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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길

안나 헤링거

건축가

The Way towards an Essential Beauty

Anna Heringer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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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축가 안나 헤링거는 어린 시절 방글라데시의 비

영리 시민단체에서 지냈던 경험을 토대로 기후와 풍토에 충

실한 건축에서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헤링거가 추구

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은 산업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재료

와 공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서부터 인간이 지닌 보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만의 두드

러진 특징을 보인다. 헤링거가 생태 지향적 태도로 일구고자 

하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들어보고

자 한다. dK

열 아홉 살 때 방글라데시 북부의 한 마을에서 지내며, 

비영리 시민단체 딥시카가 나를 받아주었던 일은 내겐 큰 

행운이다. 발전 분야를 공부하던 당시에 배운 지혜는 가슴 

깊이 새겨져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가장 효과적인 지속가

능한 발전이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 아끼며 고

유한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다. 자연은 수많은 자원

을 대가 없이 내어준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저 그 사

실을 알고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건축을 통해 성

취하고자 하는 바이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투박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원을 바깥에서 얻어오지 않는 독립은 

곧 회복력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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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METI 학교를 짓기 위해 처음 의뢰받은 내

용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다. “즐거운 장소로

서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장소, 

그래서 온몸의 감각을 활짝 펼쳐 배울 수 있는 장소”. 어쩌

면 인터넷과 도서관을 이리저리 전전하며 사람들이 어린 시

절 좋아했던 장소에 대해 쓴 글이라든지 아동심리학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신에 나 자신을 들여

다보며 내면의 어린 나와 대화해 보기로 했다. 그 자체로 꽤 

즐거운 작업이었다. 잎사귀들 사이로 다양한 빛깔의 그늘을 

만들던 나무 집들이 떠올랐다. 형형색색의 풍성한 나무 덩굴 

속 보금자리들은 햇빛을 가장 밝은색으로 바꿔내기도 했다. 

크고 작은 틈새, 구석, 아늑한 동굴, 상상이 물밀듯이 밀려

왔다. 그것들은 분명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낙원이다. 

세계 각국으로 강연을 돌며 METI 학교의 동굴 공간 사

진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보여준 바 있다. 그 순간 돌아

오는 청중들의 반응이란 어김없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즐거움이었다. 동굴처럼 생긴 공간은 어머니의 자애를 닮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따스한 붉은색을 띤다. 포옹받는 느낌

을 뿜으면서도 구멍을 통해 바깥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공

간. 인류의 기억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태곳적 형태와 흡사

한 것이다. 지금껏 진행했던 건축 프로젝트들에 이러한 형태

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은 적이 없다. 

오스트리아 히티사우Hittisau 마을에 지었던 산실産室, 

Birth Space은 내가 좋아하는 동굴 공간 중 하나이다. 안카 

뒤르Anka Dür, 마틴 라우흐Martin Rauch 그리고 사브리

나 섬머Sabrina Summer와 공동 설계했으며, 브레겐츠 숲 

속 농촌 지역에 있는 오스트리아 유일의 여성박물관이 의뢰

한 프로젝트였다. 히티사우 여성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

이해 개최하는 기념전에서 출산을 주제로 삼았다. 모든 이들

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 출산이라는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

체 IG Geburtskultur a-z와 협력해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했

다. 펀딩에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대부분 

여성이었다. 프로젝트는 병원의 분만실을 대신할 수 있는 실

험적인 산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깜깜한 아기집에서 완전하게 보호되어 따뜻

하다 느끼는, 아기의 마음으로 감정을 이입해 보자. 세상의 

빛을 보며 태어나는 순간, 아기는 어떠한 방을 만나고 싶을

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했다. 진흙을 파내어 만든 듯한 곡면, 

바깥 세계와 눈을 맞출 수 있는 자그마한 창문, 햇빛을 들일 

수 있도록 산실 맨 꼭대기에 동그랗게 낸 천창. 이 (생명)선 

셋이 교차하며 만난 공간이리라. 생명의 창조에는 생물학을 

넘어선, 더 큰 자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상징이다. 내부

는 매우 단순하다. 산모와 산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작은 단을 두었다. 어떤 자세로 있

든 산모의 손과 발이 지지대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작다. 산

모는 수동적으로 등을 대고 눕는 자세가 아닐수록 좋다. 수

도와 창고가 있는 입구는 본체의 둥근 구조에 대응하는 납

작한 정육면체 형태로, 세속적이자 남성적인 요소의 상징으

로 읽을 수도 있다.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이고 드나들다 보

면 좁은 산도를 떠올리게 된다.

산실은 건축의 기본 재료로 손꼽히는 것들 중 하나인 황

토 벽돌로 시공되었다. 이러한 자재로 참여형 건설이 가능했

다. 그리고 이는 또한 내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루고자 애

썼던 인간의 필수 욕구 1, 자아실현Self-Actualisation에 속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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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p-203p.

히티사우 산실Hittisau Birth Space은 오스트리아 

서쪽 끝 브레겐츠의 외진 숲마을 히티사우에 지어졌다. 

히티사우 여성박물관 개관 기념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로, ‘출산, 탄생’이라는 일생일대의 크나큰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보자는 취지를 갖는다. 

204p.

산실의 입구. 창고와 수도가 있는 정육면체 진입부는 

본체의 둥근 구조에 대응한다. 내부는 산모와 산파가 

편히 소통할 수 있고, 산모가 어떤 자세로 있든 지지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작고 단순하다. 산실 맨 꼭대기의 

동그란 천창을 통해 햇빛을 들인다. 

205p.

진흙을 파내 만든 듯한 곡면을 그리는 내부는 산모와 

아기를 심적으로 부드러이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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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둥지를 짓던 기억은 모두에게 소중히 남아있

다. 둥지는 숲속 오두막일 수도 있고, 전나무방울 난쟁이들

을 위해 뿌리가지와 낙엽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일 수도 있

다. 여자 아이,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

이며 이곳에서 친구들과 놀 때 가장 즐겁다. 어떤 형태가 되

었든 짓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자신의 집을 짓도록 허용된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이케아 같은 매장이 이토록 선풍적인 인기

를 끄는지도 모르겠다. 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실현

과 개성의 흔적들이 남는다. 미래 세대가 참여할 공간에 얼

마만큼의 주인의식과 자부심, 자율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무

언가를 짓는 과정은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다. 2 건물을 지으면서 지역사회도 구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변화를 구현할 힘이 있다. 포기할 것

은 과한 완벽주의 정도겠다. 

히티사우 산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장인 몇몇이 

함께 시공했으며, 대부분 여성이었다. 황토 벽돌들이 겹겹

이 쌓이며 돔 형태가 만들어졌고, 모양이 각기 다른 널빤지 

수백 개를 여러 가지 붉은색 자연 도료로 도장해 돔의 상부

를 지붕으로 덮었다. 어도비 흙벽돌로 지은 돔은 우기에 씻

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 지붕은 황토에 직접 고정

되었으며, 이는 진정으로 원초적인 시공법인 동시에 가장 

자연적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특히 반듯

하지 않은 곡선들과 지붕널의 배치가 건물의 고유한 특성

을 이룬다. 진흙, 목재, 내부 단을 일부 회반죽으로 시공한 

전통 공법의 또 다른 성취가 있다면 건축물 전체가 자연 생

분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 훗날 건축물은 그 자신을 이루

고 있는 흙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위에 정원을 만들 수

도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다.  

건축물의 붕괴와 소멸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자연적 순

환의 일부임을 수용하는 데에 이른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한 

법. 주변에는 멋있는 자태를 뽐내는 건축물들이 수없이 많

으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실질적이고도 꼭 필요한  

수요에 의미 있게 대응하는 건축물이다. 해방과 자율이 보

장되는 건설 과정 또한 필요하다. 근원적 아름다움, 내게는  

이것이 사랑을 공적으로 널리 표현하는 일과 같다. 사람과 

지구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곧 지속가능한 행

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나아간다면, 인도

적인 관념은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에 깊이 뿌리내려 그곳만

의 잠재력과 자원으로 이루어진 건축,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줄 것이다. 

206p.

붉은색 자연 도료로 도장한 널빤지 수백 개가 황토 

벽돌을 쌓아 만든 돔의 상부를 덮어 지붕의 역할을 한다. 

지붕널은 황토에 직접 고정되었으며, 덕분에 황토 돔은 

우기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207p.

산실 출입문 안쪽에는 이 건물을 짓는 데 직접 손을 보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산실은 500명 이상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어질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취지에 응하고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또한 여성이었다. 

각주.

1.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2. 인도적 설계 문화를 위한 라우펜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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