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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til recently, almost all ETFE film structures that have been erected is the cushion type because there are problems at 

lower allowable strength under elastic range and viscosity behaviour such as creep and relaxation of ETFE films under 

long-term stresses. But the number of tension type structures is currently increasing. 

This paper proposes the stretch fabrication of ETFE film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ETFE films to tensile membrane 

structures. First of all,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n tensile membrane structures, the stretch fabrication test 

is carried out, and it is verified tha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yield strength of the film membrane structures. After 

simulating the experiment also carries out an analytical investig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lasto-plastic analysis 

considering the viscous behavior of the film is investigated. Finally, post-aging tension measurement is conducted at the 

experimental facilities, and the viscosity behavior resulting from relaxation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ensile membran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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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ETFE(Ethylene/TetraFluoroEthylene copolymer, 

이하 ETFE) 필름을 이용한 막구조는 1980년 부터 

유럽을 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Eden Project, 

Allianz Arena 등과 같은 다양한 건축물에 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Fig. 1>.

ETFE 필름은 내구성이 우수한 불소수지 에서

도 인장, 인열  충격 등과 같은 외력에 해 강도 

 재료 성능의 밸런스를 가지는 새로운 막재료로 

소개되고 있다1). 

ETFE 필름은 기존 막재료인 PTFE 막재에 비해 

인장강도는 1/5 ~ 1/7 정도로 낮으나, 공기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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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필름면에 발생하는 응력을 낮게 제어할 

수 있다. 한, 기존 막재료에 비해 높은 연신능력

을 가지고 있어 소성범 의 연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Eden Project, Beijing 수 경기장과 같은 

형 패 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름의 표면처리를 

통해 투명에서 차 까지 선투과율을 폭넓게 조  

가능하고, 자외선  열선 등 특정 장역의 선을 

선택 으로 차단 가능하다. 이 외에 복층화에 의한 

단열성 확보가 용이하고 필름 표면의 인쇄를 통해 

디자인성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이후 다양한 

건축물에의 용이 기 되는 재료이다
2,3)

.

ETFE 필름을 이용한 구조형식에는 쿠션방식

(공기막방식)과 텐션방식(장력막방식)의 2종류가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서 알려져 있으나, 재

까지의 시공사례를 보면, 텐션방식보다는 쿠션방

식의 사례가 부분이다. 그 이유로서는 ETFE 필

름을 텐션방식에 용하기 해서는 필름의 크리

, 응력완화 등과 같은 재료의 성거동을 해결

해야만 하는 문제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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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Kawabata & Moriyama
4)
는 필름의 성이 

재료의 신장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을 

통해 항복응력  항복 후 거동에 변형률 속도의

존성이 있음을 보 으며, 크리  실험을 통해 필

름의 성거동에 응력의존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일반화 Maxwell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탄성해

석법을 제안하 다. 한, Wu
5)
와 김재열

6)
은 장·

단기 크리  실험을 통해 일반화 Kelvin모델의 

수정된 탄소성 모델을 제안하 으며, 해석  

검토를 통해 ETFE 필름의 장기 크리 거동 측

의 유효함을 보 다. 이와 같이 ETFE 필름의 

성거동을 측하기 한 재료모델에 한 연구사

례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ETFE 

필름 막구조물을 상으로 성거동을 검토한 연

구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7)
에 이어서, 

실제 텐션방식 ETFE 필름 막구조물을 상으로 

연신성형 기법을 용한 후, 그 유효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먼 , ETFE 필름의 1축  2축인장 실

험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최 의 연신범 를 제안

하고, 실증 실험을 통해 텐션방식에의 연신성형 

기법의 용가능성을 확인한다. 나아가, 실증 모

델을 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필름의 장력변

화를 계측하여 ETFE 필름을 이용한 텐션방식 막

구조물의 용가능성을 악한다.

(a) Eden Project (b) The Arc

(c) Allianz Arena (d) ARTIC

<Fig. 1> Applied case of ETFE Film

2. 연신성형 실험결과 및 문제점

2.1 실험 개요  결과
7)

이  연구에서는, ETFE 필름의 연신효과에 한 

유효성을 검토하기 하여, <Fig. 2>와 같이 

Double layer 200㎛ 필름을 2m×2m 사이즈의 정방

형으로 평면 재단하여 설치한 후, 필름의 축소율, 

Edge 이블의 유·무, 하 의 재하패턴을 고려한 

연신성형 실험을 수행하 다. 

<Fig. 2> Outline of specimen

(a) T-00C(Reduction:0%, V. Displ.:287mm)

(b) TE-05C(Reduction:5%, V. Displ.:200mm)

<Fig. 3> Loading test on ETFE panel

상 시험체 , T-00C(연신율 0%, 반복하 )와 

T-05C(연신율 5%, 반복하 )에 한 압력과 라이즈

비의 계를 <Fig. 4 (a)>에 나타낸다. T-00C의 경

우, 기강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가압에 따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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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크게 나타났으며, 라이즈비 7.5%, 압력 1.2kPa 

부근에서 필름이 항복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소

성역까지 가압 후 하 을 제거한 결과, 잔류변형이 

크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T-05C의 

경우, 압력 3kPa까지 가압 후, 하 을 제거해도 잔

류변형이 생기지 않고, 기 상태로 돌아오는 결과

를 보 다. 한, 필름의 응력-변형률 계를 <Fig. 

4 (b)>에 나타낸다. 비교 결과, 필름은 가공경화 

상에 의해 재료항복 이후에 응력 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하 의 재하·제하시의 인장탄성율

은 탄성시와 거의 같고, 필름의 면외변형에 한 

재료강성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Internal pressure-rise span ratio curve

(b) Stress-strain curve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cyclic 

loading

2.2 연신범  설정의 문제

실험 결과로부터, 필름의 연신성형 기법은 재료의 

항복강도를 증가시켜 텐션방식 필름 막구조에의 

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신성형 실험 시, 

시험체 T-05S(연신율 5%)와 TE-10C(연신율 10%)에서

는 과도한 기장력 도입에 의해 <Fig. 5>와 같이 시

험체의 코 부분에서 필름의 찢어짐 상을 확인하

으며, 이는 재료의 항복강도를 올리기 하여 과도한 

연신율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한, 기 장력을 필요로 하는 필름 막구조물

의 경우, 필름면은 2축 평면응력 상태가 되므로, 필름

의 연신범 를 정확히 설정하기 해서는 재료의 1축 

 2축 인장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5> Fracture shape of ETFE Film

3. 필름의 인장특성에 의한 연신범위

3.1 1축인장 실험을 통한 연신범

1축인장 상태에 한 ETFE 필름의 연신범 를 알

아보기 하여 길이 100mm, 폭 15mm의 단편형 시

험펀을 상으로 1축 인장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

결과로 부터 필름의 공학변형율과 내력비  두께비

의 계를 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8). 비교 결

과, 변형율 300∼400%의 범 는 내력이 크게 상승하

므로 ETFE 필름의 연신효과는 높으나, 필름의 두께 

감소로 인한 인열강도  내충격성 하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사

료된다. 따라서, 1축 연신만을 고려할 경우, 단  폭

당의 내력(C)이 극치가 되는 10∼20% 정도의 연신범

가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Fig. 6> Uniaxial test for ETF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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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etching range on uniaxial test

3.2 2축인장 실험을 통한 연신범

다음으로, 등장력의 평면응력 상태에 한 ETFE 

필름의 연신범 를 알아보기 하여 2축인장 실험을 

수행하 다. 

2축인장용 시험체는 「막재료의 탄성정수 시험방

법」9)을 기 으로 제작하 으며, <Fig. 8>과 같이 폭 

320mm, 그립간 거리 600mm, 두께 200㎛의 필름 시

험체를 총 5편 사용하 다. 

시험조건은, 실험 분 기 온도는 23 ± 1℃ 범 , 인

장속도는 변형률속도 0.67%/min, 하 은 기 

Clamp 간 거리에 해 변형률 20%까지 재하 되도록 

변 제어로 설정하 다. 실험 시에는 필름 시험체의 

앙부 변형율을 계측하기 하여 변 계(Potentio- 

nmeter)를 설치하여 기록하 으며, 인장실험시의 

경을 <Fig. 9>에 나타낸다. 

<Fig. 8> Specimen for Biaxial test

(a) Specimen setting

(b) After loading

<Fig. 9> Biaxial test for ETFE Film

2축인장 시의 ETFE 필름의 응력-변형율 계를 

<Fig. 10>에 나타낸다. 이때, 각 시험체의 응력-변형

율 계는 단부의 하 을 단 면 으로 환산한 응

력과 앙부의 변 계로부터 구한 변형율을 사용하

다.  

<Fig. 10> Stress-strain curve on Biaxial test

실험결과, 필름 앙부의 응력-변형율 계는 제2

항복응력 을 기 으로 응력값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 으나, 시험체 팔 부분에서는 필름

의 단 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시험체 Slit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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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력집  상이 발생하여 필름의 인장강도(약 

65MPa)를 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각 시험

체의 MD방향과 TD방향의 응력-변형율 계는 서

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직포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 막재료

(PTFE 등)와는 달리, 응력-변형율 계에서 방향성

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등방성 재료로의 취 이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3.3 1축  2축인장 특성에 의한 연신범

텐션방식 필름 막구조물의 설계 시, 한 연신

범 를 설정하기 하여, 1축  2축인장 실험결과

를 비교·검토하 다. 각 실험결과의 평균값을 사용

하여 1축  2축인장의 응력-변형율 계를 <Fig. 

11>에 나타낸다. 비교 결과, 1축 인장 시의 10~20% 

연신범 는 2축 인장 시의 약 4~5.5% 범 에 상당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TFE 필름의 연신성형에 의한 텐션방식 

막구조물의 설계시에는 제2항복 이 명확하지 않은 

, 기장력 도입을 한 설치 등을 고려하면, 연

신범 는 축소율 4%를 넘지 않는 범 (1축 인장의 

경우 약 10% 상당)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of stretching range

4. ETFE 필름 막구조물의 시간경과

에 따른 장력변화 특성

4.1 Mock-up test 개요  장력변화

본 에서는 ETFE 필름의 연신범   시간경과

에 따른 필름면의 장력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실

제 텐션방식 필름 막구조물을 가정한 Mock-up test

를 수행하 다. 시험체의 개요를 <Fig. 12>에 나타

낸다. 시험체는 2m×2m 사이즈의 정방형 임을 

이용하고, 단변방향 앙부에 간 고정  Edge 

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강 부재를 설치하

다. 실험체는 두께 200㎛의 ETFE 필름을 Double 

layer로 사용하 으며, 축소율은 2축인장 실험결과

를 고려하여 단변방향은 2%, 장변방향은 1%로 설

정하여 제작하 다. 기장력은 Aluminum Clamp

를 이용하여 단변방향에 장력 도입 후, Edge 이

블을 이용하여 장변방향의 장력을 도입하 다. 시험

체의 장력도입  설치 경을 <Fig. 13>에 나타낸다.

  

<Fig. 12> Outline of Mock-up test

(a) Introduction of initi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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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erimental body

<Fig. 13> Mock-up test

Mock-up 시험체 설치 후, 설치일 기 으로 126

일, 331일, 703일 경과 후에 필름면의 장력을 측정

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4>에 나타낸다. 이때, 

X, Y는 각각 단변과 장변방향을 의미한다. 장력측정 

결과, 시공 후 1년간은 한 응력완화 상을 보

으나, 그 후 응력상태는 축소율과 동일한 2:1의 

응력비를 유지하며 안정 으로 변화함을 확인하

다. 한, 기 계측값에 한 장력유지율을 나타내

면 <Fig. 15>와 같고, 약 2년 경과 후에도 장력유지

율은 60~70% 정도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 다. 

ETFE 필름은 항복응력을 과하는 연신에 해 시

간경과에 의한 응력완화 상은 일어나지만, 장력유

지율은 일정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4> Result of stress relaxation

<Fig. 15> Maintenance ratio of initial stress

4.2 실증실험 개요  장력변화 특성

Mock-up test 결과로부터, 실제 텐션방식 필름 

막구조물을 상으로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구조물의 개요를 <Fig. 16>에 나타낸다. 먼 , 주 

임은 A자형 3열의 기둥으로 지지되는 캔틸 버형 

임으로 구성하 으며, ETFE 필름은 흰색과 

UVC(자외선 차단) 2종류를 사용하여 임 면

에 설치하 다. 이때, 필름은 각각 두께 200㎛을 

Double layer로 하 으며, 축소율은 Mock-up test 

시와 동일하게 단변방향 2%, 장변방향 1%로 설정

하여 제작하 다. 필름면의 기 장력은 Mock-up 

test 시와 동일하게 단변방향을 먼  고정하여 설치

한 후 장변방향은 Edge 이블을 이용하여 장력을 

도입하 다. 실험 시설의 시공 상황을 <Fig. 17>에 

나타낸다.

<Fig. 16> Experiment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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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nstallation of ETFE Films

구조물의 시공 후, <Fig. 16>에 표시한 12개소의 

계측 에 하여 단변  장변방향의 장력을 측정

하 으며, 계측 경을 <Fig. 18>에 나타낸다. 이때, 

장력 측정은 일본 Taiyo Kogyo 기술연구소의 장력

측정기를 사용하 다. 

<Fig. 18> Measurment of tensile stress on 

film panel 

필름 장력의 계측은 각 필름 패 의 설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회 계측 시기는 흰색이 시공 후 53

일, UVC는 27일로 하 다. 그 후, 2회와 3회 계측은 

각각 1회 계측일로부터 205일 그리고 372일 경과후

에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9>에 나타낸다. 

이때, X, Y는 각각 단변과 장변방향을 의미한다. 장

력측정 결과, 시공 후 1년간은 한 응력완화 

상을 보 으나, 그 후 응력상태는 축소율과 동일한 

2:1의 응력비를 유지하며 안정 으로 변화함을 확인

하 다. 한, 기 계측값에 한 장력유지율을 나

타내면 <Fig. 20>과 같다. 흰색과 UVC 필름 패 은 

각각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백색 처리된 패

이 장력유지율이 높고 안정된 경향을 보 다. 

한편, 각 패 의 시간경과에 따른 장력유지율

은 다소 차이를 보 지만, 약 2년 경과후의 장력

유지율은 백색이 55~75%, UVC가 45~85% 정도

의 결과를 보 다. 실제 구조물을 상으로 연신

성형을 용한 결과, ETFE 필름은 항복응력을 

과하는 연신에 해 시간경과에 의한 응력완화 

상은 일어나지만, 장력유지율은 일정값을 유지

함을 알 수 있었다.

(a) UVC panel

(b) White panel

<Fig. 19> Result of stress relaxation

<Fig. 20> Maintenance ratio of initial 

stress(UVC &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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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텐션방식 ETFE 필름 막구조

물을 상으로 연신성형 기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기 

하여, 2축인장 실험을 통한 연신범 의 재설정  

시간경과에 따른 필름의 응력완화 상을 검토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필름의 연신성형에 의해 재료의 허용응력 상승  

 면외변형에 한 재료강성의 상승효과를 확인

하 으며, 텐션방식 필름 막구조물에 유효한 방

법임을 알 수 있었다.

2) 필름의 최  연신범 는 1축인장 상태를 고려할 

경우, 변형율 10%에 해당하는 범 가 가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응하는 2축인장 상

태에서는 변형률 4% 범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하다 사료된다.  

3) Mock-up test  실증 실험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장력변화는 기응력비를 유지하면서 시공 

후 1년간은 응력완화 상이 크게 일어나지만, 

이후 기장력의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되

어 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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