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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팬 비닐하우스의 폭설에 의한 붕괴방지법 연구
 

Collapse Prevention Method of Long-span Plastic Greenhouse 

for Heavy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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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빈번해져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한 책연구는 

미약하여 매년 농가의 피해는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변단면 부재를 이용한 모듈을 용하여 근본 인 구조체의 붕괴

를 방지하고, 인장타이재를 이용한 추가 인 보강을 통하여 비닐하우스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한다. 비닐하우스 임의 경우 처짐설계보다는 강

도설계에 의해 단면이 지배되므로 모멘트가 최 가 되는 부분에 고강도의 변단면 부재를 용한다. 재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형태는 아치의 형

태를 하고 있으나, 구조 으로는 곡선부(보)와 직선부(기둥)가 불연속의 형상을 하고 있어 연직하 에 해 아치거동보다는 임거동을 하는 

취약한 구조시스템이다. 직선부재(기둥) 상단에 폭설 시에만 임시 으로 인장타이재를 추가함으로써 모멘트로 항하던 임 구조체를 축력에 

항하는 타이아치형 구조체로의 단기 인 변화를 유도하여 구조체의 내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고강도 변단면 부재를 이용하면 조합강도비가 

10∼30% 정도 감소하 으며, 인장타이재를 이용하여 추가보강하면 조합강도비가 반 이하로 감소하 다. 

ABSTRACT：The cases of collapse of greenhouses in rural area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he unexpected heavy snow load. 

Studies on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greenhouses are rare, however, and the damages are repeated annually. This 

studysuggests two reinforcing methods: the use of ahigh-strength tapered module, and the addition of a pre-tension tie. The 

high-strength tapered section is installed where the bending moment is maximum. The design of a plastic greenhouse is controlled 

by its strength rather than its deflection. The shape of a greenhouse resembles that of an arch system, but its actual structural 

behavior is the frame behavior, because it is non-continually composed of a curved element (a beam) and vertical elements 

(columns). This system is too weak and slender to resist a vertical load, because an external load is resisted by the moment 

rather than by axial force. In this study, a new method, the installation of a temporary tie at the junction of the arch and the 

column only during snow accumulation, is proposed. The tie changes the action of the greenhouse frame to an arch action. The 

arch action is more effective when the pre-tension force is applied in the tie, which results in a very strong temporary structural 

system during snowfall. As a result of using this high-strength tapered section, the combined strength ratio of what? decreased 

from 10% to 30%. In the case of the additional reinforcement with a tie, it was reduced by half.

핵 심 용 어 : 비닐하우스, 리텐션타이, 설하 , 고강도 변단면 부재

KEYWORDS : greenhouse, pretension tie, snow load, high strength tapered section

1. 서  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로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빈번

해져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안 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설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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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설치 이용되고 있

는 비닐하우스는 경험  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조 인 안 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5) 재까지 

비닐하우스 구조성능 개선을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이태훈, 2001; 김보경, 2008; 김보경, 2009). 그러나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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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폭설로 인한 피해는 매년 농가의 부담 뿐만 아니라 보

상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부담이 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임의 경우 처짐설계보다는 강도설계에 의해 단면이 지배된

다. 비닐하우스 임의 모멘트가 최 가 되는 부분에 고강

도의 변단면 부재를 용하고, 모멘트가 작은 부분에는 기존

의 이 를 사용하는 변단면 부재를 이용한 보강법을 검토하

고자 한다. 한 비닐하우스의 장스팬화를 가능하게 하기 

해 리텐션을 용한 인장타이재를 이용하여 임시 인 추가

보강을 통하여 비닐하우스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한다. 재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형태는 아치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구

조 으로는 곡선부(보)와 직선부(기둥)가 불연속의 형상을 하

고 있어 연직하 에 해 아치거동보다는 임거동을 하는 

취약한 구조시스템이다. 인장타이재를 용한 추가보강은 직

선부재(기둥) 상단에 폭설 시에만 임시 으로 인장타이재를 

추가함으로써 모멘트로 항하던 임 구조체를 축력에 

항하는 타이아치형 구조체로의 단기 인 변화를 유도하여 구

조체의 내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폭설이 상되는 시기에 

임시로 설치된 인장타이재에 리텐션을 가하여 연직하 에 

한 아치 거동이 증 되도록 한다. 임시 인장 로 가 설치되

는 동안에는 통행이나 작업에 지장을 주지만 설시만 임시로 

설치하여 붕괴를 방지하고 설이 제거되면 인장재는 해체하

도록 한다. 인장재로는 비교  경제  부담이 고 작업성과 

보 이 편리한 로 를 이용하여 타이아치거동을 유도하고 인

장재의 리텐션의 정도에 따라 구조체의 내력을 증가시켜 폭

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붕괴를 효과 으로 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농 진흥청에서는 농업시설 폭설피해 경감 책으로 비

닐하우스 구조체의 이 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도

강 인 SPVHS(KSD 3760)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 진흥청, 2008). 2017년부터 비닐하우스 구조용 도 강

 SPVHS를 사용한 내재해 규격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폭설·강풍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까지의 면 교체까지는 기간이 길고 경제 인 문제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되어 간단한 임시보강

으로 구조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 근본 인 해결

책으로 기투자비를 높이더라도 구 으로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닐하우

스 모델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모델을 비교하여 구조  성능

을 평가하고, 보강방법과 붕괴에 한 근본 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고강도 변단면 부재를 이용한 비닐하우스의 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석 아치골조 개요 

그림 1은 비닐하우스의 골조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식 (1)

은 평지붕 설하 ()에 지붕 경사도계수()를 곱하여 곡

면지붕 설하 ()을 산정하 다(이석건, 2005). 식 (2)

는 평지붕 설하 ()를 나타낸다. 표 1은 지상 설하 의 

기본값()을 나타내고, 표 2는 지붕경사도계수  용하

을 나타낸다( 한건축학회,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상 설

하 의 기본값으로 최소값인 0.5 (500 설심 

기 )을 용하 다. 본 논문의 해석에 용한 하 은 설하

()에 서까래 간격(600)를 곱하여 환산하 다. 비닐

하우스가 받는 하 은 골조와 피복자재 등의 자 이 있고, 지

주재배 작물일 경우는 작물의 무게도 작용하고 단기 으로 구

조물에 향을 주는 설하 , 풍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닐하우스 임의 자 과 재하 은 설하 에 비하여 

극히 작으므로 무시하고 설하 만을 용하 다. 해석시 하

조합은 일반구조물의 설하 계수 1.6을 용하지 않고 하

계수를 1.0으로 하여 소요강도를 산정하 다. 

그림 1. 비닐하우스 골조형태

   ·   (1) 

   ·  ·  ·  ·   (2)

여기서,  

 : 기본 지붕 설하 계수 (0.7)

 : 노출계수 (1.0)

 : 온도계수 (1.2)

 : 요도계수 (0.8)

 : 지상 설하 의 기본값 (0.5)

 : 지붕 경사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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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료

이

단면치수

( )

공칭

항복강도


()

공칭

인장강도


()

단면



()

탄성단면계수 



()

소성단면계수 



()


( )


( )


( )

서까래

간격

( )

SPVH
×

205 270
112.5 635 858

6.0 1.7 1.6

600

SPVHS 295 400

SPVH
×

205 270
142.7 1033 1378

SPVHS 295 400

SPVH
×

205 270
112.5 635 858

8.2 1.6 1.9
SPVHS 295 400

SPVH
×

205 270
142.7 1033 1378

SPVHS 295 400

SPVH
×

205 270
112.5 635 858

10.0 2.0 2.5
SPVHS 295 400

SPVH
×

205 270
142.7 1033 1378

SPVHS 295 400

표 3. 기본골조부재의 단면성능  부재길이 (그림 1 참조)

지역
지상 설하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 

추풍령, 포항, 군산, 구, 주, 울산, 

주, 부산, 충무,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울진, 이천

0.5

인 천 0.8

속 2.0

강 릉 3.0

울릉도, 령 7.0

표 1. 지상 설하 의 기본값()

0∼10〫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1.00 0.85 0.7 0.6 0.4 0.2 0.1

 200 170 140 120 80 40 20

표 2. 지붕경사도계수  용하 ( )

해석모델로 선정한 기존의 비닐하우스와 내재해형 비닐하우

스의 규격과 이  성능은 표 3과 같다(농 진흥청, 2008). 

 ,  스팬의 경우에는 농 진흥청에 고시된 표 설계모

델이며 스팬이 인 장스팬 비닐하우스 모델의 경우에는 장

스팬 비닐하우스로의 용가능성 검토를 하여 본 연구에서 

측벽높이와 폭에 한 비율을 표 모델에 맞추어 제시한 것이

다. 내재해형 골조의 개선내용은 이  단면성능 증가, 재료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향상으로 인한 구조  성능향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닐하우스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의 서까

래 간격을 로 동일하게 하여 동일한 하  하에서 비닐

하우스 구조체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고 붕괴방지법을 제시하

다.

보강부재
단면 , 

()

탄성단면계수, 

()

소성단면계수, 

()

× 172.7 1112.6 1515.2

× 270.8 2189.4 2980.8

표 4. 변단면 보강부재(SM490)의 단면성능

Span( ) 
＊ ( ) 

＊ ( )

6.0 0.58 0.62

8.2 0.55 0.86

10.0 0.76 0.70

＊그림 2 참조

표 5. 변단면 보강부재의 치  규격

그림 2. 고성능 변단면 보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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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시험

본 연구에서는 단면이 50×1.3인 섬유재질의 가방끈용 

벨트를 타이보강 인장재로 사용하 다. 그리하여 벨트의 재료

특성을 구하기 하여 UTM을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벨트의 인장시험 상황, 그림 4는 인장재의 응력-

변형률 계를 나타낸다. 3번의 인장시험을 통한 평균값으로부

터 구한 타이부재의 탄성계수는 243로 나타났다. 

그림 3. 인장시험 설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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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응력-변형률 곡선

4. 산해석

4.1 좌굴해석

산해석은 MIDAS Gen을 사용하 다. 그림 5는 해석모델

을 한 하 과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양 지 은 이 가 흙에 

박 있어서 모멘트 반력이 발생되지만 고정이 불완 하므로 상

부 구조체에 불리한 조건인 힌지로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 농업용 이 (SPVH)와 비닐하우스 구조용 이

(SPVHS)의 구조성능을 비교하고자 공칭강도를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5. 하 분포

그림 6(a), (b)는 무보강 골조의 1차모드와 2차모드에서의 

좌굴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6(c), (d)는 고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된 비닐하우스에 타이부재로 보강을 한 경우의 모드형상을 

나타낸다. 

(a) 무보강 골조의 1차모드 (b) 무보강 골조의 2차모드

(c) 타이보강 골조의 1차모드 (d) 타이보강 골조의 2차모드

그림 6. 좌굴형상

표 6은 모드에 따른 고유치를 나타낸다. 스팬이 

의 비닐하우스 모델의 경우 1차 모드에서의 고유치가 각각 

1.27( ), 2.59( )로 나타났다. 고유치의 값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좌굴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응력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팬이 8,200의 경우 1차 

모드의 고유치가 각각 0.68( ), 2.59( )로 나타

났으므로  는 좌굴검토,  는 응력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팬이 10,000의 경우 1차 모드의 고유치가 

1.0 이하인0.40( ), 0.81( )로 나타났으므로 두 

경우 모두 좌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2차 모드와 3차 모드

에서는 모든 해석모델이 좌굴에 의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한 경우 무보강 상태보다 평균 으

로 1차 모드에서 고유치의 값이 약 15∼37% 정도 증가하 다. 

모멘트가 큰 부재에 고강도의 변단면 부재로 보강하게 되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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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 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pan Mode × ×

6,000mm

무보강

1차 1.27 2.59

2차 4.27 8.68

3차 7.81 15.89

6,000mm

변단면보강

1차 1.66(약 30%↑) 3.55(약 37%↑)

2차 6.37(약 49%↑) 14.08(약 62%↑)

3차 9.30(약 19%↑) 19.71(약 24%↑)

8,200mm

무보강

1차 0.68 1.38

2차 2.03 4.13

3차 3.64 7.41

8,200mm

변단면보강

1차 0.84(약 23%↑) 1.78(약 29%↑)

2차 3.16(약 55%↑) 7.06(약 70%↑)

3차 4.83(약 32%↑) 10.50(약 41%↑)

10,000mm

무보강

1차 0.40 0.81

2차 1.17 2.38

3차 2.11 4.30

10,000mm

변단면보강

1차 0.46(약 15%↑) 0.97(약 20%↑)

2차 1.65(약 41%↑) 3.59(약 50%↑)

3차 2.67(약 26%↑) 5.73(약 33%↑)

*붕괴하    ×  

표 6. 모드에 따른 고유치(＊)

4.2 응력해석

무보강 골조와 고강도 변단면 보강 골조에 타이가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에 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7은 

 이 를 사용한 스팬이 6,000인 SPVH 모델의 

 모멘트를 나타내고 그림 8은 각 의 응력을 값으

로 나타내었다. 부재의 거리()는 왼쪽 지 에서부터 비닐하우

스 골조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최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곳(C, E)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휨모멘트가 비닐하우스의 거동에 지배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닐하우스 임의 경우 

처짐설계보다는 강도설계에 의해 단면이 지배되므로 고강도강

의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모멘트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에 

고강도 변단면 보강부재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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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별 응력

응력해석의 결과는 조합강도비를 이용하여 변수별로 비교하

다. 조합강도비 1.0이상은 붕괴를 의미한다. 조합강도비()

는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고려하여 식 (3)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 한건축학회, 2006; AISC, 2005).

 






 



 
 



          (3)

여기서, 

  0.9,      0.9

: 소요휨모멘트,  : 공칭소성모멘트강도

표 7은 각각의 해석변수에 따른 조합강도비를 비교한 것이다. 

체 으로 모든 해석모델이 고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할 경

우 조합강도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팬이 6,000인 (SPVH)는 무보강 상태에서 조

합강도비가 1.0 이상인 1.145로 응력에 의해 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할 경우 조합

강도비가 0.824로 감소하여 붕괴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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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SPVH, SPVHS)은 무보강 상태에서도 조합강

도비가 1.0 미만으로 30%의 안 율을 보 다.

스팬이 8,200인  모델은 무보강 상태에서 조합강도

비가 각각 2.117(SPVH), 1.472(SPVHS)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

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할 경우 1.507(SPVH), 1.050(SPVHS) 

감소하 다. 그리하여 임시 인 추가보강으로 100N의 리텐션을 

용하면 조합강도비가 각각 0.826(SPVH), 0.578(SPVHS)로 

감소하여 용하 에 하여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PVH)은 무보강 상태에서 조합강도비가 1.321로 기둥상

부에서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강도 변단면 부재로 보강할 

경우 0.936으로 감소하 다. 

스팬이 10,000인 리텐션 보강을 한 경우에만 조합강

도비가 1.0 미만으로 감소하 으므로 장스팬의 경우는 임시

인 추가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Span
이 직경 × ×

보강상태 SPVH SPVHS SPVH SPVHS

6,000mm

무보강 1.145(E) 0.796(E) 0.714(E) 0.497(E)

변단면보강 0.824(B) 0.573(B) 0.516(B) 0.359(B)

리텐션
100N

0.397(B) 0.277(B) 0.315(B) 0.218(B)

리텐션
200N

0.244(B) 0.171(B) 0.197(B) 0.138(B)

리텐션
300N

0.428(B) 0.298(B) 0.175(B) 0.122(B)

8,200mm

무보강 2.117(E) 1.472(E) 1.321(E) 0.918(E)

변단면보강 1.507(B) 1.050(B) 0.936(B) 0.652(B)

리텐션
100N

0.826(B) 0.578(B) 0.638(B) 0.445(B)

리텐션
200N

0.611(B) 0.429(B) 0.504(B) 0.352(B)

리텐션
300N

0.410(B) 0.289(B) 0.370(B) 0.258(B)

10,000m

m

무보강 2.642(E) 1.838(E) 1.646(E) 1.145(E)

변단면보강 2.313(B) 1.613(B) 1.435(B) 1.000(B)

리텐션
100N

0.852(B) 0.596(B) 0.742(B) 0.518(B)

리텐션
200N

0.710(B) 0.500(B) 0.560(B) 0.390(B)

리텐션
300N

0.639(B) 0.446(B) 0.440(B) 0.309(B)

※ B, E는 그림 2 참조

표 7. 조합강도비 비교

리텐션의 해석은 타이부재에 온도하 을 가하여 고려하

다. 타이에 기장력을 가하되, 타이와 골조와의 상  강성에 

따른 모멘트도의 변화를 고려한 타이 장력을 가하 다. 그림 9

는 (a)무보강의 경우와 (b)타이보강 후 (200)의 동일한 스

일의 모멘트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타이보강 후 앙부의 모

멘트가 1/2이하로 감소하고 타이연결부의 모멘트 방향이 바

고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a) 무보강 (b) 타이보강 후 

그림 9. 모멘트 형상

본 연구에서 용한 하 에 하여 무보강 상태일 때 가장 취

약한 부 로 기둥상부(E)에서 조합강도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고강도 변단면 보강시 최  조합강도비가 발생하는 치가 

기둥상부(E)에서 기존부재와 보강부의 경계 (B)으로 이동하

으며, 그 최 값은 스팬에 따라 10∼40% 감소하 다. 타이

부재에 리텐션을 용하여 보강할 경우에도 고강도 변단면 

부재와 기존부재와의 경계 (B)에서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

다. 고강도강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구조체에 리텐션 100N

을 용하게 되면 조합강도비가 모든 변수에 하여 50% 정도 

감소하 다. 200N 이상의 리텐션을 용하여 보강할 경우 

보강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결과분석

비닐하우스의 붕괴원인을 좌굴과 응력에 하여 단하기 

하여 조합강도비와  를 비교하 다. 체 으로 1차 모드

에서 좌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림 10

과 같이 실제 비닐하우스의 거동은 2차 모드의 형상과 유사하

다. 1차 모드에서의 형상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실제 비닐하우

스에서는 로 를 이용하여 지면에 고정시켜 구조체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1차 모드의 형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설에 의한 비닐하우스 붕괴 (그림 6의 2차 모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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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5.4x1.5 (스팬 6,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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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1.8x1.5 (스팬 6,000mm)

그림 11과 그림 12는 6,000 스팬에서 과 조합강

도비를 한 그래  선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 에서 1.0 이상

의 값은 붕괴를 의미한다. 고유치는 재료강도와는 계없이 동

일한 값이므로 한 개의 값만 표시하 다.  (SPVH)는 무

보강 상태에서만 응력에 의하여 붕괴되어지며,  (SPVH, 

SPVHS)은 용하 에 하여 좌굴과 응력에 하여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서까래 간격을  정도까지 

증가시켜도 안 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8,200스팬에서 과 조합강도

비를 나타낸 것이다.  (SPVHS)는 조합강도비와 이 

1.0보다 크고, 조합강도비가 보다 크므로 응력에 의한 붕

괴가 일어난다. 이를 리텐션을 용하여 보강할 경우 1차 모

드에서의 이 1.0을 과하지만, 1차 모드의 형상은 잘 일

어나지 않으므로 안 한 것으로 상되고 2차 모드와 조합강도

비만을 고려하면 보강효과가 2배 이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SPVH)은 무보강 상태에서만 붕괴가 이루어지며, 변

단면으로 보강할 경우 좌굴과 응력에 하여 안 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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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5.4x1.5 (스팬 8,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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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1.8x1.5 (스팬 8,200mm)

그림 15와 그림 16은 10,000  스팬에서의 과 조합

강도비를 나타낸다.  ,   해석모델 모두 리텐션

을 용하여 보강할 경우에만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

스팬이 되면 타이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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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5.4x1.5 (스팬 10,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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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31.8x1.5 (스팬 10,000m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의 폭설에 의한 붕괴방지법에 하

여 연구하 으며 각 스팬별 고강도 단면과 타이보강을 가정하

여 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용한 하 에 하여 무보강 상태일 때 

가장 취약한 부 로 기둥상부(E)에서 조합강도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단면 보강시 최  조합강도비

가 발생하는 치가 기둥상부(E)에서 기존부재와 보

강부의 경계 (B)으로 이동하 다.

(2) 고강도 변단면으로 보강한 비닐하우스에 100N 이상

의 리텐션 타이를 이용하여 보강할 경우 무보강 상

태보다 취약한 부분에서의 조합강도비가 평균 으로 

반 이하로 감소하 다.

(3) 10,000 스팬에는  ,   해석모델 모

두 리텐션을 용하여 보강할 경우에만 안 한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타이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4) 1차 모드에서의 좌굴하 은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비

닐하우스의 붕괴형상은 2차 모드와 유사한 거동을 하

므로 고강도강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구조체에 리텐

션 타이를 이용한 추가보강을 하게 되면 설심이 평

균 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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