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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신온실구조는그림 1과같이너비가 15 m 이상광폭

단동형으로 설계되며길이는 70 m 이상에 달할 정도로 대형

화 되고 있다.

[그림 1] 에스지티(주)의 광폭 온실 구조물 예 [1]

온실 구조가 대형화 될수록 태풍 등 풍하중에 대한 보다

정밀한구조강도평가분석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전산

구조해석 및 전산유체역학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체-구

조 상호작용(FSI)해석을 통하여 풍하중에 대한 온실 구조물

강도 해석을 수행한 내용을 소개한다.

2. 온실 주변 유동장의 CFD 모델링 및 온실

구조 해석 모델링과 FSI 해석

본연구의대상인온실은크기가그림 1 에 보여지는바

와 같으며 에스지티(주)에서 개발한 단동형 광폭 온실의 한

예이다. 그림 1은구조해석유한요소모델이며주요프레임이

트러스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2] 온실 구조해석 유한요소 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온실 주변의 유동장 영역

을 설정하여 작성한 전산유체해석을 위한 모델과 그림 2의

구조 모델을 결합하여 one-way 유체-구조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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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광폭 단동형 온실 구조물의 풍하중에 대한 강도를 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 기능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온실 설치를 하기 전에 풍하중에 대한 강도 평가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분석하여 인허가를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산구조해석 및 전산유체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구조 강도 평가를 수행한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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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실구조에 작용하는 풍하중 해석을 위한

전산유체해석 영역

바람의 방향은 정면, 측면 및 45도 각도 방향 모두를 고

려하였고 풍속은 과거 태풍의 풍속 데이터를 조사하여 40

m/s 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온실설치법규 만족여부를분

석하는강도평가방법은간단하지만그보수성여부에여러

가지불확실성이있으며바람의방향을다양하게가정하기가

불가능하고 풍하중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풍하중을 계산하고

바로 연결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정확하

고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를통하여그림 2의트러

스형광폭 단동형 온실구조는 40 m/s 의여러방향풍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해석 및 전산구조해석을 결합한

one-way 유체-구조상호작용 해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

으로 사용한 트러스형 광폭 단동형 온실 구조가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최대강도수준의태풍하중에대해서충분한구

조적강도를가지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추후 온실구조설

계 최적화에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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