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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이전 - 파고라 & 도서관 책장 Design 공모전

2011년 상반기부터 일하게 될 신사옥 정원에 설치될 파고라와 도서관의 책장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원들의 창의성 향상과 함께 우리가 일할 공간을 직접 꾸밀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
고자 개최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실제 신사옥에 시공되며 설계자 명패를 함께 부착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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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SSE WORKSHOP 산행
창립 21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에서 CSSE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화창한 날씨에 업무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 위해 청계산
매봉 정상을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왕복하였습니다. 등반 후에는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파전, 도토리묵 등을 먹으며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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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의 구조성능
백기열, 정미루

한강 예술섬 구조설계

비가 커서 축하중 지지용으로 사용된다.

* 월간건축 5월호와 건축구조 5월호에 게재된 기사를 편집하여 싣습니다.
김종수 대표이사 jskim@csse.kr, 백기열 실장 cutty9@csse.kr, 허윤섭 소장 yunsup@csse.kr
우리는 으레 구조계산 또는 구조설계라 하면
“구조계산서”라는 성과물을 떠올린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구조계획서”를 활성화
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성과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구조도면을 구조
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
면서 구조계산서의 양식도 외국처럼 구조계획
서를 통해 관련 기술자에게 구조설계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필요가 있고, 좀 더 전문
적인 해석 관련자료는 관련파일을 이용하면 파
악할 수 있다. 이번 기술기사에서는 한강예술
섬의 구조설계에 포함되는 “구조계획서”의 일
부를 소개하여 구조에 관한 친절하고 많은 정
보가 관련기술자 및 설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지붕 다이아몬드형 격자의 크기
건축설계는 전 지붕에 다이아몬드형 격자의
형태를 원했다. 일반 건축문양의 크기는 4m x
6m 다이아몬드이며 건축문양에 맞추기 위해
8m x 12m와 12m x 18m가 고려되었다.
설계강도, 원가, 부재의 수, 연결상세, 제작 및
설치를 고려하여 기본형태는 가장 구조설계에
적합한 8m x 12m가 결정되었다. 구조격자의
칫수는 지점부근 또는 응력이 집중되는 곳 등
필요시에는 4m x 6m로 보강이 되었다.
4.2 건축 격자의 생성
지붕 다이아몬드 문양의 생성에 사용된 라이
노(Rhino)의 “Offset curve on surface" 명
령어이다. 기본선은 ”영점“이다. 명령된 기본지
점에 위치한다. 이 영점은 건축과 구조 양쪽의
기준이 되는 연결점이다.

3. 구조트러스의 높이는 2.5m, 3.5m, 5m 세
종류 이다.
4. 건축 외곽선에서 구조부재까지의 떨어짐은
500mm이다. 이 선이 구조부재의 외곽선이다.

5.3 지붕구조의 높이
지붕구조의 높이는 건축에서는 독특하고 가
벼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끝부분을 향해서는
얇아지지만 처짐과 강성에 의해 결정된다. 강도
와 강성에 균형을 맞춘 적정높이와 부재크기가
정해진다. 이러한 건축과 구조의 요구사항에
맞춰 지붕구조 높이는 5.0m~2.5m로 결정되었
다.

5. 지붕구조 시스템
5.1 지붕구조 시스템
한강예술섬의 지붕은 건축의도를 반영한 역동
적인 자유곡면이다. 캔티레버와 긴 경간 때문에
거더와 같은 단일부재는 시스템에서 배제되었
고, 자유곡면의 형태 때문에 쉘 구조 또는 마스
트를 이용한 인장구조와 막구조 등도 배제됐다.
따라서 지붕구조는 건축마감의 격자문양을
고려하여 트러스 시스템을 채택했다.
- 지붕은 건축의 다이아몬드 격자 문양과 일치
하는 평면트러스이다.

2.5m

3.0m

5.0m

0.5m까지 얇아짐

위 구조높이는 상현재와 하현재의 중심 간격
간 거리이다.
지붕구조의 높이
총구조높이 = 트러스높이 + 원형강의 지름
(269mm~406mm) + 연결강판(100mm)

- 트러스는 와렌형(Warren-type)구조이다.
- 트러스 모듈은 4m x 6m로 보강이 가능한 기
본형이 8m x 12m의 격자이다.
- 다이아몬드의 방향은 동서방향으로 긴 다이
아몬드격자이다.

선택 된 지붕구조시스템은 아래 같은 장점이
있다.
그림1. 한강예술섬 조감도

1. 소개 및 구조설계의 목표
1. 1 소개
한강예술섬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노들섬에
위치하며, 이 프로젝트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
화와 상징의 중요한 건물이 될 것이다. 전체 건
축설계는 DMP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했으며,
구조설계는 크게 지붕구조와 하부구조로 구성
된다. 상부지붕구조는 ARUP, Hong Kong에
서 기본설계를 실시설계는 CS구조에서 수행했
다. 풍동실험은 RWDI, Toronto에서 수행했으
며, 하부구조는 전체 구조 설계를 CS구조에서
수행했다. 전체 구조설계의 책임은 CS구조엔
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에 있으며 책임 구조기
술자는 CS구조의 김종수(구조기술사)대표이사
이다.
1.2 목표

2. 구조설계기준
3. 상호간섭을 고려한 설계조건
4. 지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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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생성된 건축격자

그림3. 은 지붕의 건축에서 생성된 격자이다.
구조트러스 격자는 마감을 고려한 수치를 고려
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지붕면의 유기체 같은 이중곡율 때문에 최종
격자 단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히 4m x 6m
가 되지 않고, 각 다이아몬드 격자는 약간 다른
칫수를 갖는다.
4.3 구조격자의 생성

- 건축 형태나 문양에 일치하는 구조 효율이 높
은 트러스
- 제작, 상세와 조립이 간편한 구조부재수의
최소화
- 지붕마감과 서비스의 다음 작업이 용이
-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쉬운 간편한 상세 적용
- 강재물량을 100kg/㎡ 이내로 경량화

5.2 지붕지지 시스템
한강예술섬의 지붕은 오페라 하우스, 심포니
홀, 강당, 타워 및 카페지역을 덮고 있다. 지붕
의 지점은 각실의 상부구조에 의해 지지된다.
상부구조의 기둥, 콘크리트코어 등의 위치와
강성에 따라 지지된다.

6. 하부구조 시스템
6.1 기초 / 6.2 오페라 하우스 /
6.3 심포니 홀 / 6.4 강당 / 6.5 기타

7. 구조용 풍동실험과 설계 풍하중
7.1 소개
여기는 RWDI(Guelph, Canada)에서 수행한
풍동실험의 결과를 정리한다. 풍하중은 시간
에 따라 변하는 풍압분포와 구조설계팀에서
수행한 지붕의 동적특성과 연계하여 수행되었
다. 최대 정적하중과 최대 동하중이 각 경우의
하중조건으로 정리되었다.
7.2 풍하중을 위한 동시 풍압 해석
7.2.1 하중 효과 분석
RWDI 풍동실험은 지붕전면 500개소이상에
서 동시에 풍압측정을 했다. 중요한 구조요소
즉 구획하중의 영향을 받는 곳과 동적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하중조건을 구하였으며, 모두
21가지의 하중조건이 지붕구조설계에 적용되
었다.
그림6. 은 지붕구조가 비틀어짐, 연직 및 수평
하중에 예민한 곳을 나타낸다.

7.2.2 동적특성
풍동모델은 강해서 동적 특성을 표현하지 못
한다. 그러나 실제지붕은 돌풍효과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아래 표는 RWDI에서 적용한 최
대 25%까지 증폭되는 동적증폭계수(DAF)를
나타낸다.
[표] 내민지붕부분의 연직하중에 적용된 동적
증폭계수(생략)
7.3 지붕에 적용된 풍하중
RWDI 풍동실험은 면의 형태로 21가지의 하중
조건을 도출했다. 면의 풍압력은 면의 상부면과
하부면에서 측정된 앞의 시각이력의 합을 포함
한 순압력이다. 500개소이상에서 측정된 압은
상부면에서 83개소 측면에서 57개소로 정리됐다.

9.4 반응 스펙트럼 해석
지붕의 지진응답 참여율이 95%를 넘기위해
리츠(Ritz) 해법이 사용되었다. 실제 참여율은
X, Y, Z 방향으로 각 98%, 97%, 93.2%이다.
모드 댕핌은 탄성지진해석에서 2%로 고려되었
다. 지진하중은 2개의 수평방향과 한개의 연직
방향이 동시에 적용됐으며, 3방향의 가속도비
는 X, Y, Z = 1.0, 0.85, 0.65 또는 0.85, 1.0,
0.65이다.
-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

8. 적설하중
9. 탄성지진하중
9.1 해석 소프트웨어 지진해석과 동적해석은
CSI(캘리포니아)사에서 개발된 상업용 건물해
석 팩키지를 사용했다.
9.2 해석모델
3D모델은 지붕구조와 그 아래 지지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지붕구조는 가구 요소로 모델
했으며 동적해석에서는 질량은 절점에 덩어리
하중으로 작용시켰다.
9.3 모드해석
모드해석은 3D해석모델로 수행했으며 고유치
해석에서는 지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한 120모드
를 사용했다. 구조체는 낮은 진동수범위의 국
부모드형태에 의해 지배된다. 질량으로는 고정
하중은 100% 고려했고, 적재하중의 50%까지
고려했다. 총 지진질량은 300,000톤 미만이다.
[표]주요모드와 질량참여율(생략)
지붕구조와 지지요소의 모드 형태는 위 표에
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붕구조의 진동은 낮은
진동수 영역이다.
1차 모드에서는 서쪽 타워에서 수평방향으로
변형이 생기지만 15차 모드에서는 같은 곳에서
수직진동이 발생한다. 지붕이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전체 지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
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차 진동수에서는 건물
의 진동이 어느정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동
시에 몇 개의 건물에서 짝힘이 발생한다. 그러
므로 건물의 진동에 따른 지붕구조의 영향은 아
래 반응응답해석에 포함되어 모두 고려되어 진다.

그림8. 연직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붕구역

- 반력
3D 해석에 의한 지진하중에 따른 전체 반력
은 아래와 같다.
방향

지점반력

지점반력 대 지진매스 비

X

190.8

6.55%

Y

189.1

6.49%

Z

126.5

4.34%

10. 좌굴해석
10.1 좌굴모드해석
10.2 비선형 탄성좌굴 검토

11. 피로파괴 검토
12. 처짐 해석
13. 지점 반력
14. 부재설계
15. 접합부 설계
16. 접합부 FEM 해석
17. 시공을 위한 제안
(Erection Engineering)

그림3. 건축격자로부터 생성된 3D구조 트러스

맺으면서
구조설계를 위해 다음 원칙들을 적용하였다.
1. 건축설계로부터 지붕의 표면칫수를 받았다.
구조 형상은 건축의 표면형상을 따르며, 지
붕 하부 건축면과는 상관이 없다.
2. 트러스 상현재의 중심선은 건축 상부 표면
에서 700mm 떨어짐(offest)을 적용했으며,
떨어짐의 방향은 면과 직각이다.

Mode 1(f1=0.941 Hz)

Mode 3(f3=1.113 Hz)

Mode 4(f4=1.150 Hz)

Mode 6(f6=1.327 Hz)

Mode 7(f7=1.345 Hz) Mode 10(f10=1.485 Hz)

그림4. 지붕지지점 배치도

지붕의 횡강성은 지붕과 연결된 계단, 승강기
등의 코어에 의해 확보된다. 기둥은 높고 세장

그림6. 연직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붕구역

전체 분량관계로 자유곡면으로 구성되는 지
붕관련 계획서 위주로 소개를 했다. 위와 같은
구조계획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해당 기
술자들이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더 좋은 제안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CS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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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돔 야구장의 구조 디자인 프로세스

국내 최초의 돔 야구경기장.
CS구조엔지니어링의 광명 경륜돔(SPEEDOM) 프로젝트 이후 또 다시 국내 기술로 설계된 돔구조.

Structural Design Process of Dome Structure

협소한 부지의 특성과 건축의 조형성을 고려한 비정형의 형상의 구조.
허윤섭 소장 yunsup@csse.kr, 최종인 실장 cji815@csse.kr, 백기열 실장 cutty9@csse.kr, 정미루 사원 merooda@csse.kr
서남권 돔 야구장은 국내 최초의 돔 야구경
기장으로서,CS구조엔지니어링으로서는 광명
경륜돔(SPEEDOM) 프로젝트 이후 또 다시 국
내 설계기술로 돔 경기장을 설계하게 되었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협소한 부지의 특성과 건
축의 조형적인 의지로 인해 비정형의 형상을 갖
고 있어 비정형 구조의 설계가 이슈가 되었으며,
기존 하프돔 구조시스템에서 완전한 돔 구조의
경기장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상부구조 시스
템이 결정되기 전에 파일공사가 먼저 시작되는
여건 상 Fast-track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3-6외 10필지 일부

·규

모 : 지하 2층, 지상 4층

ALT 0
(Rib + Grid Dome -기존안)

ALT 1
(Rib + Cable Truss Dome)

Rib Truss와 Inner Grid로 구성된
철골 Truss Dome System

· 연 면 적 : 47,800㎡
· 최고높이 : H=71.35m (EL+84.95 m)

Rib Truss와 Under-Tension
Cable Truss를 이용한
Hybrid System

ALT 2
(Grid Dome)
Double Layer Gird와 골조막을
형성하는 Single Layer Grid를
이용한 Hybrid System

ALT 3
(Cable Dome)
Tensegrity에 의한
방사형 케이블 구조 시스템

· 좌 석 수 : 22,258석 (+2,054석)
· 구조형식 : 하부구조 - RC 라멘구조 + PC Stand

108m

·용

100m
121m

145m

상부구조 - Steel Space Frame + 골조막구조

158m
218m

130m
180m

도 : 체육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 건축설계 : 일건건축
· 구조설계 : (주)C·S구조엔지니어링
· 시 공 사 : 현대산업개발

그림1. 서남권 돔 야구장 조감도

그림8. 시스템 개요(요약)

설계 개요
서울 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일대에 건
설 예정인 서남권 돔 야구장은 서울특별시 도
시기반 시설본부에서 발주하였고,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경기장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돔 지붕의
전체규모는 160M(폭)×218M(길이)×30M(높이)
철골 트러스 구조로서, 건축면적 28,463㎡,
연면적 59,791㎡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
설의 용도로 사용될 건축물이다.
프로젝트의 돔은 좌우측 폭이 좁은 비정형
대지와 건축의 조형적인 의지로 인해 장축에
대해 비정형의 형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정
형 지붕구조 설계 프로세스와 fast-track 설계
진행과정을 중심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형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하지만 형태저항형상
은 적용 하중의 가변성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특히 압축계 형태저항
형식은 다양한 적용하중에 따른 형상의 변경
이 불가능하여 필수적으로 휨모멘트가 발생
하게 되어 완벽한 형태저항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곡률

Case 1

Case 2

Case 3

2.65e-11~
-2.65e-11

0~
-9.8e-12

-9.8e-11~
-9.8e-12

그림5. 패스트 트랙 및 현장기술 지원 업무

표1. 케이스별 가우스곡률

그림10. 은 지붕 구조 시스템의 대안에 대한
변형형상의 검토를 수행한 그림이다. 변형 전
과 변형 후의 형상을 평면과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250

그림3. 가우스곡률 분석

200

150

Inner Ring

100

1. 비정형 지붕구조의 설계 프로세스
서남권 돔 야구장은 비정형 구조물로 설계과
정에서 이상적인 형상을 찾아내고 구조체를 그

Rib Truss

그림6. 패스트 트랙에 따른 기초 형식 검토

50
ALT-0

그림4. 형태로부터 구조시스템 도출

Outer Ring

(a) Guggenheim Museum in Bilbao

(b) Weatherhead School of Management
그림2. 비정형 구조물의 디자인(형태 v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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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지붕구조의 형상 및 구성

본 프로젝트에서는 그림2. 과 같은 형상을 가
지며 구성은 그림3. 과 같이 Outer Ring과
Inner Ring, 이를 연결하는 Rib Truss로 구성
되어 있다.
형태와 구조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형태와 구조가 밀접한 경우
2) 형태와 구조 사이에 간극이 존재
3) 형태로부터 구조시스템을 도출
이 세 가지 관계 중, 3)의 경우 3차원 비정형
적인 돔의 형상으로 각 구조부재의 길이, 각도가
달라 공사비 및 공기 증가의 요인이 되고 제작

및 철골 부재 밴딩 등 작업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형태와 구조 관계 중
2)를 채택하였으며, 일차로 같은 곡률의 철골
입체 트러스가 골조(Rib Truss)를 이루고 있
으며, 골조와 마감 사이의 이차부재를 통하여
형태의 비선형성을 구현하였다. 표1. 및 그림4.
는 가우스곡률 분석의 결과이며 그림5. 는 단면
의 곡률을 나타내고 있다.

2. 설계
서남권 돔 야구장은 시공계획에 있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지붕 구조시스템 및 건축평면 확정 전에 가능
한 모든 대안에 대한 파일 설계와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붕 구조시스템 및 건
축평면이 확정되면 기시공 파일 기초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및 확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이후 단계에서는 그림5. 와 같이 파일 내력
부족 시 보강 설계 및 시공과 건축 도면과 상이
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보강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6. 은 패스트 트랙에 따른 기초 형식을 검
토한 그림이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기둥의 모임
이 돔 지붕 지지기둥이며, 지붕 구조 시스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일설계와 구조설계를 위해서는 그림8.
에서 보여주는 지붕 구조시스템의 대안에 대한
기둥의 위치에 따른 반력 검토(그림9.)가 필요
하다.
그림9.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위치에 따른 반
력의 분포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기둥
위치에 따른 반력 그래프로부터 파일 및 기초
설계 시 여러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각 대안의
반력 합(ENV-all)을 적용하여야 하여 패스트
트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ALT-1

ALT-2

그림9. 지붕 반력 검토

ENV(all)

3. 결론
서남권 돔 야구장 프로젝트 좌우측 폭이 좁
은 비정형 대지와 건축의 조형적인 의지로 인해
장축에 대해 비정형의 형상을 갖고 있다. 따라
서 형태와 구조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시
스템을 채택하여 일차로 같은 곡률의 철골 입체
트러스가 골조(Rib Truss)를 이루고 있으며,
골조와 마감 사이의 이차부재를 통하여 형태의
비선형성을 구현하였다.
또한 서남권 돔 야구장의 시공계획 시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을 채택함에 따라 지붕
구조 시스템의 대안 결정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대안에 따른 기둥의 위치에 따른 지붕 반
력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비정형 구조의 설
계를 위해 B.I.M 설계 기법을 사용하였다. 비
정형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을 위해서 B.I.M은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보
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구조설계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
다. CSSE.kr

(a)
ALT 1의
변형형상
검토

(b)
ALT 2의
변형형상
검토

그림10. 지붕 구조 시스템 변형형상 검토

CS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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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의 구조성능

공기막 구조의 장점인 경량성, 경관성, 운반성 및 시공성을

Structural Performance of Tensiong Air Beam System(TABS)

케이블 구조의 장점인 구조적 안정성 및 우수한 재하능력과 결합시킨 구조.

┌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대공간건축물건설기술개발사업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백기열 실장 cutty9@csse.kr, 정미루 사원 merooda@csse.kr
서 “Tensairity”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안되어져,
그림 1과 같이 교량 및 장스팬 지붕 등에 다양
한 미적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구조물이지만,
설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압력 및 케이블 장
력과 시스템 구조성능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
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 적용을 위한 구조성능
의 정성적, 정량적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S의 구조성능파악 및 설계
식 제안을 목적으로 TABS의 압력조건에 따른
구조성능 실험 및 FEM 해석을 실시, TABS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Tensioning Air Beam
System: 이하 TABS)은 공기막,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공기막 구조와 텐셔닝 구조를 결합한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경량인 동시에 공기막 구조
의 재하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며, 시공성 또한 뛰어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재인 공
기막과 프레임부재 등, 개부재 각각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TABS는 스위스의 엠파(EMPA)에

1. 보에 하중이 작용함으로써 공기막 보에
모멘트 발생
2. 작용된 모멘트로 인해 케이블에 인장력 작용
3. 케이블의 인장력이 접합부에 전달.

(Monotonic loading)로서 가력장치는 실린
더형 오일잭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체의 단
부경계조건은 실제 시공성을 고려하여 양단 핀
지점으로 설계하였다.

제안, 해석을 실시하였다. 프레임은 표1.(a)의
재료특성을 적용하였으며, 공기막 구조해석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CAE
를 사용하여, 비탄성 비선형해석을 실시하였다.

표1(a). TABS 의 재료 특성 (케이블, 각형강관)

그림6. 은 각 해당압력에 대한 하중-변위관계
를 실험값과 비교한 것이다. 100mabr에 대한
결과는 해석결과에 비해 실험결과의 강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0mbar의 구조
성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mabr 및 400mbar의 해석결과
는 실험결과와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
면 600mbar의 경우에는 해석결과의 강성이
실험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mbar의 경우와는 반대로, 구조실험에서 확
인한 600mbar의 구조성능이 저압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케이블
φ10(1×19)
지름 단면적
(mm) (mm2)
10

61.3

파단
하중
(kN)

각형강관
125×75×2.3 (SS400)
단위
E
중량
(GPa)
(g/m2)

84.7

0.49

210

ν

Fy
(GPa)

Fu
(GPa)

0.3

0.24

0.41

그림3. TABS의 기본개념도

TABS의 기본개념
TABS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막과 압축재
로 표현된 각형강관 부재, 공기막을 감싸는
케이블로 구성(그림2.)된다. 케이블은 각형강
관과 공기막을 결합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각
형강관의 양 끝단 및 중앙부에 연결된다. TABS
의 기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TABS는 경량인 동시에 공기막 구조의 재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시공
성 또한 뛰어나다. 또한 막 구조 본연의 아름
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각 요소부재
의 운반 또한 매우 용이하다. 공기막 구조의 장
점인 경량성, 경관성, 운반성 및 시공성을 케이
블 구조의 장점인 구조적 안정성 및 우수한 재
하능력에 결합시킨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TABS 구조실험 및 해석
TABS의 구조성능파악을 위해, 10m 스팬에
대한 휨 실험을 그림 4와 같이 실시하였다. 실
험변수는 공기막 보의 압력으로서, 100, 200,
400, 600mbar의 압력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
였다. TABS에 사용된 케이블 및 각형강관의
제원은 표1. 에 나타나 있다. 가력은 양단부로
부터 2.5m지점에 2점 가력을 하여 중앙부의
모멘트가 등분포 하중의 경우와 동일하도록
하였으며, 변위의 측정위치는 각 가력 점과 중
앙부로서 줄 변위계를 사용하였다. 케이블과
각형강관의 접합은 그림4. 와 같이 케이블을
스웨이징(Swaging)시켜, 각형강관과 볼트접합
하였다. 이것은 압력변화에 따른 공기막 보의
체적변화에 대해 케이블의 길이를 유연하게 조
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접합
부에 케이블 인장력 측정을 위한 로드셀(Load
cell)의 설치를 위함이다. 가력방법은 단조재하

Compression Element
(Frame)

Airbeam
(Membrane)

표1(b). TABS 의 재료 특성 (막)
E
(GPa)

Ts
(GPa)

ν

길이방향(warp)

510

530

0.41

직경방향(Fill)

310

460

0.25

그림2. TABS의 구성

그림1. TABS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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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TABS 실험체 전경 및 접합부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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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과 각형강관단부의 접합디테일(그림4.
우측상단)은 전술한바와 같이 경계조건은 양단
힌지조건으로, 케이블은 용접된 텐돈과 로드셀
을 관통하여 볼트로 체결된다. 또한 보의 중앙
접합부에 관한 접합디테일(그림4. 우측하단)은
TABS구조가 장스팬에 사용되어 압축재의 길이
가 길어지는 경우, 운반 및 시공의 편의성을 위
해 압축부재를 절단하여서 운반해야 할 경우
부재의 접합 및 각형강관과 케이블의 연결을
볼트접합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접합부 상세라고 할 수 있다.
TABS의 거동은 비선형적으로서, 실제 구조물
에 적용할 경우에는 경계조건을 고려한 구조해
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S와 같은 연성
구조물 해석시 막요소, 프레임 요소 및 케이블
요소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막과 케이블의 접촉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해석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
기서는 복잡한 해석모델링을 그림5. 와 같이 보
요소 및 스프링요소만을 사용하는 치환모델을

Cable
(Tensioning)

TABS 구조는 그림 3과 같은 언더텐션(Under
Tension) 트러스 보와 비교함으로서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두 구조는 유사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트러스의 수직재(Strut) 역할
을 공기 막이 대체한다는 것과 공기막이 보의
길이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지지되어 하중에 저
항하는 구조인 점을 알 수 있다.

무게
(g/m2)

그림5. TABS 구조해석 모델

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TABS는 구조적, 경
제적으로 매우 유효한 구조시스템으로 판단된다.

그림7. 차량재하실험 전경

25

20

하중(kN)

최근 국내에서는 대공간 구조물에 대한 관심
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돔구장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대공간 구조물의 경우에는 지붕구
조의 구조시스템 및 재료선정에 따라 구조물
전체의 거동 및 공사비가 결정되어 지므로, 목
적에 부합한 합리적인 구조시스템과 부재 설계
가 필요하다. 공기막 구조는 경량구조 시스템
으로서 일반적인 골조시스템보다 자중의 감소
로 인해 구조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 구조물
로 인식되지만, 그 형태 및 구조성능의 제한을
단점으로 들 수 가 있다. 공기막 구조는 2차
세계대전 후 레이더 기지국의 설비 보호막으
로 시작되었다. 민간분야에서는 1960년대에
Frei Otto가 공기막 주택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Thomas Herzog(1970년대)가 많은 기여를
했다. 공기막 구조는 오사카의 Expo‘70에서
다양한 건축 막 구조가 소개되면서 전성기를
열었지만, 도쿄돔(1988) 이후 대형 구조물에의
적용사례는 미비한 편이다.

그림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홍보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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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S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구조성능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 사업의 Pilot Project인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HRD 홍보관(그림8.) 신축공사에 요소
기술로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홍보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될 예
정이며 높이는 12.55m, 연면적은 917.2㎡인
대공간 구조로서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는
개폐식 지붕에 TABS를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6. TABS 구조실험 및 해석 결과

결론
TABS의 구조성능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성
평가를 위해 차량재하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
구조물은 2개의 TABS로 구성된 높이 1.5m
스팬 10m인 교량으로서, 사용된 공기막 보,
각형강관 및 케이블의 제원은 구조성능실험과
동일한 부재 및 재료를 사용하였다. 실제 차량
의 무게는 12kN으로, 실험에는 공기막 보의 공
기압을 안전성을 고려하여 400mbar로 설정하
였다. 차량재하실험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중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게차를 사용해 단순 재하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림7. 은 차량재하실험 전경을 나타낸 것이
며, 차량재하에 따른 TABS의 변형은 매우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설치시간은 약 30분
으로서 TABS의 우수한 시공성을 확인할 수 있

본 연구에서는 공기막의 압력에 따른 TABS
의 실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한 해석 및 고찰을
통하여, TABS의 구조성능과 해석에 제안된 모
델도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량부
재로서 뛰어난 구조성능을 발휘하고 시공성도
뛰어난 시스템인 TABS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
하였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스팬을 사용하는 대공간 구조물에 보다 효
율적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
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
운 시스템의 개발 및 기술력 발전을 기대해본
다. CS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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