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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haus
 Beginn der modernen Architektur

바우하우스 — 현대건축의 기원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1919년 국립 

바우하우스를 바이마르에 세운 것은 바이마르의 

파란만장한 문화사와 관련이 있다. ‘유겐트슈틸 

Jugendstil’의 선구자이자 건축가인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가 바이마르 미술공예학교Kunstgewerbeschule 

Weimar를 이곳에 세우면서 바우하우스가 만개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그로피우스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파울 클레Paul Klee, 라슬로 

모홀리-나기Laslo Moholy-Nagy, 라이오넬 파이닝거Lyonel 

Feininger,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 게어하르트 마르크스Gerhard Marcks,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바이마르로 불러들였다. 

이들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은 창의성 훈련, 

팀워크,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 등 새롭고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조형미술, 디자인, 건축, 

공연예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하우스 암 

호른Haus am Horn’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923년에 

열린 첫 건축전 전시품으로 지어졌으며,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2  3

1 발터 그로피우스. 1968년 12월 촬영. 발터 그로피우스는 뉴욕 팬암 
 항공사 본사건물을 설계하기도 했다. © dpa - International 
2 데사우 바우하우스. © picture alliance / DUMONT Bildarchiv 
3 하우스 암 호른. 2016년 3월 11일 촬영.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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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haus – Beginn der modernen Architektur 

바우하우스 – 현대 건축의 기원

Industriedesign ”Made in Germany“ & Vordenker Dieter Rams 

“Made in Germany” 산업디자인 & 독일의 산업디자인 선구자 디터 람스

10 außergewöhnliche Bauwerke 

독일의 특이한 건축물 10선

Zwei deutsche Architekten in Korea

한국에 이정표를 세운 독일 건축인 2인

Zwei Architekten-Portraits – Frei Otto & Yi Eun Young

한독 양국 대표 건축가 – 프라이 오토 & 이은영

Museumsführer 

박물관 가이드

Kunsthochschulen in Deutschland für Designstudium

대표적인 독일대학 디자인학과 

Architektenausbildung in Deutschland

독일의 건축전공

Bundespreis Ecodesign

독일에코디자인상

Berlin – UNESCO Stadt des Designs 

유네스코 디자인도시 베를린

Tempelhofer Feld – Musterbeispiel der Stadtplanung 

베를린 템펠호프 재생사업 – 도시계획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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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a.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146   t. 02 748 4114  

f. 02 748 4161   e. info@seoul.diplo.de

디자인 안그라픽스

t. 02 763 2303   h. www.ag.co.kr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Made in Germany  
건축과 디자인!
그 흥미진진한 내용을  
독일은... 건축과 디자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독일대사관 공보부

바우하우스는 1925년까지 바이마르에 머물다 

데사우로 이전했다. 튀링겐 주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감축되면서 데사우로의 이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도시 데사우로 이전하면서 바우하우스는 대량 

생산에 주력하게 됐다. 하지만 데사우에서도 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바우하우스는 결국 7년 만에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됐다. 수많은 바우하우스 

예술가들이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나면서 바우하우스의 

방법론과 교수법은 머지 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세기 최고의 문화적 업적으로 손꼽히는 

바우하우스는 2019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독일은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기념할 계획이다. 

오늘날까지도 바우하우스는 20세기 독일의 문화 

수출품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Dessau

Se
oul

Bo
ts
chaft

D
euts

che



0504
 ”M

ad
e 

in
 G

er
m

an
y“

 &
Vo

rd
en

ke
r 

D
ie

te
r 

R
am

s 

Dieter Rams
독일의 산업디자인 선구자 
디터 람스
(1932년 5월 20일~, 비스바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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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제품디자인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바우하우스 

및 브라운 사社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양식이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은 덕택이다. 기기의 내구성이 

우수하면서도 싫증이 나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미니멀한 독일 산업디자인의 ‘무無시간성’이 전세계 

트렌드가 된 것이다.

‘프리존’ 화구 인덕션이나 숫자키가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는 돌리는 버튼이나 숫자키가 

달린 옛 제품들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다. 그만큼 

디자이너의 작업은 복잡다단해졌다. 구세대 기계장치 

또는 전자기기에서는 사용자들이 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첨단 전자제품은 사용자의 

눈에는 해독이 불가능한 ‘블랙 박스’일 뿐이다. 즉, 

외형만으로는 제품의 기능을 인식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평면모니터, 로봇 등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디자인을 

명쾌한 형태와 간단한 접근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막데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또는 20세기 

데사우 바우하우스에서 유행한 독일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기본원칙인 미니멀 디자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사용해보면 금방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은 산업디자인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디자인, 즉 사람과 기계가 만나는 

접점에서의 사용자 환경에도 참여한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디자인 분야도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 제품디자이너들의 성공요인을 

품질에 대한 신뢰도나 제품의 외형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독일에서는 디자인을 스타일링과 동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디자인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라도 디자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디자이너는 단순히 포장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 컨셉을 형상화하는 사람이다. 급격한 

기술발전과 디지털화, 소형화, 신소재 개발 등으로 

인해 산업디자이너들은 신제품 구상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게 됐다. 

디터 람스의 제품디자인이 브라운 사社에  

국제적 명성을 안겨준 만큼 브라운 사社를 

떼놓고는 디터 람스의 커리어를 논할 수 없다. 

그의 첫 히트작은 1954년에 디자인한 레코드 

플레이어 SK4(백설공주의 관)이다. 흰색으로 

칠한 금속 몸체와 투명아크릴 덮개, 그리고 

밝은 나무로 장식한 옆면은 레코드 플레이어의 

고전이자 모범이 되었다.

오늘날 디터 람스는 애플 디자인의 

할아버지로도 통한다. 애플 사社의 수석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공식적으로 람스의 디자인 

신조와 그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매킨토시 생산라인 

제품들은 람스의 고전작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아이팟과 브라운 사社의 포켓라디오를 

비교해보라). 디터 람스는 자신의 옛 디자인들과 

오늘날 애플의 히트제품들이 닮았다는 사실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디터 람스가 말하는 “좋은 디자인”이란?
혁신적이고 미학적이며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솔직하고 
수명이 길고 작은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며 
최소한의 디자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 
용도에 맞게 만들어주고 이해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1  
     2

1, 2 라이프치히 디자인 페스티벌 © dpa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와 레코드 플레이어 
SK4(백설공주의 관). 2010년 5월 촬영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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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집
 우제돔Usedom 섬 트라센하이데Trassenheide

2008년 9월 거꾸로 세운 건축물로는 유럽 최초로  

개관한 ‘거꾸로 집’은 지붕이 바닥을 향한 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6% 살짝 기울어져 있다.  

집 내부의 가재도구도 모두 거꾸로 설치되어 있다.

DZ은행
 베를린 파리저 광장

DZ 은행의 내부 모습이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는 

고래를 모티브로 한 커다란 홀 위로 

아치형 유리지붕을 설치했다.  

중앙에는 통행이 가능한 비듬  

모양의 철판을 걸친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조각작품의 내부는 

회의실로 사용된다.

 래디슨 블루 호텔 프랑크푸르트
Radisson Blu Hotel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래디슨 블루 호텔 건물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 2005년 

완공된 래디슨 블루 호텔은 거대한 원반처럼 생겼다. 

높이 96m에 19층의 원반형 건축물 래디슨 블루 

호텔은 런던 출신의 건축가 존 자이퍼트John Seifert가 

설계했다.

코트부스 공과대학 도서관
 브란덴부르크 주 

코트부스 공과대학 도서관의 특징은 

전면과 후면을 구분할 수 없는 곡선형태 

설계다. 높이 약 32m로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도서관 건물은 바젤 출신의 유명 

건축가 자크 헤르초크Ja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뫼롱Pierre de Meuron의 공동작품이다.

메디엔하펜Medienhafen

 뒤셀도르프

건물 세 개는 비뚤어지고 기울어진데다가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다. 건축가 게리가 설계한 메디엔하펜은 

1999년 완공 이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도 

뒤셀도르프의 상징물로 자리잡았다.

파에노 과학센터
 볼프스부르크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파에노 

과학센터를 “세계 12대 현대 

건축물”이라고 극찬했다. 2005년 

개관한 파에노 과학센터는 ‘기이한 

현상들’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건축양식으로 인해 센터 자체가 일종의 

‘기이한 형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3

4

5

6
2 © dpa

© dpa - Report

© dpa - Report

© ZB - Fotoreport

© ZB - Fotoreport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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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A 멀티플렉스 
 드레스덴

크리스탈 팔라스트 빌딩의 UFA 멀티플렉스는 총 2,670석 규모의 8개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빈 출신의 아방가르드 건축가 쿱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가 설계한 

UFA 멀티플렉스 건물은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건물 시공은  

파기츠 사社가 맡았으며, 파기츠 사社는 UFA 멀티플렉스로 스틸로 만들어진 유럽의 

최고 건축상ECCS, The European Convention for Constructional Steelwork을 수상했다. 

야훈더트할레Jahrhunderthalle 공연장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야훈더트할레’ 공연장에서는 건축과 음향이 한데 어우러진다.  

지름 100m의 높지 않은 거대한 흰색 돔은 멀리서도 시선을 끈다.  

바로 이 인상적인 천막형 지붕이 탁월한 음향을 만들어 낸다. 

‘야훈더트할레’ 공연장은 2016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마르코 폴로 타워
 함부르크 하펜시티

마르코 폴로 타워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외관으로 

멀리서도 눈에 띈다. 높이 58m에 17층의 주거형 

빌딩 마르코 폴로 타워는 슈투트가르트 건축사무소 

베니쉬Behnisch 사社가 설계한 것으로, 2010년 

완공되었다. 각 층마다 단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고 맞물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발트슈피랄레Waldspirale
 

 다름슈타트 

예술과 건축이 만나면 어떨까? 다채롭고 경쾌한 

건축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적어도 2000년 

작고한 오스트리아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건축가  

요셉 크라비나Josef Krawina, 페터 펠리칸Peter Pelikan, 

하인츠 슈프링만Heinz M. Springmann과 함께 만든 

형형색색의 건축물 10여 개는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발트슈피랄레’이다. 

주거단지 발트슈리랄레에는 직각이나 직선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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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i deutsche 
Architekten
 in Korea
한국에 이정표를 세운 독일 건축인 2인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기계와 자동차제조업, 화학산업 그리고 

혁신적인 첨단기술로 유명하다. 하지만 독일 건축 역시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독일 건축사무소들이 전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서울 상암동 ‘트루텍Trutec’ 빌딩과 용인의 백남준아트센터는 

설계와 구상 면에서 한국 현대 건축물 중 가장 흥미롭고 상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건축물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일의 젊은 건축가들의 수준 높은 건축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독일 건축문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연방건축사협회는 건축교류네트워크NAX를 

통해 글로벌 건축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h. www.architekturexport.de

서울 상암동 트루텍TRUTEC 빌딩 
서울은 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지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서울은 건축학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적 측면이 강조된 면이 없지 않다. 

프랭크 바코Frank Barkow와 레기네 라이빙거Regine Leibinger가 

운영하는 바코 라이빙거 건축사무소는 서울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상업지구 상암동 DMC에 

오피스빌딩을 설계하여 독일 현대 건축의 이정표를 

세웠다. 2007년 1월 완공된 트루텍 빌딩에는  

독일의 기계장비제조업체 트럼프 사社를 비롯하여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들이 주로 입주했다.

2007년 완공 당시 DMC 일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독일의 두 건축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트루텍 빌딩을 최대한 유연하게 설계하기로 했다.  

55m 높이의 트루텍 빌딩은 지하주차장 5개 층과 지상 

1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독특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외관을 자랑한다. 유리의 프리즘 무늬는 굴절을  

통해 표면과 불빛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효과를 

연출하며, 빌딩의 전면을 덮고 있는 반투명 반사유리는 

주변 경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설계 바코 라이빙거 건축사무소
바코 라이빙거 건축사무소는 1993년 프랭크 바코(1957년생)와 레기네 

라이빙거(1963년생)가 공동 설립한 건축회사이다. 바코 라이빙거 건축사무소는 

공공건물, 오피스빌딩, 주거 및 사무용 건물의 내부확장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건축물에 역점을 두고 있다. 

h. www.barkowleibinger.com

상암 트루텍 빌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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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독일 베를린 출신의 건축가 키르스텐 쉐멜Kirsten Schemel의 

설계로 2008년 4월 완공된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는 

21세기 초에 지어진 박물관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키르스텐 쉐멜은 2003년 

국제공모전에서 우승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의 

디자인을 맡게 되었다. 공모전에서 당선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쉐멜의 설계안은 기획 단계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키르스텐 쉐멜은 공간적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언덕이 많은 용인의 지형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테면 

아트센터의 바닥은 아트센터에 위치한 언덕의 굴곡을 

따라가면서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형태로, 그 위를 

낮지만 넓게 펼쳐진 지붕이 덮어주고 있다. 이러한 지붕 

덕분에 실내에서는 기둥 없는 공간의 연출이 가능하다. 

주변을 둘러싼 언덕에서 바라보면 ‘매트릭스’ 형태의 

백남준아트센터 건물은 유리와 강철을 이용한 획일적인 

형태의 지붕으로 인해 골짜기 속 호수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아트센터 내의 한 전시공간은 암흑과 그림자를 

통해 반짝거리며 움직이는 백남준의 설치작품을 

또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도로를 향한 길이 약 

250m의 아트센터의 전면부는 ‘진동하는 빛의 벽’으로 

꾸며져 건물에 입장하기 전인 관람객들에게 내부 

전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이자 

독일에서 수학한 백남준의 고향에 그의 

비디오·미디어아트를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롯이 그의 작품만을 전시한 전세계 

유일무이한 미디어아트센터로, 한국이 뉴미디어기술에서 

선두주자임을 프로그램과 건축학적으로 보여주는 

아방가르드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h.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http://njp.ggcf.kr/

설계 KSMS
베를린 KSMS 쉐멜 스탄코빅 건축사무소는 2003년 키르스텐 쉐멜이 키르스텐 쉐멜 BDA 건축사무소에 

이어 두번째로 세운 사무소다. 1998년부터 뮌스터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키르스텐 쉐멜(1965년생)은 

혁신적인 공모전 설계 외에도 복잡한 컨셉의 주택 개축, 확장, 신축 프로젝트 등을 맡아 왔으며, 문화재 

복원프로젝트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h. www.k-s-architekten.de

 1  
     2

1, 2 백남준아트센터 전경 

 ©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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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 오토Frei Otto

(1925~2015, 경량 구조물의 선구자)

프라이 오토는 경량 구조물의 선구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다. 언제 어디서나 자연 

이해에 역점을 두었던 프라이 오토는 흙, 물, 공기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지향했다. 막膜, 그물망, 가변 지붕, 텐트, 아치, 

그리드 셸, 공기 지지 구조물, 분지형 구조물branching 

structure 등을 토대로 설계된 그의 건축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년 시절 프라이 오토는 비행물체의 프레임과 

경량 막 구조물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관심은 

훗날 그의 작품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1943년 

프라이 오토는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2차대전이 발발했고, 

프랑스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프라이 오트는 

1952년에야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프라이 

오토는 수용소 건축가로서 최초의 구조물을 설계했다. 

1955년 프라이 오토는 카셀 정원박람회에 출품할 

막면膜面 구조물 세 개를 설계했고 이를 통해 건축계에서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1958년에는 베를린에 

그의 개인 연구소 ‘경량구조물개발원’을 설립했고,  

곧 이어 슈투트가르트에 ‘경골건축 개발연구소’를 

열었다. 그의 프로젝트에는 롤프 굿브로드, 프리츠 

레온하르트, 외르크 슈라이히, 오베 아룹, 테드 하폴드 

등과 같은 유명 동료들이 항상 동참했다. 그는 1967년 

건축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몬트리올 엑스포 

독일관을 건축했다. 

이은영
(1956~, 재독 건축가)

이은영 교수는 서울과 아헨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쾰른의 O.M. Ungers 

건축사무소와 J. Schürmann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였고, 1994년 쾰른에 이 아키텍츠Yi Architects를 

설립했다. 이은영 교수는 서울에서도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2000~2010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은영 교수는 건축에서 고요함과 명료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건축물에 철학을 입히고 

과거의 여러 문화의 형식언어를 이용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국제 건축공모전에서 다수의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프라이 오토는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곤 

“가상의 건물 다수와 실제 건물 소수”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뮌헨 올림픽 경기장, 만하임 다목적 홀, 

몬트리올 엑스포 독일관 등의 건물을 보노라면 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프라이 오토는 다수의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센대학교와 뮌헨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가 칸 건축상, 프리미엄 임페리얼 예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ward은 아쉽게도 그의 사후에 

수여되었다.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은영 교수는 2010년에는 

하노버 소재 니더작센주의회 의사당 국제공모에 당선된 

바 있다. 이은영 교수가 한국에서 설계한 작품으로는 

아쿠아포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풍압실험실, 

헤이리 소담갤러리 등이 있다.

이은영 교수는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는다. 그는 수면에서 반사되고 

네 방향에서 드나들 수 있는 유리블록의 정육면체 

설계로 1999년 국제공모 경쟁작 243개 중에서 당당히 

당선되었다. 도서관 건물에는 네 방위를 상징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에 각 문화권을 상징하는 독일어, 영어, 

아랍어 및 한국어 4개 언어로 도서관을 뜻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도서관 외벽에 한글 명조체로 

또렷하게 ‘도서관’ 석 자가 새겨져 있다.

도서관은 2008년 11월 기공식을 한 후 2011년 

완공되어 개관했다. 지상 9층과 지하 2층의 도서관은 

50만 권의 책과 미디어를 소장할 수 있다. 새로 건설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의 핵심은 ‘심장’이라는 

이름의 공간이다. 고요함과 내적 성찰의 장소로 

구상된 이 ‘심장’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각 층은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다. ‘심장’ 위로는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테라스형의 

열람실이 지상 5층에서 9층까지 펼쳐진다. 독특한 

개성의 예술작품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Architectural Digest, 

Time, CNN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 소개된 바 있고, 2014년에는 

휴고해링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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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서가의 
 재독건축가 이은영. © dpa 
2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전경. 
 © dpa 

 1  
     2

1 1988년 3월 프랑크푸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에서 프라이 
 오토가 자신의 “하트 텐트”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 picture alliance 
2 뮌헨 올림픽 호수의 올림픽 타워. 
 2015년 12월 촬영. 
 © pictur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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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Vitra Design-Museum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디자인의 역사와 현재를 

연구 및 소개하며 디자인을 건축, 미술 및 일상문화와 

연계하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디자인 미술관이다. 

개인 컬렉터 뮤지엄으로 애초 고안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초창기에는 독일의 가구 디자이너 

에리히 딕만Erich Dieckmann 전시회 등과 같은 소규모의 

독보적인 전시회를 주로 개최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규모 

전시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전시회로는 찰스 & 레이 임스 부부Charles & Ray Eames,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án 등의 회고전, 그리고 체코 큐비즘이나 이동성의 

미래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영향력이 큰 

전시회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지금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순회전시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문화활동 지원예산 마련을 위한 자체 

상품라인 개발에도 착수했다. 미술관 수집품은 꾸준히 

늘어났고 자체 출판사도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제2전시관인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갤러리도 개관했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본관에서 매년 두 차례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갤러리에서는 소규모 

전시회가 열린다. 다수의 전시회가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래기술, 지속성, 이동성, 

사회적 책임, 역사 등과 같은 현대의 주요 의제들이 

다루어진다.

국제 디자인 박물관 ‘노이에 잠믈룽’
Die Neue Sammlung 

노이에 잠믈룽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박물관 중 

하나로 디자인과 응용예술의 발전사를 독특한 

방식으로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박물관으로 산업디자인, 응용미술,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약 8만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의 역사적 깊이와 풍부함 덕택에 노이에 

잠믈룽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디자인 발달사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노이에 잠믈룽이 기획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전시회들은 동시대 경향을 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포럼 역할을 한다.

2000년과 2002년에는 미술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컨셉의 대규모 전시관인 뉘른베르크 

‘미술 디자인 신미술관Neues Museum für Kunst und Design’과 

‘뮌헨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Pinakothek der Moderne’가 각각 

신축되어 순수미술, 그래픽, 건축과 함께 디자인도 

대규모 상설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독일건축박물관
Deutsches Architekturmuseum, DAM 

독일건축박물관은 건축 애호가라면 꼭 찾아가봐야  

할 곳이다. 이곳에는 이집트 사원에서 현대의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최대 규모의 건축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독일건축박물관은 고급스러운 대저택 안에 저명 

건축가 오스발트 마티아스 웅거스가 설계한 우아하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노이에 잠믈룽 독일건축박물관DAM 

설립연도 1989년 1925년 1983년

소재지 바일 암 라인(스위스 국경 인근) 뮌헨(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

뉘른베르크(노이에스 뮤지엄)  

바이덴(인터내셔널 세라믹 뮤지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Frank O. Gehry 슈테판 브라운펠스Stephan Braunfels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  

2002년 9월 개관)

오스발트 마티아스 웅거스Oswald Mathias Ungers 

(개축)

초대 관장 알렉산더 폰 베게작Alexander von Vegesack 

(1989년~2010년)

귄터 프라이헤어 폰 페히만
Günther Freiherr von Pechmann

하인리히 클로츠Heinrich Klotz 

(~1990년)

관장 마테오 크리스 & 

마르크 젠트너Mateo Kries & Marc Zehntner

(2011년~)

앙겔리카 놀러트Angelika Nollert

(2014년~)

페터 슈말Peter Cachola Schmal

(2006년~)

웹사이트 www.design-museum.de www.die-neue-sammlung.de www.dam-online.de

형태의 ‘집 안의 집House in a House’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상설전시회는 인류의 기원부터 최신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진화를 보여준다. ‘원시 오두막에서 

마천루까지’라는 제목의 이 상설전시회는 인류  

역사의 25개 유명 건축물의 모형을 소개하는데, 

모형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져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1400년 

경의 이집트 사원 모형을 비롯하여 근대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도 손꼽히는 1936년 화재로 소실된 런던 

크리스탈 팰리스 모형(1851년 건축) 등을 볼 수 있다.

독일건축박물관에서 최신 건축 경향을 잘 보여주는 

기획전은 현대 건축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기획전 외에도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다양한 강연회도 

매주 열린다. 또한 여름철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레고 

집짓기 등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독일건축박물관은 1980년부터 독일건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전년도 우수 건축작품들이 독일건축연감에서 

소개된다. 2007년부터 DAM 건축상이 수여되고 

있으며, 연감 발행과 병행하여 연감에서 선정된 

건축물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 Uwe Dettmar

바일 암 라인에 소재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 picture alliance / DUMONT Bildarchiv

뉘른베르크에 소재한 국제 디자인 박물관. 

© dpa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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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thochschulen
in Deutschland für Designstudium

Suchen Sie gerade nach einem geeigneten Studienort fürs Designstudium in Deutschland?  

Dann wird Ihnen die folgende Liste der renommierten Kunsthochschulen weiterhelfen. 

 Berlin

1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UdK Berlin)
 h. www.udk-berlin.de

2 Weißensee Kunsthochschule Berlin (KHB)
 h. www.kh-berlin.de

 Braunschweig

3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h. www.hbk-bs.de

 Bremen

4 Hochschule für Künste Bremen

 h. www.hfk-bremen.de

 Köln

5 Kunsthochschule für Medien Köln

 h. www.khm.de

 Dessau

6 Bauhaus Dessau

 h. www.bauhaus-dessau.de

 Dresden

7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Dresden

 h. www.hfbk-dresden.de

 Düsseldorf

8 Kunstakademie Düsseldorf

 h. www.kunstakademie-duesseldorf.de

 Frankfurt

9 Staatlic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Städelschule

 h. www.staedelschule.de

 Halle

10  Burg Giebichenstein Kunsthochschule Halle

 h. www.burg-halle.de

 Hamburg

11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

 h. www.hfbk-hamburg.de

 Karlsruhe

12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Karlsruhe
 h. www.kunstakademie-karlsruhe.de

13 Staatliche Hochschule für Gestaltung Karlruhe
 h. www.hfg-karlsruhe.de

 Kiel

14 Muthesius Kunsthochschule
 h. www.muthesius-kunsthochschule.de

 Leipzig

15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Leipzig

 h. www.hgb-leipzig.de

 München

16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h. www.adbk.de

 Münster

17 Kunstakademie Münster

 h. www.kunstakademie-muenster.de

 Nürnberg

18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in Nürnberg

 h. www.adbk-nuernberg.de

 Mainz

19  Kunsthochschule Mainz

 h. www.kunsthochschule-mainz.de

 Saarbrücken

20 Hochschule der Bildenden Künste Saar

 h. www.hbksaar.de

 Stuttgart

21 Staatliche Akademie der Künste Stuttgart

 h. www.abk-stuttgart.de

 Weimar

22 Bauhaus-Universität Weimar

 h. www.uni-weim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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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

Hamburg
Bremen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chleswig- 
Holstein

Niedersachsen

Nordrhein-
Westfalen

Sachsen-
Anhalt

Hessen

Rheinland-
pfalz

Baden-
Württemberg

Bayern

Thüringen

Sach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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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코디자인상

현재 독일의 종합대학 및 응용학문대학 64곳에 

건축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건축학 교수는 1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여자 교수의 비율은 2012년 기준 

16.8% 수준이다.

건축학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응용학문대학에는 비베라흐 대학Hochschule Biberach과 

뮌스터 대학Fachhochschule Münster, 종합대학 중에서는  

아헨 공과대학RWTH Aachen과 하노버 대학Universität Hannover  

및 슈투트가르트 대학Universität Stuttgart 등이 있다.

건축학과 입학요건은 연방주 및 대학별로 

상이하다. 최대 6개월 인턴 수료 증빙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곳도 있다. 

21개 대학은 아비투어(고등학교 졸업시험) 증명서만 

요구하는데 반해 11개 대학은 실기시험을 치르고, 

32개 대학은 인턴 수료 증빙서를 요구하고 있다.

학·석사 정규과정은 석사 논문을 포함해서  

보통 5년 소요된다. 일부 대학의 경우 실습학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독일 전체 대학생 250만여 명 가운데 건축학 

전공자는 2011년 기준 31,000명이었으며, 2010년도 

건축학과 졸업생 수는 6천여 명이었다.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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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축가 수는 1994년 9만2천 명에서 

2014년 13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이 중 여성 비율이 31% 수준이다. 건축가의 절반은 

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절반은 사무직 종사자 혹은 

공무원이다.

독일에서 ‘건축사’라는 직업명칭은 건축사협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려면 

경력 최소 2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사협회는 독일 전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축조기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미술수업을 보강하고 

학생들에게 건축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있다.

에코디자인은 단순히 에너지고효율 냉장고와 에코백 

그 이상을 의미한다. 에코디자인은 자원 획득에서부터 

제품의 제작, 유통, 사용, 처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을 고려하며 인간과 환경 모두를 

두루 위한다.

에코디자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개발 시 수명주기 전반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에코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전과정적 사고방식Life Cycle Thinking, 내구성, 

자원 활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유해물질 및 

폐기물 발생 방지이다.

제품이 수명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 80%는 디자인 단계에서 규정된다. 2012년 

연방환경부와 연방환경청의 기획으로 탄생한 

‘독일에코디자인상’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했다. 

독일에코디자인상은 자원소비를 현저히 감축시키는 

제품, 시제품, 컨셉 등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며, 

디자이너와 차세대 디자이너 그리고 자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바바라 헨드릭스 연방환경부장관은 “우리는 

독일에코디자인상을 통해 소비습관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비판적 고찰을 전파하고자 한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디자인을 선도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충족시키는 참가자들에게 독일에코디자인상을 

수여한다”고 말한다.

h. www.bundespreis-ecodesig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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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건축사협회 건물 전경. © picture alliance / Arco Images GmbH

© IDZ | Bundespreis Ecodesign

 1  
       2

1 2015년 제품 카테고리 수상작 자전거 트레일러 H tour. 
 © IDZ | hinterher.com 
2 2014년 제품 카테고리 수상작 vosLED 백열 전구. 
 © IDZ | vosla GmbH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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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드세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디자인, 패션, 예술, 건축, 음악 부문의 경계가 

베를린에서는 허물어지고 있다. 2006년 베를린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트리올에 이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타이틀을 달게 된 세 번째 도시가 

되었다. 서울 또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력을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들을 지원한다. ‘창의도시’ 타이틀은 해당 

도시에 국제적인 인정과 더불어 네트워크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도시들과 경험을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에이전시와 제품·가구·산업디자인 

아틀리에, 창의적 네트워크와 디자인축제, 

디자인샵 등은 베를린이 유럽 내 디자인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국립대학 4곳과 그 외 

다수 사립교육기관에서 학생 3천여 명이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졸업 후 창의도시 베를린의 잠재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베를린 도처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베를린 패션위크Berlin Fashion Week에 맞춰 열리는 

국제패션박람회, 타이포 베를린TYPO Berlin, 국제디자인 

페스티벌DMY Berlin 등의 디자인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상호교류하며 관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도 

연출된다. 또한, 크리에이트 베를린Create Berlin 및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nternationales Design Zentrum Berlin 등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서도 베를린 디자인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 창의도시 

베를린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베를린 패션위크Berlin Fashion Week

세계 패션계의 시선은 1년에 두 번 베를린 패션위크로 

향한다. 1년에 두 차례 각기 1주일 동안 전문가  

박람회, 공개 디자인쇼, 패션쇼, 전시회, 그리고 최신 

트랜드를 선두하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베를린은 

패션으로 물든다. 1월 중순에는 이듬해 여름컬렉션이, 

7월 초에는 이듬해 겨울컬렉션이 선보인다.  

2007년 여름에 첫 선을 보인 베를린 패션위크는  

이제 글로벌 핵심 패션이벤트로 자리잡았다.

h. www.fashion-week-berlin.com

타이포 베를린TYPO Berlin 

글로벌 디자인계의 만남의 장

1995년부터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유럽 디자인 컨퍼런스 타이포 베를린은 참가자가 

1,200명이 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다.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 타이포 베를린에는 디자이너, 

교수, 마케팅 전문가, 학자, 예술가, 저널리스트 등이 

미래지향적인 강연을 펼친다. 타이포 베를린은  

디자인 관련 사회적 트렌드를 비롯하여 개인의  

아이디어, 신기술, 디자인 관련 현행 법률 등 다양한 

주제들이 의제로 다뤄진다.

h. typotalks.com/de

베를린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

국제디자인 페스티벌DMY BERLIN

국제디자인 페스티벌은 첨단 제품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 플랫폼으로 2003년 첫 선을 

보였다. 이후 베를린 국제 디자인 페스티벌은 

매년 열리고 있다. 14회 국제디자인 

페스티벌에는 최초로 제품, 산업디자인을 

비롯해서,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국제디자인 

페스티벌에서는 조만간 시판 예정인 

디자인제품의 소개 외에도 연구개발, 혁신, 

학제간 접근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다.

h. www.dmy2016.com/de

크리에이트 베를린Create Berlin

창의도시 베를린과 관련된 디자인 프로젝트 및 아이디어를 지원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베를린은 국내외에서 베를린 창조경제와 

창의도시 베를린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한다. 

h. www.create-berlin.de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nternationales Design Zentrum Berlin (IDZ)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협회다. 

1968년 설립 이후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며 디자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는 

기업과 정부의 수주를 받아 

최신 디자인 동향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베를린에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담 및 중재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h. www.idz.de
     1
 2

1 2012년 국제디자인 페스티벌. © dpa 
2 베를린 예술대학교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전경. 
 © picture alliance / Arco Image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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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베를린 패션위크. © dpa

국제디자인 페스티벌. © dpa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 © Berlin Pictur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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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lhofer Feld 
Musterbeispiel der Stadtplanung 

베를린 템펠호프 재생사업 –  
도시계획의 모범사례 

2008년 템펠호프 공항 폐쇄 후 대도시 베를린에 

380 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가 베를린 최대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템펠호프 공원의 운명의 시간

베를린 주정부는 2008년 템펠호프 공항 폐쇄 후 

템펠호프 필드에 주택 수 천 채와 신규 중앙도서관 

건립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베를린 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템펠호프 부지의 원형을 가능한 

변경하지 않고 부지의 독특함을 보존”하고자 신축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템펠호프 필드는 

정치권, 시행정과 시민의 3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는 도시계획의 실험의 장이 되었다. 

시민들은 구체적 용도를 정해 놓고 공간을 

이용하거나 공간을 분할하여 여가 선용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자유롭고 드넓은 가능성의 공간을 

원했다. 그 결과 화장실, 벤치, 식수대 등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원한 대로 템펠호프 필드는 

인위적인 변화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남게 됐다. 

그렇게 템펠호프 필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 만남, 소통이 가능한 비상업적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Deutschland ist…
Architektur und Design

 1  
     2
     3

1 템펠호프 필드 위로 수많은 
 연이 날고 있다. 
 2015년 9월 촬영. © dpa
2 전 템펠호프 공항 활주로 전경. 
 2015년 7월 촬영. © dpa 
3 난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격납고. 
 2016년 2월 촬영.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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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펠호프 필드의 역사

베를린 시민들이 템펠호프 필드의 미래 논의에 적극 

참여했던 이유는 이 곳에 켜켜이 쌓인 역사적 의미 

때문이기도 하다.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적 흔적은 

템펠호프 필드를 역사적 장소로 만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1883년에 템펠호프 필드에서 축구와 크리켓 

경기가 열린 바 있다. 1909년에는 페르디난드 

그라프 폰 체펠린이나 오르빌 라이트 같은 항공 분야 

선구자들이 템펠호프 필드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이며 베를린 시민들을 열광시켰다. 그리고 

1923년에는 공항이 개항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선전 효과를 노리고 템펠호프 공항을 1936년부터 

1941년까지 ‘템펠호프 세계공항’으로 증축했으며, 나치 친위대SS는 이곳에 

집단수용소 ‘콜럼비아’를 세웠다. 또, 2차대전 중 방위산업계는 이 부지를 이용하여 

수 천 명의 강제노동자들을 착취했다. 

2차 대전 중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육로와 수로를 봉쇄했을 때 영국과 

미국은 1948~1949년 비행기로 생필품을 보내 서베를린 시민의 생존을 보장했는데, 

이때 템펠호프 공항을 착륙장으로 사용했다. 이른바 ‘베를린 공중 다리’ 덕택에 

템펠호프 공항은 자유 수호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공항건물의 탈바꿈

템펠호프 필드에 인접한 30만m2에 달하는 공항건물은 문화재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활용계획이 수립되었다. 공항건물의 홀은 축제, 박람회, 

연주회 등의 용도로 임대되고 있으며, 격납고 총 7개 중 한 곳에는 현재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베를린 주정부는 1.3km에 달하는 건물 지붕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역사 갤러리를 계획 중이다. 건축가 아르노 브란들후버는 주거난 완화를 

위해 공항건물 전체에 8층을 증축하자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거주공간 

3,500채를 신규 조성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템펠호프 필드에 신축하고자 했던 주택 

수와 맞먹는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신규 주택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템펠호프 필드는 선구자 정신과 비범한 

아이디어가 도시계획을 견인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되었다. 

h. www.thf-berl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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