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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O민, 김O현, 박O빈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용한 내진설계 탐구
텐세그리티 구조의 특징을 활용하여 내진설계에 최적화된 구조를 생각해보
고 이를 적용한 지진 대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한다.

□ 과제 연구 실험 1 : 가장 안정적인 압축재의 선정
- 과제 연구 실험 1-1 : 수수깡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과제 연구 실험 1-2 : 빨대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과제 연구 실험 1-3 :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구조물 제작 시 인장재는 고무줄로 통일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를 압축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길이는 각각 9cm,
15cm, 20cm, 25cm로 나누어 제작한다.
- 압축재의 힘 증가를 위해 30cm 길이의 에나멜선을 각각 8번, 10번,
12번으로 감아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과제 연구 실험 2 : 가장 안정적인 인장재의 선정
연구내용

- 과제 연구 실험 2-1 : 고무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과제 연구 실험 2-2 : 낚싯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과제 연구 실험 2-3 : 실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목봉 3개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후보로 선정 된 인장재 중 낚싯줄을 사용하여 12cm, 15cm 텐세그리
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나무의 종류는 뉴송과 애쉬, 두 가지로 나누어 제작한다.

□ 과제 연구 실험 3 : Shake Table 제작 및 구조물의 흔들림 차이
비교
- 과제 연구 실험 3-1 : Shake Table 제작
- 과제 연구 실험 3-2 : Shake Table을 이용한 구조물의 흔들림 차이
비교
- P파와 S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Shake Table을 제작한다.

□연구 결과
◯ 텐세그리티 구조가 필로티 구조에 비해 큰 무게가 누르는 힘을 잘 견딘다.
◯ 텐세그리티 구조가 지진 파동에 의해 무너질 때 압축재와 인장재의 모양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내진 설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 및 논의
◯ 텐세그리티 구조를 Shake table을 사용하여 지진에 잘 견디는지 확인한
결과 구조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내진에 적합한
구조임을 확인했다.
연구성과

◯ 텐세그리티 구조가 내진 설계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통하여 텐세그리티를
보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결론 및 제언(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텐세그리티 구조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점을 활용하여 내진 설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건축물을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실태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용하여
내진설계에 유리한 구조물을 제작함으로써 재료비 절감과 뛰어난 공간 확보
로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접목시켜 지진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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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보고서 >
1.

개요

□ 연구목적
○ 텐세그리티 구조
-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최고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상도 지역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나 간판이 파손되거나 실내 집기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2017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도 시험이 연기되
는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의 지진에 대한 건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내진설계 실태는 20%에 불과하며 이는 앞으로의 지진에 대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 설계 방법을 탐구하던
중 텐세그리티 구조를 알게 되었다. 텐세그리티 구조는 저비용, 고효율의 안정화 된 튼튼한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는데 텐세그리티 구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텐세그리티 구조를 내진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텐세그리티 구조를 활용하여 건축 재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다.

□ 연구범위
○ 재료의 적합성
- 구조물을 제작하기 전 여러 가지 구조를 제작하는데 용이하고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을
서로가 버틸 수 있는 재료를 찾는다.
○ 구조물 제작
- 선정된 재료를 이용하여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텐세그리티 구조물과 목봉 4개와 합판
으로 이루어진 필로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지진파 구현
- Shake Table을 제작하여 p파와 s파를 구현한 뒤 제작한 구조물들을 올려 지진파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 탐구한다.

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텐세그리티
- ‘긴장 상태의 안정성(Tensional Integrity)’을 뜻하는 말로,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도 힘의
평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구조를 뜻한다. 모든 텐세그리티는 모양에 상관없이 ‘인장재’와
‘압축재’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인장재는 미는 역할을 하고, 압축재
는 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때 당기기가 이루어질 때는 연속적이고, 밀기가 이루어질
때는 비연속적이다. 연속적인 당기기는 인장과 압축의 긴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연속
적인 밀기에 의해 균형 잡혀진다.
○ 텐세그리티는 약 18미터 높이의 Needle Tower(1968)와 같은 조각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
케네스 스넬슨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1980년에 데이비드 자이거
(David Geiger)가 첫 구조물을 건축적으로 적용하였고 1988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경기
장이 만들어졌으며, 1996년 올림픽을 위해 사용된 지오지아 돔(Georgia Dome)은 매우
크며, 방금 언급한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위한 경기장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텐세그리티 구조이다.
○ 텐세그리티는 크기가 커질수록 강해진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지오데식
돔이 그 예이다. 이론적으로, 텐세그리티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도 지오데
식 돔에 덮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행성이나 별도 덮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 하버드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인 Donald Ingber가 “퓰러의 돔이나 스넬슨의 조각에서
이런 구조에서 인장을 가진 부재는 붙어있는 부재 사이의 최소의 길을 배치한다. 인장력
은 자연스럽게 E 점 사이의 최소의 거리를 통해 전달되고, 그래서 텐세그리티 구조의
부재는 가장 적절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이유로, 텐세그리티 구조는 최고의 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주제의 선정
○ 텐세그리티 구조

- 텐세그리티는 건축학 용어로 Tensegrity Structure Integrity(긴장 상태의 안정구조)라고
한다. 텐세그리티 구조는 1962년 버크민스터 풀러가 특허를 등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
였다. 텐세그리티 구조는 통뼈의 역할을 하는 구조체와 이 구조체에 달린 케이블이
서로 밀고 당기며 구조체를 안전하게 유지 시켜준다. 이러한 구조는 지진에도 좋은
예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이 아닌 우리나라도 이 건설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진 설계를 함에 목적을 둔다.
○ 텐세그리티 모듈 변화에 따른 그리드 구조물의 거동 분석(DBpia)
- 텐세그리티 구조는 공간 확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용하여 만든 건축물에 각각 p파, s파와 비슷한 자극을 준
후, 일반 건축법을 따른 건축물과 비교한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로 지진 대비에
최적화 된 구조물을 제작하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 방법
○ 구조물 제작
- 텐세그리티 구조
(1). 버팀대인 목봉에 1cm 간격으로 띄운 후 구멍을 사방으로 뚫는다.
(2). 목봉 3개를 십자로 놓고 가운데 수직하게 만들어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십자모양이
되게 만든다.
(3). 가운데 중심으로 실을 구멍 안으로 넣어 4개의 삼각형을 만들면서 제작한다.
- 필로티 구조
(1). 나무판을 크기에 맞춰 양 모서리에 1cm 간격에 맞춰 목봉을 붙일 부분을 표시한다.
(2). 목봉에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바른 뒤 붙여준다.
(3). 만들려고 한 필로티 구조에 만들고 싶은 층
◯ 재료의 적합성
● 구조물 재료 선정
- 구조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어떤 재료를 압축재와 인장재로 선택하여 구조물을 제작할
것인지를 탐구하였다.
- 실험과정: 실험재료 중 압축재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재료(수수깡, 빨대,
나무젓가락)를 탐구해본다.
※ 에나멜선은 30cm로 통일한다.
- 실험 1 : 빨대를 사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하기
‣준비물 : 빨대, 펜, 자, 칼, 가위, 에나멜선, 고무줄 또는 끈
‣과정

①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빨대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②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점이 찍힌 곳 까지 끝에서부터 자른다.
- 3개중 1개의 빨대는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빨대는 일자 모양
③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빨대 모두에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④ 세 빨대를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⑤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빨대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 씩 넣어 고정해준다.
⑥ 같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빨대 2개와, 반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빨대 2개와 연결지어준다.
-실험 2 :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하기
‣준비물 : 나무젓가락, 펜, 자, 칼, 가위, 에나멜선, 고무줄 또는 끈
‣과정
①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나무젓가락의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②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점이 찍힌 곳 까지 끝에서부터 자른다.
- 3개중 1개의 나무젓가락은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나무젓가락은 일자 모양
③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나무젓가락
모두에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④ 세 나무젓가락을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⑤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나무젓가락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 씩 넣어 고정해준다.
⑥ 같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나무젓가락 2개와, 반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나무젓가락 2개와 연결지어준다.
-실험 3 : 수수깡을 사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하기
‣준비물 : 수수깡, 펜, 자, 칼, 가위, 에나멜선, 고무줄 또는 끈
‣과정
①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수수깡의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②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점이 찍힌 곳 까지 끝에서부터 자른다.
- 3개중 1개의 수수깡은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수수깡은 일자 모양
③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수수깡 모두
에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④ 세 수수깡을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⑤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수수깡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 씩 넣어 고정해준다.

⑥ 같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수수깡 2개와, 반대 극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수수깡 2개와 연결지어준다.
⑦ 이 과정으로 9cm, 15cm, 20cm, 25cm 수수깡 텐세그리티를 제작한다.
- 실험 재료 중 인장재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재료(낚싯줄, 실, 고무줄)를 탐구해
본다.
실험 과정: 버팀대 3개를 사용하여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준비물 : 목봉, 펜, 자, 칼, 가위, 낚싯줄
‣실험1 : 인장재(낚시줄)를 사용하여 구조물 제작
- 텐세그리티 구조를 버팀대 3개를 이용하여 12cm, 15cm로 나누어 길이별 텐세그리티를
제작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에서 인장재 중 낚시줄을 사용하여 텐세그리티를 제작한다.
- 나무의 종류는 뉴송과 애쉬로 나누어 제작한다.
[실험 방법]
(1) 버팀대인 목봉에 1cm 간격으로 띄운 후 구멍을 사방으로 뚫는다.
(2) 목봉 3개를 십자로 놓고 가운데 수직하게 만들어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십자모양이
되게 만든다.
(3) 가운데 중심을 노끈으로 고정 시킨 뒤 낚시줄을 구멍 안으로 넣어 삼각형을 만들면서
제작한다.

실험 과정: 버팀대 3개를 사용하여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준비물 : 목봉, 펜, 자, 칼, 가위, 실
‣실험1 : 인장재(실)를 사용하여 구조물 제작
- 텐세그리티 구조를 버팀대 3개를 이용하여 12cm, 15cm로 나누어 길이별 텐세그리티를
제작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에서 인장재 중 실을 사용하여 길이별 텐세그리티를 제작한다.
- 나무의 종류는 애쉬와 뉴송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실험방법]
(1) 버팀대인 목봉에 1cm 간격으로 띄운 후 구멍을 사방으로 뚫는다.
(2) 목봉 3개를 십자로 놓고 가운데 수직하게 만들어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십자모양이
되게 만든다.
(3) 가운데 중심을 노끈으로 고정 시킨 뒤 낚시줄을 구멍 안으로 넣어 삼각형을 만들면서
제작한다.

○ 지진파 구현 : Shake Table 제작
※ Shake Table은 P파와 S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실험방법]
(1) PVC 각각의 사이에 2인치 정도의 구멍을 드릴로 뚫는다.
(2) 아이볼트를 구멍에 넣고 너트로 끼워준 뒤 모서리용 PVC를 각 모서리에 끼워준다.
(3) 각 모서리에 30인치 PVC를 끼워준다.
(4) 합판의 각 모서리에 2인치 정도의 구멍을 드릴로 뚫은 뒤, 각 구멍에 볼트를 넣고 너트로
끼워준다.
(5) PVC파이프에 아이볼트에 끼우고 고무 밴드를 2개씩 연결하여 준다.
(6) 합판 밑에 목봉을 깔아 준다.
(7) 합판에 있는 볼트에 고무밴드를 연결시켜준다.
- Shake table을 제작한 뒤 지진파의 종류 중 하나인 P파를 구현한다.
- Shake table을 제작한 뒤 지진파의 종류 중 하나인 S파를 구현한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과제 연구 실험 1 : 가장 안정적인 압축재의 선정
○ 과제 연구 실험 1-1 : 수수깡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통제변인 : 구조물 제작 시 인장재는 고무줄로 통일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를 압축재인 수수깡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길이는 각각 9cm, 15cm,
20cm, 25cm로 나누어 제작한다.
- 압축재의 힘 증가를 위해 30cm 길이의 에나멜선을 각각 8번, 10번, 12번으로 감아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실험방법]
(1).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수수깡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2).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끝에서부터 점이 찍힌 곳 까지 자른다.
- 3개중 1개의 수수깡은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수수깡은 일자 모양
(3).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수수깡 모두에
각각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4). 3개의 수수깡을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5).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수수깡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씩 넣어 고정해준다.
(6). 같은 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수수깡 2개와, 반대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수수깡 2개와 연결지어준다.
(7). 총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완성한다.
○ 과제 연구 실험 1-2 : 빨대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통제변인 : 구조물 제작 시 인장재는 고무줄로 통일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를 압축재인 빨대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길이는 각각 9cm, 15cm,
20cm, 25cm로 나누어 제작한다.
- 압축재의 힘 증가를 위해 30cm 길이의 에나멜선을 각각 8번, 10번, 12번으로 감아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실험방법]
(1).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빨대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2).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끝에서부터 점이 찍힌 곳 까지 자른다.
- 3개중 1개의 빨대는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빨대는 일자 모양

(3).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빨대 모두에 각각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4). 3개의 빨대를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5).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빨대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씩 넣어 고정해준다.
(6). 같은 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빨대 2개와, 반대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빨대 2개와 연결지어준다.
(7). 총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완성한다.
○ 과제 연구 실험 1-3 :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통제변인 : 구조물 제작 시 인장재는 고무줄로 통일한다.
- 텐세그리티 구조를 압축재인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길이는 각각 9cm,
15cm, 20cm, 25cm로 나누어 제작한다.
- 압축재의 힘 증가를 위해 30cm 길이의 에나멜선을 각각 8번, 10번, 12번으로 감아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실험방법]
(1). 자와 펜을 이용하여 3개의 나무젓가락 양 끝에서 1cm씩 떨어진 지점에 점을 찍는다.
(2).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끝에서부터 점이 찍힌 곳 까지 자른다.
- 3개중 1개의 나무젓가락은 십자가 모양
- 3개중 2개의 나무젓가락은 일자 모양
(3). 가위를 이용하여 에나멜선을 3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른 뒤 3개의 나무젓가락 모두에
각각 8, 10, 12바퀴 씩 감아준다 (8, 10, 12바퀴는 3개씩 한 세트.)
(4). 3개의 나무젓가락을 손에 겹치게 들고 중앙을 30cm의 에나멜선으로 고정해 준다.
(5). 십자가 모양의 칼집이 있는 나무젓가락의 양 끝에 고무줄을 2개씩 넣어 고정해준다.
(6). 같은 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바로 앞의 나무젓가락 2개와, 반대쪽에 있는 2개의
고무줄은 양 옆의 나무젓가락 2개와 연결지어준다.
(7). 총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완성한다.

□ 과제 연구 실험 2 : 가장 안정적인 인장재의 선정
○ 과제 연구 실험 2-1 : 고무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목봉 3개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후보로 선정 된 인장재 중 고무줄을 사용하여 12cm, 15cm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
다.
- 나무의 종류는 뉴송과 애쉬, 두 가지로 나누어 제작한다.
[실험방법]
(1). 압축재로 선정 된 목봉의 끝에서 1cm 간격으로 띄워 서로 90도 떨어진 2개의 점을
찍는다.
(2). 두 개의 점을 드릴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십자 모양이 되도록 뚫는다.
(3). 목봉 3개 중 2개를 십자로 잡고 남은 1개의 목봉을 수직하게 가운데에 세운다.
(4). 중심을 손으로 잡은 뒤 고무줄을 이용하여 삼각형 4개로 구성 된 텐세그리티 구조를
제작한다.
○ 과제 연구 실험 2-2 : 낚싯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목봉 3개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후보로 선정 된 인장재 중 낚싯줄을 사용하여 12cm, 15cm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
다.
- 나무의 종류는 뉴송과 애쉬, 두 가지로 나누어 제작한다.

[실험방법]
(1). 압축재로 선정 된 목봉의 끝에서 1cm 간격으로 띄워 서로 90도 떨어진 2개의 점을
찍는다.
(2). 두 개의 점을 드릴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십자 모양이 되도록 뚫는다.
(3). 목봉 3개 중 2개를 십자로 잡고 남은 1개의 목봉을 수직하게 가운데에 세운다.
(4). 중심을 손으로 잡은 뒤 낚싯줄을 이용하여 삼각형 4개로 구성 된 텐세그리티 구조를
제작한다.

○ 과제 연구 실험 2-3 : 실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목봉 3개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후보로 선정 된 인장재 중 실을 사용하여 12cm, 15cm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제작한다.
- 나무의 종류는 뉴송과 애쉬, 두 가지로 나누어 제작한다.

[실험방법]
(1). 압축재로 선정 된 목봉의 끝에서 1cm 간격으로 띄워 서로 90도 떨어진 2개의 점을
찍는다.
(2). 두 개의 점을 드릴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십자 모양이 되도록 뚫는다.
(3). 목봉 3개 중 2개를 십자로 잡고 남은 1개의 목봉을 수직하게 가운데에 세운다.
(4). 중심을 손으로 잡은 뒤 실을 이용하여 삼각형 4개로 구성 된 텐세그리티 구조를 제작한다.

□ 과제 연구 실험 3 : Shake Table 제작 및 구조물의 흔들림 차이 비교
○ 과제 연구 실험 3-1 : Shake Table 제작
- P파와 S파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Shake Table을 제작한다.

[실험방법]
(1). PVC 각각의 사이에 2인치 크기의 구멍을 드릴로 뚫는다.
(2). 아이볼트를 구멍에 넣고 너트로 끼워준 뒤 모서리용 PVC를 각 모서리에 끼워준다.
(3). 각 모서리에 30인치 PVC를 끼워준다.

(4). 합판의 각 모서리에 2인치 크기의 구멍을 드릴로 뚫은 뒤, 각 구멍에 볼트를 넣고 너트로
끼워준다.
(5). PVC에 있는 아이볼트에 고무 밴드를 2개씩 연결하여 준다.
(6). 합판 밑에 목봉을 깔아 준다.
(7). 합판에 있는 볼트에 고무 밴드를 연결시켜준다.

○ 과제 연구 실험 3-2 : Shake Table을 이용한 구조물의 흔들림 차이 비교
- Shake Table을 이용하여 텐세그리티 구조와 필로티 구조를 비교하여 텐세그리
티 구조의 내진설계능력을 확인한다.

<P파>

<S파>

[실험방법]
(1). 완성된 텐세그리티 구조물과 필로티 구조물을 지진판 위에 올린다.
(2). 지진판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며 각각 P파와 S파를 구현한다.
(3). 텐세그리티와 필로티 구조물의 내진 설계 기능을 확인한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과제 연구 실험 1 : 가장 안정적인 압축재의 선정
○ 과제 연구 실험 1-1 : 수수깡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① 수수깡 탐구
9cm
15cm
20cm
25cm

8바퀴
x
x
o
x

10바퀴
x
x
o
x

12바퀴
x
x
o
x

→ 수수깡의 길이별로 비교하여 실험해보았지만, 수수깡 자체의 힘이 약하여 고무줄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는게 대부분이었지만 유일하게 20cm에서만 성공하여 텐세그리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길이별 텐세그리티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과제 연구 실험 1-2 : 빨대를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②빨대 탐구
큰 빨대(두꺼운)
작은 빨대(얇은)

8바퀴
x
x

10바퀴
x
x

12바퀴
x
x

→ 빨대는 두꺼운 빨대, 얇은 빨대 둘 다 사용하여 보았지만, 빨대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고무줄을 연결할 때 마다 유연성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재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과제 연구 실험 1-3 :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③나무젓가락 탐구
8바퀴

10바퀴

12바퀴

나무젓가락(컵라면용-작음)

o

o

o

나무젓가락(위에비해 큼)

o

o

o

→ 나무젓가락은 길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텐세그리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무젓가락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통일성 없이 길이가 작아지면서 커지
므로 텐세그리티 모양이 약간 휘어진 모양을 띠기도 하여 재료자체는 적합하지만, 나무젓
가락은 텐세그리티 재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과제 연구 실험 2 : 가장 안정적인 인장재의 선정
○ 과제 연구 실험 2-1 : 고무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구조의 압축제에 비해 인장재의 힘이 압축재의 힘보다 크게 되어 인장재로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과제 연구 실험 2-2 : 낚싯줄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 인장재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서 낚싯줄 특성으로 인하여 긴장 상태가 완성되지 않
는다는 한계 발생.
→ 평균치 이상의 무게도 지지할 수 없으며 쉽게 무너진다.
○ 과제 연구 실험 2-3 : 실을 이용한 텐세그리티 구조 제작

<15cm>

<12cm>

→ 인장재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탄성력이 없는 실은 텐세그리티 특유의 긴장 상태를
만족한다.

→ 5KG가량 넘는 무게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중에 강하다.

□ 과제 연구 실험 3 : Shake Table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흔들림 차이 비교

<P파>

권수
텐
p
파

세
로
티

파

텐

파

1

2

3

4

5

7.17s

7.02s

11.28s

10.78s

8.72s

6.51s

5.41s

10.5s

9.94s

7.59s

4.36s

4.27s

3.70s

5.21s

5.03s

3.15s

3.90s

3.60s

3.42s

4.51s

필

지진

s

<S파>

세
필
로
티

(단위 : 초)
→ P파, S파 구현을 했을 때 텐세그리티 구조가 필로티 구조에 비해 흔들림이 덜하며 오래
버텨있었다.
□ 시사점
○ 텐세그리티 구조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점을 활용하여 내진 설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건축물을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실태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용하여 내진설계에 유리한 구조물을 제작함으로써
재료비 절감과 뛰어난 공간 확보로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접목시켜 지진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킨다.

4.

홍보 및 사후 활용

□ 홍보 및 사후 활용
○ 텐세그리티 구조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점을 활용하여 내진 설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건축물을 만든
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실태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부담한
다. 그렇기 때문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용하여 내진설계에 유리한 구조물을 제작함으
로써 재료비 절감과 뛰어난 공간 확보로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건물에 텐세그리티 구조를 접목시켜 지진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킨다.
○ 흔들림 강도 실험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인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활용하여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물론 기존에 지어져있는 건물을 재개발 할 때 텐세그리티 구조를 접목시켜
이전 구조보다 강화된 건물이 되어있을 것이다.
○ 건축가분들이 실제로 텐세그리티 구조로 이용한 건물 설계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내진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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