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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조적조 건축물 아치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근대 문화재 건축물을 중심으로 -

임남규*ㆍ권기혁**ㆍ유혜란***

The Study on Structural Properties of Arch Structure of Masonry 

Buildings - For Case Study on Modern Heritage Buildings -

Im, Namkyou*ㆍKwon, Kihyuk**ㆍYu, Hyeran***

요 지

최근 들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어 보존해야 하는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의 아치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

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아치구조에 대한 공학적 접근 방식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아치형 조적 개구부의 구조적 특

성을 파악하여 균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처방안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과 재

해로부터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한 기반 확립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용도의 아

치형 개구부에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 아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구조적 특성 요소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치구조의 손상 메카니즘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용어: 조적조, 아치구조, 구조열화

Abstract

The arch structure was mainly used in masonry buildings as a form active structure. As time goes by, the forc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has changed and formed deterioration by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use of the building. The 

main deterioration was started on the top part of the arch structure. In this study, it is in investigation of the size of the arch 

and analyze arch deterioration for the Daehan Hospital building. In addition,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executed for other 

modern masonry buildings with the similar deterioration. This study will be used for reinforcement proposals for the 

masonry buildings deterioration.

Keywords: Masonry, Arch structure,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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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항기부터 1960년대 까지 지어진 건축물로 새로운 재료와 공법이 적용되어 보편화된 건축물을 근대 건축물이라고 한

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어 보존 가치가 인정된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285건)과 등록문화재(398

건)1)2)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새로운 재료와 공법인 조적조3) 건축물은 180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은 50년 이상 경과하면서 노후화 되고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구조

적으로 내력이 저하되고 있다. 조적식 구조는 조적 개체들 사이에 구속력이 낮은 불연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

이나 외력으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건축물의 개구부는 채광, 환기, 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조적조 건축물의 개구부는 대부분 아치구조를 사

용하고 있다. 아치구조는 형태에 의해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형식이므로 아치의 형태가 변화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적조 건축물 개구부에 적용된 아치구조의 손상은 조적 개체들간의 구속력이 매우 낮은 불연속면이 발

생하여 아치의 형태가 변화함으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전환 시킬 수 있다. 존치기간이 긴 조적조 건축물의 

아치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Fig. 1)가 확인되고 있다.

(a) 서대문 형무소 (b) 대한의원 (c) 내동 성공회 성당

Fig. 1. 아치의 구조적 열화현상

아치구조에 대한 공학적 연구는 석재로 만들어진 아치형 다리(홍예교)4)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조적조 건축물의 아

치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근대 건축물은 대부분 등록문화재이며 매년 증가(2019년 843건, 2020년 총 892건, 국가

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5)로 구분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한 기반 확립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용도의 아치형 개구부에 대한 조사하고, 아치의 구조적 특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아치구조의 손상 메카니즘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1) 문화재청에서 2016년 발간된 ‘근대 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국가지정(사적 41건, 중요민속문화재 7건) 48건, 

시도지정(유형 53건, 기념물 46건, 민속문화재 33건, 문화재자료 105건) 237건, 등록문화재 398건이다. 조적조 건축물은 석조 55건, 벽돌조 180건이다. 

2)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연구 용역-건축물 문화재 및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2018, pp. 2~12,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총 452건(등록문화재 

784건)으로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목록을 정리함.

3) 조적조는 개체들을 쌓아서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구조체를 개체의 집합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석재와 벽돌을 사용

한 건축물을 분석한다.

4) 정명섭, “우리나라 홍예의 기능별 구조형식에 관한연구”, 1992.

5) 시도등록문화재 항목은 2018년 12월 24일에 신설되었으며, 시도등록문화재는 2020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만 3건이 있음(문화재청 문화재 

등록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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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건축물 아치의 구조적 특성요소

2.1 건축시기 및 사용재료 

본 연구는 아치가 있는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이하 근대 건축물) 중 문화재청에 보관된 기록화 보고서(14개)와 정

밀안전진단보고서(3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17건 건축물을 대상(Table 1)으로 아치의 특성을 분석한다. 

Table 1. 대상 건축물의 주요 특성요소

건축물명 시기 재료 아치종류 출입구 창호

1 원동성당 1954 석재 반원아치 2 5

2 주교좌성당 1949 석재 반원아치 2 3

3 횡성성당 1956 석재 반원아치 1 2

4 구 서울역사 1925 석재
반원아치 0 0

결원아치 1 0

5 언양성당 구 사제관 1936 석재 반원아치 1 1

6 내동성공회성당 1890 석재
반원아치 0 3

결원아치 1 1

7 애양교회 1928 석재

반원아치 2 0

결원아치 2 0

고딕아치 0 6

8 용소막성당 1904 벽돌
반원아치 3 5

결원아치 1 1

9 옥봉성당 1933 벽돌
반원아치 2 5

결원아치 1 0

10 건국대학교 서북학회관 1908 벽돌 반원아치 6 1

11 전동성당 1914 벽돌 반원아치 4 7

12 동문동성당 1937 벽돌 반원아치 4 5

13 구 서대문형무소 1908 벽돌
반원아치 4 4

결원아치 1 0

14 대한의원본관 1908 벽돌
반원아치 1 0

결원아치 2 3

15 노안천주교회 1927 벽돌 반원아치 2 0

16 풍수원성당 1910 벽돌 결원아치 2 1

17 명동성당 1898 벽돌
반원아치 1 0

고딕아치 4 6

합계 50 59

17건 건축물의 건축시기는 최초 건축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건축시기와 사용재료는 Fig. 2와 같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격동기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준공연도(년)

: 석재

: 벽돌

Fig. 2. 아치의 시기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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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에 41%인 7건, 일제강점기에 41%인 7건, 해방격동기에 18%인 3건이 건축되었다. 대상 건축물 가운데 건축시

기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명동성당(1898년)으로 약 122년 경과되었고 경과년수가 가장 짧은 건축물은 횡성성당으로 

64년 경과되었다. 존치기간으로 보면 약 64년에서 116년에 해당한다. 

경과년수가 증가하게 되면 조적 개체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조적 개체간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모르타르의 노후화도 진

행된다. 조적 개체와 모르타르의 노후화는 아치의 형태를 변형시키며 형태저항구조6)인 아치의 형태가 변형되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균열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조적조 건축물의 경과년수는 아치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요소중 하나이다.

재료별로 분석하면, 7개(43%)의 건축물은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9개(57%) 건물은 벽돌을 주재료로 사

용하였다. 또한 1920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대부분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192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 대부

분은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아치는 Fig. 3과 같이 형태에 따라 반원아치, 결원아치, 고딕아치로 구분된다. 

아치의 형태별 분포는 반원아치는 71.4%, 결원아치는 12.3%, 고딕아치는 16.1% 이다.

(a) 반원아치 (횡성성당) (b) 결원아치(대한의원) (c) 고딕아치 (애양교회)

Fig. 3. 아치의 형태

2.2 아치의 구성요소 분석

아치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아치의 다양한 부재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치 관련 주요 용어를 Fig. 4와 같이 정의한다.

대상 건축물의 개구부 아치는 총 109개소로 Table 1과 같다. 109개소의 아치는 출입 개구부(이후 출입부) 50개소, 창호 

개구부(이후 창호부) 59개소이다. 

6) 박선우 외 (2010), 건축구조시스템, p. 57, 형태저항구조시스템은 비고정적, 연성재료가 모양을 갖춰 끝을 고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하중조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법칙에 지배된다. 형태저항구조시스템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본질적 및 결과적으로 선형거더와도 같다. 하중이 한 개 이상의 축에 의해 분산되지만 전단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선형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형태 저항 시스템의지지 메카니즘의 본질은 사용재료의 형태 유지에 있다. 만일 정확한 형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시스

템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거나 변형에 의한 오류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메카니즘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형태 저항구조 시스템의 구조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 시공 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조적 아치의 경우 조적 개체간의 모르타르가 노후 되거나 파손하여 변형이 생기

면 아치의 형태가 무너지므로 균열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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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아
치

높
이

아
치
대
춤

수평저항면적

아치두께

Fig. 4. 아치의 구성요소

구성요소인 아치의 간사이, 두께 및 아치대 춤 분석은 평균값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표준편차의 2배의 값을 상한치와 

하한치를 기준값으로 실선으로 표기하였으며, 이 기준값을 벗어난 것은 특이자료로 정의한다. 

아치 간사이는 Fig. 5와 같다. 

(a) 출입부 (b) 창호부

Fig. 5. 아치의 간사이

아치의 간사이 평균값은 출입부 1.6m이고, 창호부 1.2m이며, 기준값은 출입부 2.7m, 창호부2.6m이다.  특이자료로는 

출입부는 대한의원, 서울역사, 옥봉성당, 서대문형무소, 대한의원 5개소이고, 창호부는 내동성공회성당 1개소이다. 

아치 두께는 Fig. 6과 같다.

(a) 출입부 (b) 창호부

Fig. 6. 아치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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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두께의 평균값은 출입부 0.46m, 창호부 0.45m 이며 기준값은 출입부 0.72m/0.13m, 창호부 0.74m/0.16m이며 조

사결과 출입부와 창호부의 아치두께 모두 유사하였고 특이 자료로는 출입부는 명동성당 3개소, 창호부는 명동성당 3개소

이다.

아치대 춤은 Fig. 7과 같다. 

(a) 출입부 (b) 창호부

Fig. 7. 아치대 춤

이 도표에서 점선은 평균 아치 두께는 출입부는 0.42m, 창호부는 0.45m이고 기준값은 출입부0.72m/0.13m, 창호부 

0.74m/0.16m이며 특이자료는 출입부는 구 서울역사 1개소 창호부는 명동성당 2개소이다.

아치 두께, 아치대 춤에 대한 사례 조사결과 특이자료에 해당하는 아치가 있으나 모두 상한선 보다 높은 값으로서 아치

두께나 아치대 춤의 값이 커지면 구조적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금번 연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아치의 구조 거동 분석

3.1 아치의 횡적 거동 

형태저항구조인 아치구조는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돌이나 벽돌 등을 곡선 모양으로 쌓아 올린 구조로 상부의 하

중을 지탱하기 위해 아치의 지지점에서 경사진 방향으로 저항한다. 저항하는 경사진 힘은 수직방향의 힘과 수평방향의 힘

으로 분해되며, 수평방향의 힘은 외부로 벌어지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Table 2의 그림 참조). 아치의 지지점은 

상부 하중을 수직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내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Table 2. 아치의 형태에 따른 반력

번호 아치높이/간사이(R/S) 수직반력 수평반력

1 1/2(0.500) 0.5 1.0

2 1/3(0.330) 0.5 1.5

3 1/4(0.250) 0.5 2.0

4 1/8(0.125) 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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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의 수평내력은 아치의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 Table 2와 같이 동일한 간사이에 작용하는 하중이 동일한 경우, 수평

내력은 아치높이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사이에 대한 아치높이(

간사이

아치높이
)를 검토하여 거

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R값은 아치 지지점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Table 3과 같이 사용 용도에 따라 R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용 용도에 따른 R값이 유사하였으므로 대상 건축물의 아치를 형태별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Fig. 8과 같다.

Table 3. 용도별 간상에 대한 아치높이 비(R)

반원 아치 결원 아치 고딕 아치 비고

출입부 0.45 0.15 0.60

창호부 0.45 0.19 0.75

평균 0.45 0.15 0.60

(a) 반원 아치 (b) 결원 아치 (c) 고딕 아치

Fig. 8. 아치 형태별 간사이에 대한 아치높이 비(R)

아치 형태별 평균 R값은 반원아치 0.45, 결원아치 0.17, 고딕아치 0.68로 상이한 값을 나타낸다. 반원 아치나 고딕아치

는 형태적으로 간사이에 대한 아치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R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결원아치는 형태적으로 아치의 높이가 

간사이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R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결원아치는 다른 

형태의 아치보다 지지점에 작용하는 수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R과 함께 수평반력을 구속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근대 조적조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체(Fig. 9)를 설치하고 않고 아치 양

측면에 벽체를 구성하여 저항하므로 저항면적이 작은 부위가 먼저 손상이 발생하여 아치의 변형 원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점 좌우 측면의 벽량(수평지지 저항 면적)을 주요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건축물의 수평저항면적

(Fig. 4 참조)은 Table 4와 같다.

(a) 연속아치 (b) 버트레스 (c ) 타이 아치

Fig. 9. 수평반력 저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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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용도별 수평저항면적

반원 아치 결원 아치 고딕 아치 비고

출입부(m2) 0.66 0.88 1.76

창호부(m2) 2.87 0.67 2.75

대부분의 수평 저항면적은 아치의 지지점 좌우측면에 0.67 m2 이상의 저항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치의 사용 용도나 아치의 형태에 따른 수평 저항면적의 규칙적 변화가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창호 부보다 출입부의 수평 

저항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하중 재하 위치에 따른 분석

아치 구조는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아치 개체 간의 압축력으로 양측의 지지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아치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의 형태(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등)와 하중의 재하 위치는 아치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중의 

재하위치가 아치대에 근접할수록 아치에 전달되는 응력이 평균응력이 아닌 일부분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하중의 

재하 위치는 중요한 구조적 특성요소 중 하나이다. Masonry Design Manual7)에서 반원아치의 경우 Fig. 10과 같이 등분

포 하중은 0.9L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용하고 집중하중은 1.5L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용할 경우 작용하중이 아치에 미치

는 영향이 작으므로 무시해도 좋다고 제언하였다. 

L

1
.5
L

0
.9
L

아
치
대
상
부

(a) 하중 재하 위치 (b) 하중흐름

Fig. 10. 하중 재하 위치 및 하중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아치의 형태와 하중재하 위치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10 kN/m

의 등분포 하중과 36kN(등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환산한 값)의 집중하중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각 특성요소는 아치 형

태별로 아치 간사이, 아치 높이, 아치두께, 아치대 춤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Table 5).

7) James E. Amrhein, James J. Kesler “Masonry Design Manual”(1979), p. 94 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는 0.9L 위로 하중이 작

용할 때, 집중이 작용할 경우는 1.5L 위로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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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해석 모델링 부재 크기

아치 간사이(m) 아치 높이(m) 아치대 두께(m) 아치대 춤(m) 비고

반원아치 1.20 0.60 0.46 0.28

결원아치 1.10 0.15 0.46 0.28

고딕아치 1.20 0.92 0.46 0.28

아치구조는 형태저항구조이며 모르타르의 접착성능(인장내력)에 의해 개체 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아치의 단면 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증가하면 조적 아치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구조적 안전성이 약해진다. 작용 하중 형태에 따른 유한 

요소 해석 결과는 Figs. 11, 12와 같다. 

Fig. 11은 등분포하중 재하한 해석결과이다.

아치대 상부 0.9L 1.5L

반

원

아

치

최대인장응력 0.128 MPa 최대인장응력 0.096 MPa (75%) 최대인장응력 0.045 MPa (35%)

결

원

아

치

최대인장응력 0.097 MPa 최대인장응력 0.053 MPa (55%) 최대인장응력 0.036 MPa (37%)

고

딕

아

치

최대인장응력 0.138 MPa 최대인장응력 0.121 MPa (87%) 최대인장응력 0.067 MPa (48%)

Fig. 11. 등분포하중 재하 시 최대인장응력

아치대 상부에 직접 하중이 재하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중 재하 위치가 아치대로부터 멀어질수록 아치대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점차 감소하였다. 아치대에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최대 인장응력 대비 지지점으로 부터 0.9L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는 45%(결원아치), 1.5L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는 65%(반원아치) 최대 인장응력이 감

소하였다. 

집중하중 재하 시 해석결과는 Fig.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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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대상부 0.9L 1.5L

반

원

아

치

최대인장응력 0.325 MPa 최대인장응력 0.283 MPa (87%) 최대인장응력 0.103 MPa (31%)

결

원

아

치

최대인장응력 0.286 MPa 최대인장응력 0.186 MPa (65%) 최대인장응력 0.076 MPa (26%)

고

딕

아

치

최대인장응력 0.339 MPa 최대인장응력 0.288 MPa (85%) 최대인장응력 0.163 MPa (48%)

Fig. 12. 집중하중 재하 시 최대인장응력

아치대 상부에 직접 하중이 재하 하였을 때 최대 인장응력을 기준으로 하중 재하 위치가 아치대로부터 멀어질수록 아치

대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응력 영역이 점차 감소하였다. 아치대 상부에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최대 인장응력 대비 지

지점으로부터 0.9L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는 35%(결원아치), 1.5L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는 74%(반

원아치) 최대 인장응력이 감소하였다. 

작용 하중 형태에 따른 응력을 비교하면 Table 6과 같다. 아치 상부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 보다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보다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였으며 작용하는 하중의 위치가 아치대에 가까울수록 아치에 인장응력이 크게 발생하였다. 

Table 6. 작용 하중 형태에 따른 최대인장응력

0.9L 이하 0.9L 이상 1.5L 이상 비고

등분포하중

반원아치 0.128 0.096 0.045

결원아치 0.097 0.053 0.036

고딕아치 0.138 0.121 0.067

집중하중

반원아치 0.325 0.283 0.103

결원아치 0.286 0.186 0.076

고딕아치 0.339 0.288 0.163

유한 요소 해석결과 등분포 하중은 0.9L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용하고 집중하중은 1.5L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용할 경

우 작용하중이 아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이론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으나 등분포 하중이 0.9L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 작용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나 무시 할정도의 감소량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중의 형태와 상관없이 1.5L위치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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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작용할 경우 최대 인장력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상 건축물 아치의 하중 재하 위치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대상 건축물 아치의 하중 재하 위치

0.9L 이하 0.9L 이상 1.5L 이상 비고

반원아치 5 개소 (7%) 67 개소 (93%) 29 개소 (40%)

결원아치 3 개소 (15%) 17 개소 (85%) 5 개소 (25%)

고딕아치 1 개소 (6%) 16 개소 (94%) 7 개소 (41%)

합계 9 개소 (6%) 100 개소 (94%) 41 개소 (41%)

대상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약 94% 이상이 지지점으로부터 0.9L 이상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며 약 41%

는 1.5L이상 떨어진 위치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근대 문화재 조적조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한 기반 확립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용도의 아치형 개

구부에대한 문화재의 기록화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구조적 특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치구조의 손상 메카

니즘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적 건축물 아치의 주요 구조요인은 건축시기, 간사이, 아치두께, 아치대춤, R값, 수평저항면적, 하중의 작용위

치 등이다.

둘째, 조적 건축물 아치는 형태저항구조이므로 건축물의 경과년수 또는 노후도는 중요한 구조 특성 요소 중 하나이고 

아치의 간사이가 클수록 아치의 지지점에 작용하는 반력의 값이 커지고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된다. 아치두께와 아치대 춤

은 아치의 내력을 가늠하는 구조요소이다. 

셋째, R값이 작아질수록 아치 지지점에 수평 반력이 크게 발생 하므로 발생한 수평 반력에 저항하지 못할 경우 아치대

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원아치는 다른 형태의 아치보다 R값이 매우 작으며 균열이 발생한 아치의 형태

는 모두 결원아치에 해당하므로 인장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아치에 작용하는 하중의 작용 위치에 따른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실시한 결과 아치대로부

터 멀어질수록 아치대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응력이 감소하였고 집중하중보다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아치대에 발생

하는 인장응력이 감소 하였다. 따라서 아치에 작용하는 하중의 위치와 하중의 형태는 아치구조의 중요한 구조 특성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결과 구조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특이자료에 해당하는 여러 아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

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다 많은 실험과 해석 방법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문화재로서 보

존하기 위한 유지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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