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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어떤 연기도 뿜지 못하고 쉬고 있는 붉은 벽돌 목

욕탕 굴뚝은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슬로베니아의 건

축가 데크레바와 그레고릭도 굴뚝 만들 일 없는 집들을

지으면서 굴뚝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남몰래 키웠던 모양

이다. 그 향수는 마침내 폭발하여 한 마을에 연기를 내보

내는 대신 햇빛을 들이는 굴뚝집을 짓게 했다.

오래된현대건축
두툼한 세모지붕의 집들이 모여있는 슬로베니아의 로가

텍 마을, 지붕을 따라 굴뚝이 길게 누운집이 나타났다. 솟

을지붕이 굴뚝으로 변신한 굴뚝집은 나무 난로를 기념하

기 위해 지어졌다. 색도, 외장재도 일반 주위 건물과 외장

재가 다른 현대적인 건축이지만 이웃의 헛간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작은 창문과 짧은 지붕 차양, 경사

지붕 등은 지역 마을의 여느 집들과 닮았다. 건물의 선은

마을을 둘러싼 얕은 산의 라인과 함께 흐르는데 그 라인

은 근처 16세기 교회에 가닿는다. 어두운 색의 낙엽송으

로 마감된 집과 하얀 교회는 조용히 조응하며 조화를 이

루고 있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두 건물이 대화를 생

성한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이 굴뚝집은 지역사회와 역사

에 대한 세심한 고려 안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굴뚝밑에서는
길쭉한 집의 중앙을 차지하는 건 난로와 주방이다. 역사

적으로 벽난로와 굴뚝은 최초의 건축 요소 중 하나로, 빛

과 온기,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굴뚝집의 주





181 May 2017

인은 오래된 문화를 받아들여 음식을 나누는 주방을 중심

에 놓고 손님도 바로 이곳에서 맞이할 수 있게 했다. 그렇

게 이 집은 중앙의 난로와 굴뚝으로 시작되었다. 다이닝

룸 양 쪽엔 커다란 시스템 창호가 배치되어 모두 열면 집

이 뻥 뚫리게 된다. 담장도 없는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

는 것. 건축주가 원했던 따스한 나눔과 소통의 문화는 이

런창을 통해 더적극적으로 실현된다.

집을 가로지르는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 대신 1미터

폭의 채광창을 만들어 집 전체에 빛이 들어오게 설계되었

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해의 방향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또한 크기가 다양한 사각형 창문은 커다란 부

피의 집에 아기자기한 재미를 주고 있다. 시커먼 집은 언

뜻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꺼운 벽 때문에 창문 밖

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창 옆의 벽에 각도를 주었다. 아

울러 창의 프레임을 숨겨서 두툼한 집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썼다. 사용자의 몸과 손이 닿는 집 내부의 벽

과 바닥은 오일 마감된 오크가 사용되었다. 천장은 오크

와 대비되는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지만 나무의 무늬를 찍

어질감은 그대로 이어지도록 했다.

집이 들어선 땅이 약간 경사졌기 때문에 집은 1층인 주방

을 중심으로 반지층과 1.5층으로 구성되었다. 주방에 위

치한 다기능 목재난로를 뒤로 계단을 위치시켜 층 간 이

동을 하도록 했다. 길쭉한 집이니만큼 두꺼운 주방의 벽

쪽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배치하고 방은 한 쪽에 따로 두

었다. 침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난로 뒤편 계

단을 오르면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침실의 천장에도 굴뚝

창이 가로지르고 있다. 작은 방에서 밤엔 별, 아침엔 파란

하늘을 침대에 누운 채로 감상할 수 있다.

굴뚝집은 공간의 구성이나 새로운 외형에도 의의가 있겠

지만 단지 디자인에만 주목해서는 이 집의 가치를 온전히

매길 수 없다. 현대적인 설비로 대부분의 집에 굴뚝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 굴뚝을 중심으로 모였던가족

이나 이웃들을 회상하며 다시금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해

주었다는것이 이집의 진정한가치기때문이다.

그레고릭건축사사무소)dekleva gregoric architects(데크레바
리오사 데크레바와 티나 그레고릭이 설립한 건축회사다. 그들은 다양슬로베니아루블라냐를 기반으로 앨리
을 통해 공유, 공동체, 사용자의 참여 등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를 개선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의 역할을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