6.25 4.74 7.82 4.74 -6.25 -15.11 17.82

Hinged 0.00 -20.93 -6.56 8.32 13.30 8.32 -6.56 -20.93 0.00

Ground 
condition 1 19.48 -15.62 -6.61 5.06 8.37 5.25 -6.38 -15.59 19.06

Ground 
condition 2 20.65 -16.27 -6.77 5.39 8.80 5.59 -6.52 -16.22 20.16

Ground 
condition 3 22.68 -17.25 -6.87 6.07 9.41 5.99 -6.79 -16.43 21.52

Table 4.15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30 cm

Fig. 4.18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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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20.79 -17.63 -7.29 5.53 9.13 5.53 -7.29 -17.63 20.79

Hinged 0.00 -24.42 -7.65 9.71 15.51 9.71 -7.65 -24.42 0.00

Ground 
condition 1 23.14 -18.45 -7.77 6.01 9.91 6.25 -7.49 -18.41 22.63

Ground 
condition 2 24.96 -19.44 -8.03 6.48 10.50 6.84 -7.56 -19.11 24.17

Ground 
condition 3 27.48 -20.99 -8.40 7.33 11.63 7.70 -7.92 -20.78 26.70

Table 4.16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35 cm

Fig. 4.19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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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23.76 -20.15 -8.33 6.32 10.43 6.32 -8.33 -20.15 23.76

Hinged 0.00 -27.90 -8.74 11.09 17.73 11.09 -8.74 -27.90 0.00

Ground 
condition 1 26.96 -21.36 -8.95 7.01 11.52 7.28 -8.63 -21.31 26.34

Ground 
condition 2 29.21 -22.94 -9.41 7.86 12.56 7.59 -8.81 -22.61 29.39

Ground 
condition 3 33.02 -24.88-10.00 8.67 13.76 8.61 -9.01 -23.55 31.47

Table 4.17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40 cm

Fig. 4.20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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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26.73 -22.67 -9.37 7.11 11.73 7.11 -9.37 -22.67 26.73

Hinged 0.00 -31.39 -9.84 12.48 19.95 12.48 -9.84 -31.39 0.00

Ground 
condition 1 30.90 -24.34-10.15 8.05 13.17 8.36 -9.78 -24.28 30.16

Ground 
condition 2 33.96 -26.25-10.42 9.32 14.74 9.35 -10.35-26.15 33.69

Ground 
condition 3 38.62 -28.88-11.50 10.20 16.11 10.19 -10.08-27.48 36.44

Table 4.18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45 cm

Fig. 4.21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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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Bending moment
(kgf·m)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29.70 -25.18-10.41 7.90 13.04 7.90 -10.41-25.18 29.70

Hinged 0.00 -34.88-10.93 13.87 22.16 13.87 -10.93-34.88 0.00

Ground 
condition 1 35.28 -27.58-11.42 9.22 15.01 9.57 -10.98-27.49 34.40

Ground 
condition 2 39.29 -30.01-12.00 10.48 16.63 11.02 -11.32-29.72 38.19

Ground 
condition 3 44.03 -32.88-12.92 11.84 18.50 12.69 -11.36-31.24 41.52

Table 4.19 Bending moment according to various boundary 
conditions under snow depth of 50 cm

Fig. 4.22 Bending mom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under snow depth of 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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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안전성 검토 결과
  경계조건별로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응력계산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20과 같다. 해당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축방향력에 의한 응력은 휨모멘트에 의한 응력과 비교할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응력계산 결과의 양상은 휨모멘트 결과의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50 cm의 적설심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하였을 
때의 최대 응력이 지반조건에 따라 고정보다 18.4%, 31.6%, 
그리고 47.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ow 
depth
(cm)

Stress
(kgf/cm2)

Fixed 
boundary 
condition

Hinged 
boundary 
condition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boundary condition

Ground 
condition 

1
Ground 

condition 
2

Ground 
condition 

3
5 292.1 342.2 292.0 296.7 298.0
10 584.3 684.3 585.9 590.5 598.7
15 876.4 1,026.5 913.3 926.6 926.6
20 1,168.5 1,368.6 1,235.2 1,265.5 1,329.1
25 1,460.6 1,710.8 1,564.5 1,632.0 1,661.4
30 1,752.8 2,052.9 1,913.4 2,026.0 2,220.8
35 2,044.9 2,395.1 2,271.9 2,446.9 2,688.4
40 2,337.0 2,737.2 2,645.9 2,862.2 3,228.5
45 2,629.1 3,079.4 3,031.1 3,325.3 3,772.8
50 2,921.3 3,421.6 3,458.9 3,844.6 4,298.8

Table 4.20 Calculation of stress for saf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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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한 한계적설심 도출과 안전적설심 평가 결과는 Fig. 4.23 및 
Table 4.21과 같다. 

Fig. 4.23 Safety review considering allowabl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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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Fixed Hinged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Ground 
condition 

1
Ground 

condition 
2

Ground 
condition 

3
Limit 
snow 
depth
(cm)

38 32 34 32 30

Table 4.21 Limit snow depth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s

  고정 경계조건에서는 한계적설심이 38 cm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설계도 (MAFRA, 2014)에서 고시한 안전적설심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힌지 경계조건의 경우에는 32 cm로 산정되었다. 
또한, 건조밀도 16.5 kN/m3, 평균 토양경도 1,320.0 kPa의 
지반에서는 34 cm, 건조밀도 14.9 kN/m3, 평균 토양경도 775.6 
kPa의 지반에서는 32 cm, 건조밀도 13.4 kN/m3, 평균 토양경도 
373.7 kPa의 지반에서는 30 cm의 한계적설심이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반조건을 고려할 경우 한계적설심은 안전적설심보다 
현저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조건에 따라 한계적설심은 
최대 21%까지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실제 구조물 설계에 있어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반에 관입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에 대해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반에 온실이 설치될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반영한 안전설계기준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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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에 관입되어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에 대해 
그 지반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파이프 
구조물의 대표적 예시인 비닐온실과 적설하중을 고려하였으며, 
구조해석 모델에는 구조 실험 결과와 지정 변위 및 회전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이프 구조물의 지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 실험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하중조건과 지반조건을 설계하였다. 
하중조건은 외부 하중이 작용할 때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등가의 힘을 분석하여 설계하였으며, 지반조건은 실험 현장 
건조밀도와 동일하거나 10%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세 가지의 
지반조건으로 설계하였다.

2. 구조 실험을 수행하여 적설심별 하중조건 단계에 따라 지반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변위 및 회전을 지반조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물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경량의 
납추를 이용하여 그 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3. 개발된 구조해석 모델과 기존의 방법인 고정 및 힌지 경계조건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각각 수행하고, 휨모멘트와 축방항력에 관한 
단면력을 산출하여 이들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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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휨모멘트 산정 결과, 적설심 15 cm 이하의 하중조건에서는 
지반조건을 반영한 해석 결과가 고정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적설심 하중조건에서는 고정의 
결과보다 지반조건에 따라 최대 48.3%까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그 
경계지점이 고정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 또한, 경계지점을 제외한 지점들에서 지반조건을 반영한 
휨모멘트 해석 결과는 고정과 힌지 사이에 존재했으며, 하중이 
클수록, 지반이 느슨할수록 고정에서 힌지로 가까워졌다. 따라서 
지반에 관입되는 파이프 구조물의 경우 그 경계조건이 고정과 
힌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힌지보다도 더 열악한 경계조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응력계산과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한 한계적설심 산정 결과, 
지반조건을 고려할 경우 한계적설심은 최대 21%까지 
감소했으며, 기존의 구조해석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실제 구조물 
설계에 있어 과소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7. 이에 따라 지반에 관입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파이프 구조물에 
대해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반에 구조물이 설치될 
때에는 지반의 상태를 반영하여 안전적설심과 파이프 및 구조물 
규격에 관한 안전설계기준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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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세 가지 지반조건의 토양경도는 높은 
건조밀도를 가지는 지반부터 각각 1,320.0 kPa, 775.6 kPa, 
373.7 kPa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한계적설심 해석 결과와 
실제 온실이 설치되는 현장의 경도를 측정 및 비교·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전적설심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강재 및 기초의 
설치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9. 또한, 향후 다양한 온실 구조물 형태와 실제 설치조건 및 
환경조건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나아가 농업 시설재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70 -

참 고 문 헌

1. Amir, H. M. and T. Hasegawa, 1988. Greenhouse structure 
design optimization. Journal of Irrigation Engineering and 
Rural Planning 1988(14): 33-52. doi: 10.11408/jierp1982. 
1988.14_33.

2. Baille, A., 2000. Trends in greenhouse technology for 
improved climate control in mild winter climates. V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tected Cultivation in Mild 
Winter Climates: Current Trends for Sustainable Technologies 
559: 161-168. doi: 10.17660/ActaHortic.2001. 559.23.

3. Briassoulis, D., Dougka, G., Dimakogianni, D. and I. Vayas, 
2016. Analysis of the collapse of a greenhouse with vaulted 
roof. Biosystems Engineering 151: 495-509. doi: 10.1016/ 
j.biosystemseng.2016.10.018.

4. Briassoulis, D. and E. Schettini, 2003. Analysis and design of 
low-density polyethylene greenhouse films. Biosystems 
Engineering 84(3): 303-314. doi: 10.1016/S1537-5110(02) 
00241-6.

5. Castellano, S., Candura, A. and G. Scarascia-Mugnozza, 2005. 
Greenhouse structures SLS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and 
normative aspects. ISHS Acta horticulturae. 691: 701-708. 
doi: 10.17660/ActaHortic.2005.691.86.

6. Cho, H. J., Hwang, S. W., Han, K. H., Cho, H. R., Shin, J. H. 



- 71 -

and L. Y. Kim, 2009.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upland 
soils under organic farming.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42(2): 98-102 (in Korean).

7. Choi, M. K., Ryu, H. R., Cho, M. W. and I. H. Yu, 2017. 
Effect of the member joint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an 
arch-type multi-span greenhouse: a full-scale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y.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6(4): 402-410 (in Korean). doi: 10.12791/KSBEC.2017.26. 
4.402.

8. Choi, M. K., Yun, S. W., Kim, H. T., Lee, S. Y. and Y. C. 
Yoon, 2014. Field survey on the maintenance status of 
greenhouses in Korea.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3(2): 148-157 (in Korean). doi: 10.12791/KSBEC. 
2014.23.2.148.

9. Emekli, N. Y., Kendirli, B. and A. Kurunc, 2010. Structural 
analysi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of Turkey.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9(21): 3131-3139.

10. EN 13031-1 (European standard), 2001. Greenhouses: 
Design and construction - Part 1: Commercial production 
greenhouses. SIS - Bygg och anläggning, No. STD-32452.

11. Grafiadellis, M., 1999. The greenhouse structures in 
Mediterranean regions-problems and trends. Cahiers Options 
Mediterraneennes 31: 17-27.

12. Hong, S. W., Kim, R. W. and W. Choi, 2017. Structural 



- 72 -

safety of single-span greenhouses under wind load of costal 
reclaimed la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9(4): 109-117  (in Korean). doi: 
10.5389/KSAE.2017.59.4.109.

1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3.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14. Iribarne, L., Torres, J. A. and A. Peña, 2007. Using 
computer modeling techniques to design tunnel greenhouse 
structures. Computers in industry 58(5): 403-415. doi: 
10.1016/j.compind.2006.09.001.

15. Jeong, S. W., Park, J. Y., Huh, M. R. and J. C. Park, 2008. 
Analysis on the safety structure under 1-2W type 
greenhouse for paprika culture.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al, 2008 Spring 
Conference 17(1): 398-401 (in Korean).

16. Jilin, Q., Jianming, Z. and Z. Yuanlin, 2003. Influence of 
freezing-thawing on soil structure and its soil mechanics 
significance. Chinese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Engineering 22(2): 690-2.

17. Kendirli, B., 2006. Structural analysis of greenhouses: A 
case study in Turkey. Building and environment 41(7): 



- 73 -

864-871. doi: 10.1016/j.buildenv.2005.04.013.
18. Kim, B. J., Kim, K. W., Lee, S. H., Hwang, Y. C. and D. S. 

Park, 2008. Effect of varying water content on the 
Mohr-Coulomb shear strength parameters for soils.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9(1): 47-54 (in 
Korean).

19. Kim, K. W., Yun, J. H., Chang, Y. S. and J. K. Jeun, 1998. 
3-D structural safety analysis in plastic greenhouse (1-2W 
type) by computer-aided fem.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1998 Summer 
Conference 129-135 (in Korean).

20. Kim, M. K. and S. W. Nam, 1995. Experimental studies on 
the structural safety on pipe-houses. Journal of Biological 
Produc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Control 4(1): 17-24 
(in Korean).

21. Kim, M. K., Son, J. E. and S. W. Nam, 1992. Studies on 
the structural design of biological production facility 2. 
Simple methods for design load estimation and safety test. 
Journal of Biological Produc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ontrol 1(2): 148-153 (in Korean).

22. Kim, R. W., Lee, I. B. and K. S. Kwon, 2017a. Evaluation 
of wind pressure acting on multi-span greenhouses using 
CFD technique, Part 1: Development of the CFD model. 
Biosystems Engineering 164: 235-256. doi: 10.1016 
/j.biosystemseng.2017.09.008.



- 74 -

23. Kim, R. W., Hong, S. W., Lee, I. B. and K. S. Kwon, 
2017b. Evaluation of wind pressure acting on multi-span 
greenhouses using CFD technique, part 2: Application of the 
CFD model. Biosystems Engineering 164: 257-280. doi: 
10.1016/j.biosystemseng.2017.09.008.

24. Kim, R. W., Lee, I. B., Yeo, U. H. and S. Y. Lee, 2019a. 
Estimating the wind pressure coefficient for single-span 
greenhouses using an large eddy simulation turbulence 
model. Biosystems Engineering 188: 114-135. doi: 10.1016 
/j.biosystemseng.2019.10.009.

25. Kim, R. W., Lee, I. B., Yeo, U. H. and S. Y. Lee, 2019. 
Evaluation of various national greenhouse design standards 
for wind loading. Biosystems Engineering 188: 136-154. 
doi: 10.1016/j.biosystemseng.2019.10.004.

26. Kweon, G. C. 2004. Freezing and thawing characteristics of 
subgrade soil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4(2D): 213-219 (in Korean).

27. Lee, J. W., 2013. Analysis of safety wind speed and snow 
depth for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according to 
growing crops.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31(4): 280-285  (in Korean). doi: 10.14518/crals. 
2013.31.4.009.

28. Lee, J. W., Baek, C. H., Lee, H. W. and S. W. Chung, 2014.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greenhouse models for 
oriental melon cultivation in Seongju region. Protected 



- 75 -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3(2): 95-108 (in Korean). 
doi: 10.12791/KSBEC.2014.23.2.95.

29. Lee, S. G., Lee, J. W., Kwak, C. S. and H. W. Lee, 2008. 
Experimental study on the ground support conditions of pipe 
ends in single span pipe greenhouse. 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 17(3): 188-196 (in Korean).

30. Lee, S. G., Lee, J. W. and H. W. Lee, 2005. Development 
of one-span vinyl house for reduction of damage by heavy 
snow.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14(2): 138-144 (in 
Korean).

31. Lee, S. G., Lee, J. W. and H. W. Lee, 2006. Structural 
analysis of pipe greenhouse under snow load considering 
buckl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15(1): 264-267.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in Korean).

32. Lee, S. G., Lee, H. W., Lee, J. W., Park, C. U. and S. Y. 
Lee, 2007. Development of optimum model and design 
systems for saving structural material and improving safety 
of greenhouse struc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 (in Korean).

33. Liu, H. and J. Wang, 2011. Influence of freeze-thaw cycles 
on resilient modulus of different plasticity index subgrade 
soil.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mote Sens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3215-3218. 



- 76 -

IEEE. doi: 10.1109/RSETE.2011.5964998.
34. MAFRA, 2014. Standard designs and specifications for 

disaster resilience of horticultural facilitie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 2014-78 (in 
Korean).

35. MAFRA, 2019. Greenhouse and protected vegetable 
production statistics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No. 11-1543000-000051-10. Sejong (in 
Korean).

36. MIFAFF, 1999. Standards for structural design of 
greenhouses.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o. 99-Yu Tong 34 (in Korean).

37. MIFAFF, 2010. Specification and Drawing of Horticulture 
facilit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o. 2010-128 (in Korean).

38. Moriyama, H., Mears, D. R., Sase, S., Kowata, H. and M. 
Ishii, 2003. Design considerations for small-scale pipe 
greenhouses to prevent arch buckling under snow load. 2003 
ASAE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doi: 10.13031/2013.13861.

39. Na, W. H., Lee, J. W., Rasheed, A., Kwak, C. S., Lee, S. 
Y., Yoon, Y. C. and H. W. Lee, 2017. Calculation of crop 
loads for structural design of greenhouse.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6(4): 301-309 (in Korean). 
doi: 10.12791/KSBEC.2017.26.4.301.



- 77 -

40. Nam, S. W. and Y. S. Kim, 2009. Actual state of structures 
and environmental control facilities for tomato greenhouses 
in Chungnam regio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6(1): 73-85 (in Korean).

41. Ogawa, H., Tsuge, I., Sato, Y., Hoshiba, S. and S. 
Yamashita, 1989. Experimental analysis on strength of 
pipe-houses with ground anchoring (1). Journal of the 
Society of Agricultural Structures, Japan 19(3): 173-182 
(in Japanese). doi: 10.11449/sasj1971.19.173.

42. Park, C. S. and J. S. Choi, 2019.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of deep mixing ground according to 
increasing water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35(3): 25-35 (in Korean). doi: 
10.7843/kgs.2019.35.3.25.

43. Park, C. W., Lee, J. W., Lee, H. W. and S. G. Lee, 2005. 
Optimum design of greenhouse structures using continuous 
and discrete optimum algorithm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hell and Spatial Structures 5(4): 61-77 
(in Korean).

44. Park, S. E., Lee, J. W., Lee, S. G. and J. H. Choi, 2010a. 
Analysis and reinforcing method of greenhouse frame for 
reducing heavy snow da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0(4): 1-7 (in Korean).

45. Park, S. E., Lee, J. W., Lee, S. G., Lee, H. W. and J. H. 
Choi, 2010b. The cause analysis of greenhouse damage for 



- 78 -

heavy snow using large displacemen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10(2): 61-68 (in 
Korean).

46. Ren, J., Wang, J., Guo, S., Li, X., Zheng, K. and Z. Zhao, 
2019.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static properties and 
stability of a large-span plastic greenhouse.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165: 104957. doi: 10.1016/ 
j.compag.2019.104957.

47. Ryu, H. R., Yu, I. H., Cho, M. W. and Y. C. Um, 2009. 
Structural reinforcement methods and structural safety 
analysis for the elevated eaves height 1-2W type plastic 
greenhouse.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18(3): 
192-199 (in Korean).

48. Ryu, H. R., Lee, E. H., Cho, M. W., Yu, I. H. and Y. C. 
Kim, 2012. Evaluation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lastic greenhouse by full-scale testing and finite element 
analysis.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1(4): 
459-465 (in Korean). doi: 10.12791/KSBEC.2012.21.4.459.

49. Ryu, H. R., Cho, M. W., Yu, I. H., Lee, E. H., Woo, J. G. 
and J. Y. Lee, 2011. Effects of semi-rigid connection and 
foundation type on static behavior of plastic greenhouse.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61-62.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in Korean).

50. Shin, H., Kim, J., Lee, J. and D. G. Kim, 2017. Numerical 



- 79 -

study on freezing and thawing process in modular road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33(3): 
49-62 (in Korean). doi: 10.7843/kgs.2017.33.3.49.

51. Suh, W. M., Choi, M. K., Bae, Y. H., Lee, J. W. and Y. C. 
Yoon, 2008. Structural safely analysis of a modified 1-2W 
type greenhouse enhanced for culturing paprika.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17(3): 197-203 (in Korean).

52. Von Elsner, B., Briassoulis, D., Waaijenberg, D., Mistriotis, 
A., Von Zabeltitz, C., Gratraud, J., Russo, G. and R. 
Suay-Cortes, 2000a. Review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Part I, design requirem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75(1): 1-16. doi: doi.org/10.1006/jaer. 
1999.0502.

53. Von Elsner, B., Briassoulis, D., Waaijenberg, D., Mistriotis, 
A., Von Zabeltitz, C., Gratraud, J., Russo, G. and R. 
Suay-Cortes, 2000b. Review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part II: Typical designs. Journal of 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75(2): 111-126. doi: 10.1006/jaer.1999.0512.

54. Von Zabeltitz, C., 2011. Integrated greenhouse systems for 
mild climates: climate conditions,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climate control. Springer, Berlin, Heidelberg. 
doi: 10.1007/978-3-642-14582-7.

55. Waaijenberg, D., 1990. Standard for film-covered 



- 80 -

greenhouses. Acta Horticulturae 281: 129-137.
56. Waaijenberg, D., 2006.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greenhouse structures. Acta Horticulturae 710: 31-42. 
doi: 10.17660/ActaHortic.2006.710.1.

57. Yang, I. K. and S. W. Nam, 2009. Development of a 
gable-roofed prefabricated pipe-house for improvement of 
snow endur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1(3): 71-78 (in Korean). doi: 
10.5389/KSAE.2009.51.3.071.

58. Yoo, C. S. and B. N. Shin, 2011. Effect of cyclic 
freezing-thawing on compressive strength of decomposed 
granite soils. Journal of the Korean Geosynthetics Society 
10(1): 19-28 (in Korean). doi: 10.12814/jkgss.2011.10.1. 
019.

59. Yoon, Y. C., Kim, T. K., Choi, M. G., Kim, Y. J., Lee, J. W. 
and W. M. Suh, 2007. Natural disaster resistance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for strawberry cul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1(3): 63-68 (in 
Korean).

60. Yoon, Y. C., Lee, K. H. and C. Yu, 2003. A study on the 
uplift capacity improvement of pipe-framed greenhouse 
foundation using circular horizontal anchors. KCID journal 
10(2): 55-61 (in Korean).

61. Yoon, Y. C., Suh, W. M. and J. H. Cho, 2001. The uplift 
capacity of plane and corrugated piles for pipe frame 



- 81 -

greenhouse.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10(3): 
148-154 (in Korean).

62. Yu, I. H., Lee, E. H., Cho, M. W., Ryu, H. R. and D. G. 
Moon, 2013. Development of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s for hot pepper rainproof cultivation.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2(4): 371-377  (in 
Korean). doi: 10.12791/KSBEC.2013.22.4.371.

63. Yum, S. H., Kim, H. J., Chun, H., Lee, S. Y., Kang, Y. I., 
Kim, Y. H. and Y. H. Kim, 2005. Analysis of the structural 
safety in a non-heating greenhouse with a single cover for 
Citrus cultivation in Jeju.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14(3): 166-173 (in Korean).

64. Yum, S. H., Kwon, K. J., Sung, S. H. and Y. D. Choi, 2007. 
The installation effect and optimal pipe sizes of an 
anti-wind net by computational analysis.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32(6): 430-439 (in Korean). doi: 
10.5307/JBE.2007.32.6.430.

65. 남상운, 유인호, 2000. 파이프 골조 온실의 구조 및 
유지관리실태 조사분석. 한국농공학회지 42(4): 106-114.

66. 남상운, 2001. 파이프 골조 온실 구조물의 표준내용연수 연구. 
한국농공학회지 43(1): 96-101.

67. 남상운, 2002. 플라스틱 온실의 폭설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주 
장치 개발. 한국농공학회지 44(4): 107-113.

68. 농촌진흥청, 2013. 한국의 시설원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69. 류희룡, 2013. 온실의 기상재해 대응 기술 개발 현황. 



- 82 -

한국농공학회지 55(4): 22-27.
70. 류희룡, 문두경, 조명환, 유인호, 조일환, 이재영, 2014. 단동 

비닐하우스의 3 차원 구조 설계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2014: 128-128.

71. 이석건, 2000. 온실의 유지관리. 한국농공학회지 42(4): 
21-30.

72. 이종원, 박순응, 이석건, 이현우, 2009.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온실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 2009: 84-84.

73. 조희래, 장용선, 한경화, 조현준, 유진희, 정기열, 조광래, 
노안성, 임수정, 최승출, 이진일, 이원근, 안병구, 김병호, 
김찬용, 박준홍, 현승훈, 2012. 토지이용별 전국 농경지 
토양물리적 특성. 한국토양비료학회지 45(3): 344-352. doi: 
10.7745/KJSSF.2012.45.3.344.

74. 최원, 2002. FE-BEM을 결합한 벽체의 해석 방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 최원, 김한중, 윤성수, 이형진, 이정재, 2008. 파이프하우스 
구조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2008: 291-297.

76. 행정안전부, 2019. 2018 재해연보. 발간등록번호: 11-1741000 
-000002-11.



- 83 -

부 록



- 84 -

Boundary
condition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5 cm
(kgf)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Point 
9

Fixed -6.70 -6.96 -6.40 -4.75 -3.86 -4.75 -6.40 -6.96 -6.70

Hinged -6.56 -6.48 -5.47 -3.67 -2.72 -3.67 -5.47 -6.48 -6.56

Ground 
condition 1 -6.62 -6.94 -6.31 -4.64 -3.84 -4.64 -6.31 -6.94 -6.62

Ground 
condition 2 -6.74 -7.10 -6.60 -4.81 -3.96 -4.74 -6.42 -7.08 -6.67

Ground 
condition 3 -6.73 -7.11 -6.60 -4.82 -3.96 -4.74 -6.42 -7.08 -6.66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10 cm
(kgf)

Fixed -13.39-13.92-12.80 -9.50 -7.73 -9.50 -12.80-13.92-13.39

Hinged -13.11-12.95-10.95 -7.34 -5.45 -7.34 -10.95-12.95-13.11

Ground 
condition 1-13.29-14.51-13.02 -9.48 -7.79 -9.26 -12.54-14.03-12.97

Ground 
condition 2-13.25-14.09-13.03 -9.49 -7.81 -9.28 -12.55-14.04-12.94

Ground 
condition 3-13.18-14.08-12.97 -9.45 -7.88 -9.35 -12.61-13.93-12.92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15 cm
(kgf)

Fixed -20.09-20.88-19.20-14.26-11.59-14.26-19.20-20.88-20.09

Hinged -19.67-19.43-16.42-11.02 -8.17 -11.02-16.42-19.43-19.67

Ground 
condition 1-19.67-21.03-19.57-14.44-11.85-14.86-19.13-21.41-19.71

Appendix A  Axial force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s 
under various snow depths

부록 A. 경계조건에 따른 축방향력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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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condition 2-19.87-21.35-19.72-14.44-12.03-14.32-19.31-21.32-19.72

Ground 
condition 3-19.87-21.35-19.72-14.44-12.03-14.32-19.31-21.32-19.72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20 cm
(kgf)

Fixed -26.78-27.84-25.60-19.01-15.46-19.01-25.60-27.84-26.78

Hinged -26.23-25.90-21.89-14.69-10.90-14.69-21.89-25.90-26.23

Ground 
condition 1-26.06-28.03-25.96-19.16-15.92-19.96-25.62-28.33-26.22

Ground 
condition 2-26.25-28.56-26.36-19.37-16.21-19.22-25.81-28.52-26.06

Ground 
condition 3-25.69-28.77-26.52-19.65-16.58-19.49-25.96-28.73-25.55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25 cm
(kgf)

Fixed -33.48-34.80-32.00-23.76-19.32-23.76-32.00-34.80-33.48

Hinged -32.79-32.38-27.37-18.36-13.62-18.36-27.37-32.38-32.79

Ground 
condition 1-32.94-35.63-32.90-24.12-20.14-23.93-32.21-35.59-32.70

Ground 
condition 2-32.37-35.85-33.06-24.42-20.54-24.22-32.36-35.80-32.17

Ground 
condition 3-32.11-35.96-33.14-24.56-20.73-24.36-32.44-35.91-31.94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30 cm
(kgf)

Fixed -40.17-41.76-38.39-28.51-23.19-28.51-38.39-41.76-40.17

Hinged -39.34-38.86-32.84-22.03-16.35-22.03-32.84-38.86-39.34

Ground 
condition 1-39.22-42.85-39.54-29.08-24.35-28.84-38.71-42.80-38.94

Ground 
condition 2-38.23-43.26-39.85-29.61-25.06-29.37-39.00-43.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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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condition 3-36.18-43.69-39.36-30.10-26.07-30.64-40.35-43.90-36.86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35 cm
(kgf)

Fixed -46.87-48.72-44.79-33.26-27.05-33.26-44.79-48.72-46.87

Hinged -45.90-45.33-38.32-25.70-19.07-25.70-38.32-45.33-45.90

Ground 
condition 1-45.41-50.13-46.23-34.10-28.64-33.82-45.26-50.06-45.12

Ground 
condition 2-43.83-50.75-46.80-35.18-29.62-34.48-45.50-51.59-43.52

Ground 
condition 3-41.03-51.62-47.38-36.23-31.02-35.51-46.04-51.97-41.00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40 cm
(kgf)

Fixed -53.56-55.68-51.19-38.01-30.92-38.01-51.19-55.68-53.56

Hinged -52.46-51.81-43.79-29.38-21.79-29.38-43.79-51.81-52.46

Ground 
condition 1-51.43-57.43-52.93-39.14-32.98-38.83-51.81-57.35-51.13

Ground 
condition 2-49.35-58.57-54.55-41.09-34.18-41.65-52.06-58.28-49.02

Ground 
condition 3-45.49-59.74-55.12-42.52-36.25-43.19-52.95-59.35-45.99

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45 cm
(kgf)

Fixed -60.26-62.64-57.59-42.77-34.78-42.77-57.59-62.64-60.26

Hinged -59.02-58.28-49.26-33.05-24.52-33.05-49.26-58.28-59.02

Ground 
condition 1-57.35-64.79-59.68-44.27-37.41-43.92-58.41-64.70-57.06

Ground 
condition 2-53.80-65.69-59.57-45.42-39.27-45.41-59.55-65.66-54.11

Ground 
condition 3-49.41-67.74-62.31-48.47-41.61-49.08-59.53-67.3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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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force under snow depth of 50 cm
(kgf)

Fixed -66.95-69.61-63.99-47.52-38.65-47.52-63.99-69.61-66.95

Hinged -65.57-64.76-54.74-36.72-27.24-36.72-54.74-64.76-65.57

Ground 
condition 1-62.78-72.26-66.49-49.53-42.03-49.13-65.07-72.15-62.54

Ground 
condition 2-58.59-73.78-67.73-51.81-44.39-50.80-65.82-74.28-58.56

Ground 
condition 3-53.23-75.67-69.47-54.40-46.90-52.56-66.26-75.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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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tructural Analysis Model for 

Pipe Structure reflecting Ground Condition

Lee, Sangik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climate change and unpredictable surges in 
meteorological disasters continue to damage greenhouses. 
Although standard design and structural safety standards have 
been operated, they do not fully reflect the environment where 
greenhouse is actually installed. In winter especially, when 
heavy snow occurs, the ground condition can be drastically 
changed due to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of the soil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between night and day.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which can reflect 
the ground conditions for pipe structure installed on the ground 
such as greenhouse was developed, and structural analysis with 
safety review was conducted. The structural experiment was 
performed considering load and ground conditions, i.e., the load 
conditions were designed by analyzing the equivalen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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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at the boundary, and the ground conditions of three 
different strengths were designed by setting the same or 10% 
increase or decrease in dry density of the experiment site. To 
develop the structural analysis model, the prescribed 
displacement and rotation boundary were applied, and the 
displacement and rotation derived from the structural experiment 
were used.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developed model and 
the existing methods, i.e., fixed and hinged boundary, was 
conducted to analyse the cross-sectional forces and safety 
review. The results of bending moment reflecting the ground 
conditions were similar to those from the fixed boundary under 
small load conditions. However, under high load conditions, they 
were greater than the results from the fixed by 24.5% to 
44.9%, because the ground was destructed with increasing load. 
At the points except the boundary, the results reflecting the 
ground conditions existed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fixed 
and the hinged. Also, the greater the load and the looser the 
ground, the closer they were to the hinged. Consequently, in the 
case of pipe structure installed on the ground, the boundary 
condition could be considered as being between fixed and 
hinged, however, as load increased, it was analyzed to change 
into boundary condition worse than hi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afety review, the limit snow depth has 
decreased by up to 25% when the ground conditions were 
reflect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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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ethods could lead to underestimation of the design. 
Therefore, when the structure is installed on the ground where 
strength is not sufficiently secured, it is recommended that the 
analysis of safety design criteria reflecting the ground 
conditions should be performed.

Keywords : Pipe structure; Greenhouse; Structural analysis; 
Ground condition; Snow load; Boundary condition; 
Structur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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