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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나 천막은 간단하게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건축물

이다. 몇 개의 프레임이나 기둥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를 잇는 천과 케이블의 인장력만으로 지붕 구조물을 

형성하여 비·바람을 가릴 수 있다. 이러한 장력구조1)는 

벽돌로 돔을 쌓거나 나무로 짜서 올리는 것에 비해, 설치 

기간이 짧고 소재가 가벼우면서도 지역에 따른 재료적 한

계를 극복하기에 유리하였다. 즉, 임시적이고 가변성이 높

았으므로 정주형의 주거 방식이 아닌, 이동이 잦은 유목 

문화나 항구적이지 않은 시설, 전장(戰場) 등에서 특히 유

용하게 쓰였다. 

이러한 장력구조 건축물은 20세기에 들어 철강 기술이 

1)   Tensile structure 라고 부르며, 얇은 쉘(thin-shell) 구조에 해당

한다.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 공간을 보다 장기적으

로 덮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2) 주로 공연장, 전시

장처럼 옥외이면서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

을 조성하는데 쓰였다. 장력구조는 별도의 압축력이나 휘

는 힘이 없이 순전히 인장력만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므로, 

자연스러운 곡선이 형성될수록, 장력간에 균형을 이룰수

록, 안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단순한 좌우 대칭의 형

태에서는 이러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러

2)   러시아 건축가 블라디미르 슈코프(Vladimir Shukhov)는 1896년에 

‘全러시아 전시회장’을 장력구조 건축물로 구현하였다. 세계 최

초의 쌍곡면 철제 타워 건물도 이 때 등장하였다.

건축 잡상 (9) 

천막 구조의 다양한 변신

 

그림 1 궁중행사용 천막 설치 장면,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中 

(출처 : https://www.gogung.go.kr)

그림 2 全러시아 전시회장의 모습 
(출처 : https://en.wikipedia.org)



연재기사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8, No. 5, 2020 … 535

나 형태가 비대칭이며 지지점이 기울어진 채 편심에 위치

한다면 지붕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3) 

건축가 프라이 오토(Frei Otto : 1925~2015)는 지금으로부

터 반세기전에 3차원의 비대칭 장력구조 공간을 구현하였

다.4) 지금이라면 컴퓨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형상 구현

을 위해 그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된다. 물방울의 표면장

력을 이용한 것이다.5) 이를 위해 3차원 모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사이에 비누막을 채운 뒤 눈금자와 함께 확대 

촬영하여 치수를 측정하였다. 이밖에도 천이나 케이블로 

입체 모형들을 제작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장력구조의 형

상을 연구하였고, 최종적인 경기장 구조물의 형태로서 구

현하게 된다.6) 

흔히 건축의 특성을 항구적이며 불변적인 속성으로 인

3)    대칭 형태의 텐트나 타프를 설치할 때, 당김줄의 각도가 조금이

라도 틀어지면 형상이 무너지거나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력구조가 3차원적이므로 작은 변화라도 쉽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1967년의 캐나다 엑스포 건물(8,000㎡)에 이어, 1972년의 뮌헨 올

림픽 경기장(75,000㎡)에서는 총길이 436킬로미터의 케이블 및 58

개의 강철 기둥을 8,000개의 투명 아크릴 패널로 연결하여 관람

석을 뒤덮었다. 

5)   물방울의 표면이 둥그런 까닭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분자들이 서

로를 당기면서 응축되어 합리적인 형상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가

장 자연스러운 곡선이 가장 팽팽한 장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6)   ‘난 언제나 3차원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왔다. 사물을 지각

하는 시야는 평면적이지 않고 3차원적이며, 모든 것은 공간상

에 물체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2차원에 살고 있지 않다.’ 프라

이 오토의 2005년 인터뷰 내용이다. (출처:https://www.dezeen.

com/2015/03/11/frei-otto-a-life-in-projects)

식하기 쉬우나, 이러한 장력 구조물은 언제든지 설치와 해

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와 영역으로 그 쓰임

새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한 공간을 일시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미술작품으로서도 각광

을 받고 있다. 설치 미술가 애니시 카푸어(Anish Kapoor : 

1954~)는 이를 활용한 거대 전시물을 제작하여 눈길을 끈

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일반적인 건축물로서는 구현하기 

힘든 비정형적인 형상을, 짧은 기간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장력구조이기에 가능한 셈이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우산도 장력구조를 활용한 물건

이다.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의 쓰임새가 달라지기에 가변

적인 구조물에 적합하다. 이를 활용하여 신호등 대기 구간

이나 보도 곳곳에 여름쉼터로서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

다. 크기가 훨씬 커진다면 그 아래에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열사의 중동에서는 대규모의 우산 구조물

들을 나란히 조성하고 동력장치와 연계하여 더운 한 낮에

만 유동적으로 설치하였다가 선선한 저녁에는 해체하는 

건축물도 등장하였다.7) 

이러한 장력구조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내진 설

계 강화 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 얼마전 일본에서 등장한 

내진 보강 기술은 철골이나 프레임을 덧대는 기존의 보강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화제가 되었다. 탄소 섬유를 

케이블로 꼬아, 지진 발생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는 건물

7)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에는 250개의 대형 우산 구조물이 

143,000㎡ 면적의 Haram Piazza를 덮고 있다.  

그림 3 뮌헨 올림픽 경기장 전경
(출처 : https://de.wikipedia.org)

그림 4 비누막을 이용한 3차원 모델링
(출처 : https://www.youtube.com, Modeling with soap films, 

Frei Otto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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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부지점과 연결시켜 대지에 고정함으로서, 막처럼 펼

쳐진 무수한 케이블들의 인장력만으로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8) 

8)    건축가 구마 겐코(Kuma Kengo : 1954~)가 설계한 건물은 탄소 

섬유로 내진 능력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쓰인 탄소 섬유는 160m

의 길이가 불과 12kg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같은 강도의 금

속 와이어에 비해 5배나  가볍다. (출처 : ‘Kengo Kuma Uses 

Carbon Fiber Strands to Protect Building from Earthquakes’, 

20160408, 아키테일리, https://www.archdaily.com) 

첨단소재·IT·로봇공학·드론 분야의 발전과 함께 장

력구조물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물들도 시도

중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이나 섬유 등, 장력을 발휘하는 

소재들은 압축력에 취약하다. 결국 압축력에 강한 소재인 

철골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별도의 기둥이나 프레임을 만

든 후에야 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최근의 기술력은 이

러한 압축재까지도 섬유로 대체하고 있다. 먼저 유리 섬유

로 기본적인 형태를 굳힌 후, 탄소 섬유로 잡아당겨 형상

을 유지시킨다. 여기에 수많은 탄소 섬유 레이어들을 뒤덮

그림 5 애니쉬 카푸어 작품 1 
(출처 : https://www.structurflex.com)

그림 7 우산 구조물을 접는 모습  
(출처 :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

그림 6 애니쉬 카푸어 작품2
(출처 : https://www.tensinet.com)

그림 8 우산 구조물을 펼친 모습 
(출처 :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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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종적으로 건물의 골격과 피부를 모두 섬유로 구현한 

실험적인 건물들도 등장하고 있다.9) 

이처럼 장력구조는 가볍고 임시적인 설치가 가능한 특

성으로 인해 옥외 공간의 지붕을 덮는 건축물로서 널리 활

9)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컴퓨터 디자인 건설팀(ICD)과 건물구

조디자인팀(ITKE)은 매년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의 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목재·플라스틱·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파빌리온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섬유

를 이용한 제작 방식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첨단 섬유

를 개발하고, 로봇이 이를 사출하며, 드론이 정확한 지점들을 엮

음으로써 건축물의 형상을 완성시킨다. (참고 : https://www.icd.

uni-stuttgart.de)

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그 쓰

임새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활용하

여 앞으로도 더욱 가볍고 간편한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등

장하기를 기원한다.

그림 9 탄소 섬유 내진 보강 공법 사례
(출처 : https://www.archdaily.com)

그림 11 섬유 파빌리온의 제작 개념도
(출처 : https://www.icd.uni-stuttgart.de)

그림 10 탄소 섬유 내진 보강 공법 상세
(출처 : https://www.archdaily.com)

그림 12 섬유 파빌리온의 완공 모습
(출처 : https://www.icd.uni-stuttgart.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