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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hape design and an analysis considering structural stability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an 

icosahedron-based hemispherical modular dome. To design this modular dome, a program that can perform icosahedron 

shape modeling, modularization of joint connection members, and the analysis of structural stability was developed. 

Furthermore, based on the adopted numerical model, the eigen buckling mode, unstable behavio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oad vector, and the critical buckling load of the modular dome under uniformly distributed load and concentrated load 

were analyzed, and the resistance capacities of the structure according to different load vectors were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modular dome suggest that the developed program can perform joint modeling for shape design as 

well as modular member design, and adequately expressed the nonlinear behaviors of structured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The critical buckling load results also correctl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ad conditions. The uniformly 

distributed load was more advantageous to the structural stability than concentrat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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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공장에서 생산된 단위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하는 모듈러 시스템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로 군사시설, 학교, 기숙사,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생산중심 건축물을 공장생산중

심 건축물로 공업화된 모듈러 건축은 개발된 단위

유닛의 양산과 현장조립을 통해 경제성 높은 건축

물을 생산할 수 있다.
1)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듈러 

시스템들은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이라는 장점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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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경량화로 인한 내진성능의 향상, 친환경성, 건

설안정성에 대한 장점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모듈러 건축물의 대부분 형태는 육면체의 박스형이 

주를 이루며, 유닛을 이루는 부재의 성능향상을 위

한 개발과 유닛의 연결부에 대한 접합부 내력과 조

립용이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 졌다.
2)-4)

 그러나 곡

면형의 개발이나 연결방법이나 절접접합의 용이성 

등에 대한 연구나 곡면구조물로 인한 구조내력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단층 네트워크 돔이나 비정형 구조의 외피 디자

인에 사용되는 삼각형은 매우 유용한 패턴 중 하나

이고, 곡면을 형성하는 최소 다각형이기도 하다. 이

러한 삼각형으로 곡면을 덮는 것은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중 정삼각형으

로 구면을 형성하는 기본도형 중에서 정20면체는 

플라톤의 다섯 개의 기본 입체중 하나로 매우 안정

적인 구조물이다. 또한, 단일삼각형으로 표면을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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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uckminster Fuller의 지오데직 돔은 근래의 선

구자적인 역할을 한 성과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돔은 불안정이라는 특수한 역학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5)-8)

돔이나 아치는 비교적 적은 자중으로 공간을 형

성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 구성된 부재의 균일한 저

항능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복층보다 단층 돔이 민

감한 불안정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함과 불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기하학적 비선형성과 더불

어 부재 내부의 내력, 임계점,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매우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9)-13)가 진행되어 

왔다. 등 간격 분할의 삼각형 네트워크 돔 설계는 

높이와 직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형상특성으로 인해 

정삼각형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으므로 최소 편차의 

격자로 모델링하게 되었다. 자유 형상 구조물에서도 

균일한 격자 모델링은 역학적 특성뿐 아니라 경제

적으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좋은 격자구조는 

구조적으로 안정하면서 최소의 재료로 제작된다.
14)

 

이러한 많은 연구에서 불안정 현상은 형상, 즉 라이

즈-스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근래에는 얕은 돔이 

연구주제15)-19)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얕지 않은 돔의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면체 도형 기반의 모듈

러 돔을 설계하는 프로세스와 구조불안정성에 대해 

연구였다. 이를 위하여 20면체 돔의 유닛 및 절점에 

대한 모델링과 해석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며, 해석결

과에 대한 고유좌굴모드와 임계좌굴하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20면체 기반 돔 

구조물의 유닛을, 3장에서 비선형 해석, 4장에서는 

대상모델의 불안정 거동과 임계하중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채택된 예제의 해석 결

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모듈러 돔 설계/해석 프로세스

2.1 정20면체(Icosahedron) 형상모델링

정20면체는 <Fig. 1>과 같다. 여기서 12개의 꼭짓

점은 그림에서 ~로 표기하였다.

(a) Icosahedron

(b) Coordinate

<Fig. 1>  Shape of an Icosahedron

내부 오각형 좌표는 원주를 오등분한 점과 같고, 

복소방정식  의 해와 동치이며 다음과 같다.




  

  ,     (1)

  로 두면,         이

며, 삼각함수 합곱공식으로 다음 관계를 얻는다.

         (2)

  에 대한 4차방정식의 근은 다음과 같고, 

제곱공식으로부터   를 구할 수 있다.

  ±



±

 (3)

위 값들을 이용하여 <Fig. 1 (b)>의 위쪽 오각형 

좌표         를   를 기준으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의 관계와 대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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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꼭지점 좌표         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12개의 

꼭짓점의 Z방향 좌표점들은 대칭성과 구형 도면에 

위치하는 기하학적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 즉,

   와      로 정의된 

절점을 기준으로 내부 오각형 절점의 높이에 대한 

회전각 의 여현을 모든 변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관계와 좌표변환행렬을 이용하면 각 꼭짓

점의 Z방향 좌표값을 계산할 수 있다.

2.2 모듈러 돔의 기하학  단 유닛

정20면체 꼭짓점으로부터 각 모서리면의 1/3지점

을 분할할 경우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각

분할도형과 오각뿔 유닛으로 모듈화 할 수 있다.

(a) (b)

<Fig. 2>  Triangular Unit of an Icosahedron

<Fig. 3>  Icosahedron-based dome

우선, 단위 삼각형에 대한 육각분할과 오각뿔 모

듈의 연결은 <Fig. 3>과 같이 곡률이 고려되지 않은 

20면체기반 돔(ICosahedron-based Dome: ICD)을 

생성할 수 있다. ICD 모델의 설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도형을 유닛화함으로 모듈화가 가능

하며, 절점도 이에 상응하여 발생한다. 형상정의에 

따라 각 절점의 좌표가 계산되고, 모두 41개의 절점

과, 60개의 정삼각형 모델링 요소 및 100개의 격자 

네트워크 요소로 구성된다. ICD 모델의 특성은 하

나의 삼각형과 3개의 절점으로 모듈화가 가능하다.

<Fig. 4>  Modified Icosahedron-based dome

이제 반구형 돔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절점을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모델링을 

하면 <Fig. 4>와 같다. ICD 모델과는 달리 모든 절

점이 구면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수정된 ICD 모델

(이하 MICD 모델이라 한다.)은 오각뿔과 육각뿔 유

닛으로 구성되지만 ICD 모델과 마찬가지로 절점유

닛의 개수는 동일하다. 또한 그림에 나타난 단위길

이 에 의해 조절된 절점은 오각뿔 내부부재의 길

이가 짧아지고 육각뿔 내부부재 길이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오각뿔과 육각뿔의 공간구조에서는 항

상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며, 단층 돔에서 나타나

는 뜀좌굴 및 분기좌굴이 발생한다.

2.3 MICD 모델의  유닛과 모형

기본도형의 경우 삼각형 기반으로 오각 및 육각 

뿔 모양의 결합도형이 주 형상이 된다. 절점의 모듈

화를 위해서 세 개의 각도에 따른 그리고 인접 다각

형의 조건에 따라 오각형 절점 및 육각형 절점 유닛

을 모듈화 하였다. 그림에서 오각형 절점의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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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뿔의 중앙에 위치한 절점으로 각도가 일정하여 

설계 및 제작하기 간편하다. 그러나 육각절점의 경

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육각뿔의 정점과 오

각형과 육각형 모듈이 겹쳐지는 절점에서의 제작 

각도가 같게 나타난다.

<Fig. 5> Nodal module of a MICD

(a) 3D modeling

(b) Real modeling

<Fig. 6> Construction process of a MICD

 이와 같은 과정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Fig. 6>

과 같은 시험 조형물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3차원 상에서 모델링한 결과와 

유닛화한 절점과 부재를 조립한 결과 형상은 잘 일

치하고 있다. 실 축척 모델의 절점은 크기가 증가하

더라도 각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동일한 크기로 제

작할 수 있으며, 오각 및 육각 유닛의 제작된 모듈

을 이용하여 조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하부기둥

의 연결부를 위한 제작철물의 접합에서 전체형상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부재의 

길이 조절은 절점에서 제작 시 필요한 여유를 제외

하고 매우 정밀하게 제작될 필요성이 있으며, 삼각

형 솔라패널과 같은 마감재의 다양한 활용으로 친

환경 구조물을 구현할 수도 있다.

MICD의 모델링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설계/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석을 통해 모델의 정

보, 그래픽파일, 비선형해석결과가 제공되며, 임계

좌굴하중과 좌굴모드가 출력된다.

3. 비선형 강성행렬과 불안정 판별

격자 돔 불안정 현상은 부재, 절점 및 전체좌굴로 

나타나며15), 구조체가 복잡할수록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판별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해석이 필요하며, 접선강성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간 트러스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증분

형 방정식을 유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3자유도 공간 트러스요소를 이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선형 평형경로를 얻

기 위한방정식의 자유도는 전형적인 변환변위

    
 가 이용되며, 라그랑주 형상함수 

   을 이용하여 변위함수를 가정하면 식(5)와 

같다. 여기서 요소좌표계 및 전체좌표계는 각각 

 ,,   로 정의하였고, 하중벡터 는 절

점변위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구성된다.

     ⋮     (5)

기하학적 비선형성은 변형도-변위관계식에서 베

르누이-오일러 가정에 근거하여 2차 항을 포함함으

로서 대 변위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식(6)과 같다. 

여기서 (‥,x)는 x에 관한 편미분이다.

  

 (6)

여기서,       ⋮      

   ⋮     

응력-변형도 관계는     로 탄성영역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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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로 한다. 변형율이 비교적 작을 때는 고려하

지 않았던 2차항을 고려와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하

여 접선강성행렬을 유도하면 식(7)과 같고, 좌표변

환행렬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전체좌표계에 대한 접

선강성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탄성강성행렬이고, 두 번째는 기하학적 강성행렬이

고, 
는 이전단계의 응력이다.

     
 

  (7)

위 식의 와 는 각각 탄성, 기하강성행렬이다. 

좌표변환행렬  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7),8),20)

         (8)

여기서,  , , 는 전체좌표계에서의 값을 

의미하며,  은 고차항을 소거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평형력에 해당된다.

 비선형 평형경로의 불안정점은 각 증분구간에서

의 접선강성행렬과 고유치를 이용하여 임계점을 구

분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접선강성

행렬 는 보존계에서 대칭행렬이고, 서로 직교하는 

변환행렬이 존재하므로 대각화가 가능하다. 의 n

개의 고유치 에 대응하는 정규고유벡터를 라 할 

때, 을 열벡터로 하는 직교행렬를 이용하여 변

위벡터를 변환하고, 최소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

터 
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하중파라메타이다. 위 식에서 특이점

은  가 0이므로 좌변의 첫 번째 항은 소거되므로 

임계점은 두 번째 항에서 다음 식과 같은 두 조건으

로 구분된다.


  ≠       (10)


     (11)

여기서,  ∙ 는 최소 고유치 에 대응하는 고

유벡터 와 하중모드 간의 내적을 말하며, 0일 경

우는 서로 직교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는 극한

점을 의미하고, 후자는 분기점을 의미한다. 또한 분

기점에서   일 때가 대칭분기,  ≠  일 때가 

비대칭 분기점으로 세분할 수 있다.
5),7)

4. MICD 모델의 불안정성과 임계하중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 모델인 <Fig. 6>의 MICD 

모델에 대해서 구조 불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형상과 모델링은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절점 

및 부재번호는 <Fig. 7>과 같다. 생성된 절점좌표는 

<Table 1>과 같고, 구조물의 높이는 3.07904이며, 

가장 바깥쪽 10개의 절점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

였다. 모델의 단위유닛인 오각뿔 및 육각뿔 내부 삼

각형면적은 각각 0.79253, 1.0027이다. 모델의 

부재는 탄성계수    , 단면적 

   이다. 하중벡터는 모든 절점에 동일

한 하중이 작용한 경우(U)와 중앙부 여섯 절점만 하

중이 작용하는 경우(C)로 가정하였다.

No X Y Z No X Y Z

1 0.000 0.000 3.717 21 -3.097 0.750 1.914 

2 3.325 0.000 1.662 22 -3.097 -0.750 1.914 

3 1.027 3.162 1.662 23 -1.670 -2.714 1.914 

4 -2.690 1.954 1.662 24 -0.244 -3.177 1.914 

5 -2.690 -1.954 1.662 25 2.065 -2.427 1.914 

6 1.027 -3.162 1.662 26 2.946 -1.214 1.914 

7 1.276 0.000 3.491 27 3.584 0.750 0.638 

8 2.552 0.000 2.703 28 0.394 3.641 0.638 

9 0.394 1.214 3.491 29 -3.341 1.500 0.638 

10 0.789 2.427 2.703 30 -2.459 -2.714 0.638 

11 -1.032 0.750 3.491 31 1.821 -3.177 0.638 

12 -2.065 1.500 2.703 32 1.821 3.177 0.638 

13 -1.032 -0.750 3.491 33 -2.459 2.714 0.638 

14 -2.065 -1.500 2.703 34 -3.341 -1.500 0.638 

15 0.394 -1.214 3.491 35 0.394 -3.641 0.638 

16 0.789 -2.427 2.703 36 3.584 -0.750 0.638 

17 2.946 1.214 1.914 37 1.826 1.326 2.954 

18 2.065 2.427 1.914 38 -0.697 2.146 2.954 

19 -0.244 3.177 1.914 39 -2.256 0.000 2.954 

20 -1.670 2.714 1.914 40 -0.697 -2.146 2.954 

41 1.826 -1.326 2.954 

<Table 1> Coordinate of a MIC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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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ber of Node and Element

4.1 MICD 모델의 고유좌굴모드

돔 구조물의 고유모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형

상에 대한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는 

<Fig. 8>과 같고, MICD 모델의 최 저차의 세 가지 

고유모드 형상만을 나열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돔 구조물의 꼭짓점에서 가장 크게 형상이 변

하였고, 처음 두 모드는 대칭이며, 세 번째 모드는 

중앙부의 변위벡터가 작게 나타났다.

(a) 1st

(b) 2nd

(c) 3rd

<Fig. 8> Eigen modes of a MICD model

(a) Node 1-Dz

(b) Node 7-Dz

<Fig. 9> Displ.-Force Curve and Critical 

Load() (MICD_U model)

4.2 비선형 거동과 임계좌굴하

구조물의 불안정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절점의 하중과 변위의 평형 

경로를 살펴보았다. 평형경로 상에서의 임계점과 극

한점을 접선강성행렬의 특성과 고유치를 통해서 구

하였으며, 등분포 하중(MICD-U)의 결과를 <Fig. 9>

에, 중앙부 집중하중(MICD-C)의 결과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두 모델 모두 중앙부에서 뜀좌굴현

상이 나타나며, 임계점()은 극한점()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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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앙부 절점 거동은 이와 연

결된 오각형의 절점에 영향을 주어 변위가 역행하

는(Snap-back)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얕은 공간 

구조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상구조물의 외부 하중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양

상은 경계주변의 절점거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Fig. 11>은 경계부의 2번과 8번 절점의 Z방향 변

위를 나타낸 것으로 MICD-U의 경우 변위진행방향

이 동일한 반면 MICD-C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

된다.

(a) Node 1-Dz

(b) Node 7-Dz

<Fig. 10> Displ.-Force Curve and Critical 

Load() (MICD_C model)

(a) MICD_U model

(b) MICD_C model

<Fig. 11> Displ.-Force Curve and Critical 

Load() (node 2 and 8-Dz)

Model

Critical F
MICD_U MICD_C

 (Node 1Dz) 130.4 146.5

Total Load (kN) 4041.2 878.9

<Table 2> Critical Load Level (Unit: kN)

하중조건에 따른 두 모델의 임계하중은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여기서 두 모델의 절점에 

대한 임계하중 Pcr은 MICD-C가 높아 보이지만 전

체 저항할 수 있는 크기로 나타내면 MICD-U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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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등분포하중보다 집중

하중의 경우가 구조물에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

미하며, MICD-U는 MICD-C에 비해 4배 이상의 안

전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정20면체 모듈러 돔의 설계와 구조불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20면체

의 형상 및 모델링기법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하

였으며, 비선형 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거동분석과 

임계좌굴하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부재단

면적을 갖는 모델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20면체 기반의 모듈러 돔

은 6개의 오각뿔과 5개의 육각뿔로 모델링 되며, 

3가지 종류의 절점유닛과 3가지 종류의 부재유

닛으로 간단하게 설계 및 시공할 수 있었다. 모

델링 프로세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는 제

작된 형상을 잘 반영하였으며, 비선형 해석결과

는 두 하중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비교적 잘 표현해 주었다. 

2. 해석대상모델인 정20면체형 모듈러 돔은 꼭짓점

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가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좌굴절점의 하중레벨이 

크게 나타난 반면 전체임계하중의 총합은 등분

포가 작용하는 모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가정되어진 하중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

으로 판단되며, 꼭짓점에 집중하중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모듈러 돔의 경우 절점의 강성에 따라 구조물의 

임계하중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절점강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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