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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inseng field structure collapses due to snow and wind. In order to study the structural

modeling of ginseng field facility wind velocity test with shading material and strength test

with used and unused timber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wind velocity test, we knew the

characteristic of shading member of ginseng facility is followed linear regression, accurately.

So, we made the assigned wind-value according to wind velocity. The result of strength test,

the strength value of used-timber is smaller than the unused-timber and the coefficient of

variance is larger than the unused-timber.

서론.Ⅰ
인삼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인 억원을 전체 농산물의 정도의 생산액을 갖지만 수출1.8% 3,728 2%

액으로는 를 갖는 주요한 작물이다 국내 인삼 산업 현황은 년말 현재 재배농가7~8% . 2000 23,011

호 재배면적 생산량 톤이다 인삼은 생육 최적 광도가 정도의 반음, 12,445ha, 13,664 . 10~15 Klux

지성 식물로 해가림을 위한 구조물을 가설하고 재배한다 따라서 해가림 시설은 인삼재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삼의 약리효능이나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해가림 시설,

에 대한 체계적인 공학적 연구가 거의 없다.

인삼의 해가림 시설의 설계는 표준안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의 여러 차례의 기상 이변에,

의해 해가림 시설이 크게 파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삼 산업의 안. ,

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삼재배에 따른 안정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초 연구가 시급,

히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기상 패턴의 변화로 국지적인 강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비교적 단기간의 생육환경을 갖,

는 인삼재배시설은 이에 저항하기가 힘들다 또한 인삼재배시설의 구조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예.

측할 수 없는 강설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들며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된다 이에 안정적, .

인 생산을 위해 설해에 대비하여 구조적인 손상이 오더라도 인삼생육에 지장이 없고 보수 및 보,

강이 용이한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삼재배시설이 비교적 지면 경사도를 갖는 토지에 설,

치되므로 국지적인 풍해를 입고 있다 국지적인 풍압은 인삼재배시설의 해가림막을 손상시켜 인, .

삼의 안정적인 생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풍해에 대비하여 바람에 비교적 저항력. ,

이 크면서도 풍해 발생 시 간편하게 보수 및 보강이 가능한 인삼재배시설의 구조적인 형상이 필

요하다 그럼에도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구조적으.

로 인삼재배시설을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기상이변 등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및 안전한 구조,

물의 모델링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재배시설의 재해에 관련된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한 설계가 될 수 있게 하,

기 위해 공학적 해석기반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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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시험방법.Ⅱ

인삼재배시설 해석 구조모델링( )

기하모델링 재료모델링 하중모델링

기하측정
목재 휨 실험

목재 압축 실험
풍하중 실험

그림 연구의 과정. 1

하중모델링1.

인삼재배시설은 다른 구조물 보다 수평하중 풍하중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삼재배시설에 일( ) .

반적으로 강성이 큰 재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중을 감소시켜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적으로 풍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부재가,

담당하게 설계되기 때문이다 바람이 인삼재배시설에 닿으면 지붕면과 벽면에 압력이 작용하며 풍. (

압력 일반적으로 인삼재배시설의 풍상측에는 정의 풍압력이 풍하측에는 부의 풍압력이 발생한), ,

다 이러한 풍압력이 인삼재배시설의 구조강도를 초과해서 작용하면 인삼재배시설은 파괴된다 그. .

러나 실제로는 구조의 강도가 확보되어 있어도 인삼재배시설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강.

풍시에 국지적 돌풍 등에 의해 일부 부재에 부압이 급증하게 되고 풍속에 의한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삼재배시설에서 실제 풍하중이 작용하는 해가림막은 주로 중지 중지 중지가 사용된다 본2 , 3 , 4 .

연구에서는 자연 및 인위적인 바람에 의해 인삼재배시설에 부과되는 풍속을 측정한다.

그림 풍압 실험. 2

재료모델링2.

인삼재배시설의 파괴와 붕괴는 목재의 휨파괴 좌굴파괴 압축파괴 접합부의 파괴로 결정이 된, , ,

다 여기서 재배시설의 주 파괴는 지주의 좌굴파괴 즉 압축력과 휨에 의한 파괴로 나타나며 보에. , ,

서는 모멘트에 의한 휨 파괴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인삼재배시설의 강성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하.

지 않은 목재와 년이 경과된 목재를 점 구하여 휨실험과 압축실험을 실시하였다5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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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삼재배시설 사용 목재의 휨 및 압축시험.3

결과 및 고찰.Ⅲ
하중모델링1.

설계용 풍속은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최대풍속으로 최소한 년 이20 상의 최대순간풍속의 관측기록

을 이용해서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인삼재배시설에 작용하는 속도압은 동압 로. (dynamic pressure)

서 바람의 운동에너지이며 풍속이 인 바람의 동압은 다음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V(m/s) .

q = 12 ρV 2
여기서 동압, q : (kgf/m

2
)

공기의 밀도: ( 1/8ρ ≒ kg f ․s 2 /m 4 )

그러나 작용하는 풍속이 모두 인삼재배시설의 풍하중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

바람을 인삼재배시설의 해가림막에 의한 저항하는데 있어 해가림막의 바람투과율이 다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인삼재배시설에 사용하는 해가림막의 바람투과특성을 결정하여야 실제 인삼재배시설.

에 부과되는 풍압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인삼재배시설에 사용하는 해가림.

재료에 대한 풍속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해가림막은 중지 중지 중에 대한 풍하중. 2 , 3 , 4

의 실험 결과는 표 과 그림 와 같다1. .5 .

표 인삼재배시설 해가림막에 작용하는 풍하중1. (m/sec)

일반속도 이중지 삼중지 사중지

3.3 2.15 2.7 2.8

7.6 5.6 6.8 6.6

9.6 6.8 8.4 8.1

13.3 8.5 11.5 11.7

15.4 10.5 13.2 13.5

16.9 11.8 14.5 14.8

16.7 11.4 14.4 14.9

17.4 11.6 15.3 15.7

17.9 11.4 15.5 16.1

18.5 11.7 15.5 16.3

22.6 15.8 19.2 19.9

27.8 19.4 23.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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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막 투과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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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적용 풍하중 실험 결과.5

해가림막의 풍속 투과 특성 시험결과 중지 중지 중지 모두 외부 풍속에 대해 투과되는 풍2 , 3 , 4

속이 거의 정확한 선형의 회귀방정식을 갖고 있었으며 중지가 중지에 비해 투과율이 높았다, 2 4 .

반면 비닐막은 바람투과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적용풍속을 작성하였다.

재료모델링2.

본 인삼재배시설의 재료의 물성치는 실험을 통해 구축되는데 기하적인 모델링은 측정하여 처리,

하면 되지만 하중과 재료의 특성치는 실험과 고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선 전후주로, , .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 대한 실험적 판단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먼저 실험에

사용되는 부재의 알려진 재료적 특성과 사용기간 중의 실제 재료의 특성 차이를 실험을 통해 파

악하고 이 과정에서 해석에 사용 될 수 있는 물성치를 결정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 .

재의 특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목재의 휨 시험결과2.

휨모멘트

(KN.m)

사용하지 않은 목재 년사용한 목재5
비고

대표값 전체 대표값 전체

평균 103.81 107.43 102.14 100.24

표준편차 28.53 29.84 20.51 27.15

변동계수 27.49 27.78 20.08 26.51

표 목재의 압축 시험결과3.

압축강도

(KN/m^2)
사용하지 않은 목재 년사용한 목재5 비고

평균 58.81 36.06

표준편차 9.09 12.35

변동계수 15.45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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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사용하지 않은 목재는 압축강도의 확률적 특성이 종형의 정규분포

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면 사용한 년생 지주들은 압축강도의 특성이 매 실험 결과 다르게 나타났. 5

는데 이것은 목재 지주로 사용되면서 기상 등의 영향으로 그 특성이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한 것으,

로 보이며 특히 강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인삼재배시설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도의 평균은 그림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목재에서 크고 확률적 변동을 의미하는. ,

즉 결함이 많아지는 것은 변동계수의 크기로 알 수 있다, .

그림 목재의 압축 강도 시험 결과.6

그림 목재의 압축강도에 따른 특성치의 변화.7

결론.Ⅳ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재배시설의 재해에 관련된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한 설계가 될 수 있게 하,

기 위해 공학적 해석기반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

으로 수행하였다 구조모델링을 위한 대표적인 실험연구는 하중모델링과 재료모델링으로 함축시켜.

실험을 하였다.

인삼재배시설에 작용하는 하중 중 풍하중은 바람을 인삼재배시설이 저항함으로서 생기는 풍1.

압에 따라 발생하는 힘이다 하중모델링 해석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자중은 존재하지만. ,

풍하중이 단독으로 조합될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경우에 따. ,

라 모의 해석을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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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중은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적인 바람을 발생시키고 이 바람이 해가림막에 미치는 바람2. ,

의 감소분을 구성한다 이 바람의 감소분이 실제적으로 풍압을 발생시키며 이 풍압이 풍하중. ,

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풍속 까지 조사한 결과 해가림막의 바람 투과 특. 3.3 - 27.8 m/sec

성은 선형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희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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