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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잡상 (13) 

중력을 거부하는 건축 vs 무중력의 건축 

건축의 역사는 곧 중력과의 오랜 투쟁이 낳은 성과물이

다. 돌을 높게만 쌓아 올리던 피라미드에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기둥-보 방식으로 바뀐 까닭도,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아치와 돔을 발명했던 이유도, 철근·콘크리

트구조를 사용하거나, 철골구조를 발명함으로써 더 넓은 

경간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중력과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승리한 결과였다. 

흔히 캔틸레버(Cantilever)라고 부르는 외팔보는 한쪽

의 지지점이 없이 나머지 한쪽만으로 지지가 된 방식을 의

미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절벽

의 잔도(棧道)를 구성하거나 건물을 절벽에 매달기도 하였

다.1) 전통 건축의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공포방식에서도 

이러한 켄틸레버 구조를 엿볼 수 있다.

1)   현공사( 空寺)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인 북위 시대에 건립되

었다. 절벽에 구멍을 내고 캔틸레버 나무 보를 박고 그 위에 건물

을 쌓아 올린 점이 특징이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으로만 지지하는 특성상, 변형이 

쉬우므로 충분한 강도와 인장력이 필요하였다. 20세기 들

어서 본격적으로 생산된 철강은 이러한 캔틸레버에 적합

한 재료였다. 1887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총 연장 2.5km의 

최대 경간 520m를 지닌 철교를 캔틸레버 구조로 건설함으

로써 당시로서는 세계 최장규모의 캔틸레버 교량을 설치

하였다.2) 

캔틸레버 구조의 건축물은 외관상 극적으로 보이지

만 그 속에는 균형이 숨어 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그룹 

2)   Forth Bridge이다. 엔지니어 존 파울러(John Fowler : 1817~1898)

와 벤자민 베이커(Benjamin Baker : 1480~1907)에 의해 켄틸레

버 구조가 제시되었다. 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서 양측에 있는 사람들의 손은 인장력(tension)을, 중앙부의 사

람 및 양 끝의 벽돌 무더기를 받치고 있는 막대는 각각 압축력

(compression)을 의미한다. 가운데 사람의 무게와 양 끝의 벽돌 

무게가 중력으로 나타나면 양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

서 이를 지지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지금도 다리

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림 1. 중국 산시성의 현공사 모습.

(출처: https://en.wikipedia.org)

그림 2. 전통 건축 처마의 공포 모습.
(출처: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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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캠버의 원리.
(출처: https://www.youtube.com)

MVRDV가 설계한 캔틸레버 하우스는 총 길이 30m의 건물

로서 허공으로 내밀어낸 캔틸레버 길이만 15m이지만, 실

제의 땅속을 들여다보면, 숨겨진 구조가 그만한 길이를 묵

묵히 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캠버(Camber)는 중력에 의한 처짐을 미리 감안하여 

슬래브나 보를 살짝 위로 솟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푸집을 살짝 위로 아치를 그리게끔 휘게 하여 설치

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에 그로 인한 중력을 받아 결과적으

로 균형을 맞추어 수평을 이루게 된다. 이를 극대화하면 

어떻게 될까? 얇은 부재로도 근사한 수평 공간을 만들 수 

그림 3. 스코틀랜드 포스교의 모습.
(출처: https://whc.unesco.org)

그림 4. 스코틀랜드 포스교의 설치 원리.
(출처: https://buildingspecifier.com)

그림 5. 캔틸레버 하우스 외관.
(출처: https://www.dezeen.com) 그림 6. 캔틸레버 하우스 단면 구조.

(출처: https://www.dezeen.com)

그림 7. 미스반데로헤와 그가 디자인한 캔틸레버 의자 S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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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람이 올라탔을 때의 테이블 모습.
(출처: http://socks-studio.com)

그림 9. 미리 휘어 놓은 테이블 상판과 다리.
(출처: http://socks-studio.com)

그림 12. 테이블 상판 위 물체 설치 모습.
(출처: http://socks-studio.com)

그림 11. 테이블 상판 위 물체 하중 배치도.
(출처: http://socks-studio.com)

그림 13. 물체 설치 시 하중(중력)에 의해 평평해진 테이블 상판.  
(출처: http://socks-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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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까? 

일본 건축가 준야 이시가미(Junya Ishigami : 1974~) 

는 4.5mm에 불과한 철판에 극대화된 캠버를 주어 테이블

의 상판과 다리를 만들고 각각 계산된 위치에 사물들의 무

게를 정교하게 배치함으로써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극단

적으로 얇은 테이블을 구현하였다. 

크기가 다른 두 장의 사각형 종이를 맞대어 놓고 테두

리끼리 붙이게 되면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공간이 발생하

게 된다. 크기가 큰 종이가 휘어지면서 크기가 작은 종이

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건축가 이시가미가 최근에 설계

한 건물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얇디얇은 철판으로 최

대 90여 미터에 이르는 공간을 기둥 하나 없이 덮어버리기

도 하였다.3)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기

에 가능한 일이다.

유리는 투명한 소재이나 인장력에 약하여 건물의 구조

부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같은 구조체더라도 유리로 구성

한다면 더욱 ‘중력을 거부하는 건물’이 될 것이다. 뉴욕 5

번가의 유명한 애플 큐브 스토어는 벽과 지붕, 구조체와 

계단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부재를 유리로만 만들어 화

제를 모았다. 일반 구조체처럼 바닥과 벽, 기둥과 보가 있

음에도 건물이 하염없이 가볍고 마치 무중력의 공간처럼 

3)   건물 외부에 설치된 광장으로서 지붕에 빛과 비를 받아들이는 59

개의 구멍이 나 있으며, 불과 12mm 두께의 철판으로 지붕을 구

성하였다. 철판의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지붕 내 30cm 높이차를 

형성하였다.  

그림 14. 이시가미 준야의 무지주 공간.
(출처: https://www.dezeen.com)

그림 16. 애플 큐브 스토어 개념도.
(출처: https://www.sedak.com)

그림 15. 종이 두 장을 겹쳤을 때의 공간 개념.
(출처: https://www.designboom.com)

그림 17. 애플 큐브 스토어의 외관 모습.
(출처: https://se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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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것은 유리의 투명성 때문이다.4)

그러나 실제로 물을 1.0으로 가정할 때, 유리의 비중은 

2.45이며 이는 콘크리트의 2.4나 알루미늄의 2.70과 흡사한 

수준이다. 즉, 보이는 인상과 달리 유리 자체는 그다지 가

볍지 않다는 얘기이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이러한 

재료들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그

래핀(Graphene)5)이나 에어로그래파이트(Aerographite)6) 

류의 첨단 신소재들은 높은 강도에 비해 초경강 물질이라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재들이 건축자재로서 쓰

4)   5번가의 애플 큐브 스토어는 여러 번에 걸쳐 재축되었다. 2006년

에 90여 장의 유리로 처음 만들어지고, 2011년에 3mX9m 크기의 

15장 유리패널로 구성된 두 번째 버전을 선보였다. 2019년, 스테

인리스 스틸 계단과 컬러필름 등이 추가된 세 번째 큐브가 등장

하였다.

5)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는 구조이다. 높은 강도에

도 안정적이며, 3차원 형태로 가공된 3D 그래핀의 경우, 강철밀

도의 5%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6)   물질의 99.9%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당 무게가 180g으로

서 스티로폼에 비해 1/75수준이다. 압축 시 95%의 복원력을 보이

며 자기 무게의 4만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

이게 된다면, 얇은 두께를 가진 매우 가벼운 소재라는 특성

만으로도 ‘무중력의 공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건축은 항상 중력이라는 존재와 맞서 싸워왔으

며 이를 통해 다양한 건축적 기술을 탄생시켰다. 단기적으

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중력을 다루는 실험적인 구조

기술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초경량물질들

의 건축자재화를 통해, 깃털보다도 가벼운 건물이 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