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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등의 사슬을 양쪽에서 잡으면 자연스럽게 아래

로 처진 곡선이 형성된다. 이를 현수선(懸垂線, Catenary)

이라고 한다. 현수선은 그 자체의 하중(중력)과 인장력으

로만 구성되므로 힘의 균형이 매우 안정적이다. 따라서 외

부의 힘이 별도로 작용하지 않는한, 오래도록 그 형태를 유

지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일상 혹은 자연의 곡선으로서 

우리는 현수선을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전봇대 사이의 늘어진 전깃줄이나 옥상에 세운 빨랫줄, 

거미줄의 방사형 구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외부

의 하중이 더해지게 되면 이러한 현수선의 모습에도 변화

가 생긴다. 가령 비어있는 빨랫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곡

선은 더해지는 빨랫감의 무게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수선은 사라지고 곡선은 점

차 포물선의 형태로 변한다. 종래에 빨랫줄이 빨랫감의 무

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포물선도 무너지고 빨랫감은 바

닥에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빨래를 두 번 하지 않으려면, 

현수선을 형성하는 양측면의 지지대가 쓰러지지 말아야 하

고, 빨랫줄 또한 튼튼해서 충분한 인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론상 두 지지대 사이의 거리가 

얼마든지 멀어져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인공적인 구조물로써 극대화하여 구

현한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현수교((懸垂橋, Suspension 

Bridge)이다. 사장교(斜張橋, Cable-Stayed Bridge)가 직

선의 케이블로 팽팽하게 끌어당겨 교량의 무게를 지탱한

다면, 현수교는 현수곡선을 활용하여 주케이블을 늘어뜨

리고 거기에 교량 상판의 하중을 수직으로 달아매다는 방

식으로 구성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금

문교나 우리나라의 영종대교·광안대교·이순신대교 등

이 이러한 현수교 방식으로 완성된 사례들이다. 앞서 빨랫

줄에서도 보았듯이 추가적으로 매달리는 하중을 현수선이 

버티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강성 및 주탑의 견고함을 확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초고강도 구조로 주탑을 

건축 잡상 (4) 

자연의 곡선인 현수선과 건축물

 

그림 1 자연속 현수선 사례1
(출처: https://en.wikipedia.org)

그림 2 자연속 현수선 사례2
(출처: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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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케이블 또한 직경 5mm 남짓한 철사를 다발로 

묶어내어 인장력을 확보한다.1)

로마인들은 아치(Arch)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의 수평·수직 부재만으로 구성된 가구식 구조에 비해 넓

고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아치 구조의 발

명을 고대 건축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으로 손꼽는 이유

이다.2) 그러나 이러한 아치는 가운데 공간이 넓어질수

록 아치 하부가 벌어지려는 추력(Thrust)이 작용하여 불

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세 성

당에서 볼 수 있듯이 부벽(Buttress)이라는 부재가 아

치옆에 필요했다. 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가우디(Antoni 

Gaudi:1852~1926)는 앞서 살펴본 현수선의 안정적인 원리

를 이용한 현수아치(Catenary Arch)를 구상하여 건축물에 

1)    부산 광안대교의 경우,  주케이블은 직경 ø5mm의 아연도금강

선(Wire)을 312개씩 묶어 하나의 스트랜드(Strand)를 형성하고, 

이 스트랜드를 37개로 묶어 한 다발로써 구성하였다. 즉, ø0.6m 

주케이블 하나의 단면에는 도합 11,544개의 아연도금강선이 들

어가 있는 셈이다. (출처 : 광안대교의 계획 및 설계, 서석구, 

2002,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2)    ‘아치를 형성하는 각각의 부재는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하중을 

하단부에 놓인 또다른 부재로 분산하게 되어 아치의 형태를 따

라 경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인

장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석재의 활용도 또한 높아진다. 

로마인들은 아치의 장점을 통해 기둥과 기둥사이를 넓히면서도 

대규모의 실내외 공간을 자유자재로 건설할 수 있었으며 현존하

는 로마시대의 수도교들과 콜로세움, 판테온 등의 장쾌한 공간

들 속에서도 우리는 아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건축잡상1_

노트르담 성당과 이중 지붕 구조, 이양재, NICE, Vol 37, No. 3, 

2019

적용하였다. 하중과 인장력으로만 구성된 현수선을 그대

로 뒤집게 되면 반대로 하중과 압축력으로만 구성된 현수

아치가 나타나게 된다. 현수아치 역시 현수선처럼 힘의 균

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기존의 아치에 비해 높이와 안정감

을 확보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가우디가 설계한 밀라주택

(Casa Mila)의 다락에는 부벽없이 270여개의 벽돌 현수아

치가 구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붕의 하중을 경감하면서

도 다양한 경사로와 산책로가 함께 있는 독특한 옥상 공원

을 실현할 수 있었다. 가우디는 100여년전 공학적 계산과 

시뮬레이션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에 수많은 모래주머니

가 매달린 현수선을 일일이 조정해가며 모형으로 형태를 

구현한 후 이를 뒤집어 건축물의 형상을 설계하였다. 그가 

왜 ‘모든 것은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으로부터 나온다’3)라

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수선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재이다. 한옥의 기

와 지붕에서 느끼는 곡선미도 추녀 끝점과 지붕선 시작

점 사이에 현수선을 띄우고 이에 따라 완성된 기와선이

다. 칼에 베일 듯이 날렵한 일본의 직선도 아닌, 그렇다

고 남방 지역의 과도하게 말려 올라간 추녀와도 다른, 전

통 한옥의 지붕 곡선에는 현수선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움

이 깃들어 있다. 현수선이 담긴 건축물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의 성이시돌 목장에는 테쉬폰

3)    ‘Everything stems from the great book of Nature; men’s works 

are already a printed book’, 가우디와 성가족성당을 함께한 건

축가 Isidre Puig Boada(1890~1987)가 가우디의 생각을 편찬한 

책(El pensamiento de Gaudi : Gaudì s Thinking))에 나와 있다. 

그림 3. 현수교(Suspension Bride) 사례
(출처: https://en.wikipedia.org)

그림 4. 사장교(Cable-Stayed Bridge) 사례
(출처: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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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siphon Hut)이라는 구조물이 남아있다. 한국전쟁 직

후, 제주도에 부임한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 신부(P. J. 

Mcglinchey:1928~2018)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저렴하

고도 대량으로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다 모

국에서 배워온 테쉬폰 기술을 바탕으로 주택을 여러 채 짓

게 된다. 여기에서도 현수선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 테쉬

폰은 먼저 현수아치로 뼈대를  몇 개 구성하여 세운 후, 그 

사이에 물에 젖은 가마니를 걸쳐 여러 개의 현수선을 만든 

뒤에 시멘트를 굳혀 완성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테쉬폰 건

물의 내부에서 보면 탈형후 천장에 남아 있는 가마니의 표

면 자국을 볼 수 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도 없이 얇은 두

께의 시멘트 몰탈만으로 지어진 주택이 지금까지 남아 있

다는 점으로도 현수선과 현수아치의 안정성이 얼마나 우

수한지를 알 수 있다. 테쉬폰은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

를 겪고 있던 수도 서울의 주택 보급 대안으로써 대한주택

공사를 통해 수유리 및 구로동의 ‘시험주택 B형’이라는 이

름으로 지어지기도 하였다.4) 국내에 이를 처음 도입했던 

4)    ‘대한주택 공사의 “63시험 주택”의 일환으로 건설한 시험주택 B

형이나 서울시가 공영주택 혹은 시범주택 등으로 분류해 공급한 

구로동 주택은 그 형태나 형상 혹은 구법 등으로 보아 동일한 것

맥그린치 신부가 아일랜드에서 배워온 테쉬폰 공법은 당

시로서는 세계적인 최신 공법이었다. 테쉬폰 공법의 창시

자인 제임스 월러(James Waller:1884~1968)는 물자 부족

의 상태에서 쉽게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강재

나 프레임을 대폭 줄이고자 현수선에 기반한 시스템을 고

안하였고 이는 전후 정세와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었다.5)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특별한 소수의 형태로만 

지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테쉬폰 주택이, 알고보면 동시대

적인 대량 생산 방식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었

다는 점과 이처럼 지극히 인공적인 주택 생산 시스템이 전

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자연의 원리(현수선과 현수아치)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에 정착

한 뒤 이시돌 목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은 일명 테쉬폰과 동

일하다. 이처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제주와 서울의 주

택 혹은 구조물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확언은 1963년 수유리 

시험 주택의 도면에서 비롯된다.’, p63, 박철수의 거주박물지, 박

철수, 집, 2017

5)    ‘제임스 월러의 테쉬폰 시스템은 1940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기

간 동안 영국, 아일랜드, 짐바브웨,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케냐, 

호주, 스페인, 그리스와 인도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 대

부분 주택, 창고, 공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p72,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박철수, 집, 2017

그림 6 밀라주택 지붕속 벽돌 현수아치 모습
(출처: https://en.wikipedia.org)

그림 5. 가우디 현수아치 실험 모형 
(출처: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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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현수선은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곡선이다. 이를 활용한 인공 구조물들을 통해 섬과 육지를 

잇기도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간단한 창고를 지을 수

도 있다. 익숙하게 여겨온 전통 건축의 지붕 곡선 형태를 

만들어내며, 독특한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

체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처럼 자연의 무궁무

진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축물들이 등장할 수 있

기를 기원한다. 

그림 7. 제주 테쉬폰 주택 건설 사진
(출처: http://www.jejunews.com) 그림 8. 제임스 월러의 테쉬폰 헛 도면

(출처: http://cargocollecti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