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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ublic spaces within churches on one hand, and spaces which mediate the boundaries between churches and local

communities on the other to explore various ways in which churches can be situated in and connected to the city around them. This

study draws on church architecture in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to explore the techniques currently in use for these mediating spaces,

and what lessons could be learned for future church design.

The connection techniques in horizontal and vertical spaces we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typology: (1) Expansion of public spaces

using void within the church; (2) Modification of boundaries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3) Experimental programs through transforming

spatial factors; (4) Insertion of continuous programs of external environment.

Finally,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Korean churches are also consulted to explore two different perspectives-‘Planning methods for

integrated publicness’ on one hand, and ‘Strengthening connectivity of public spaces through program-based intervention’ on the other.

Ultimately, the paper concludes that these various techniques do not operate separately, but are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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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흐

르는 동안, 교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어

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1)

교회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간의

형태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간을 연계하는 장소로서 복합

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공간은 공공건축물의 공

적 공간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공공건축의 그것

과 달리 권위적이거나 인위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상업

시설의 공적 공간과는 달리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일과 교회의 특정한 정기 주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 공간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기보다는

폐쇄되어 있으며, 여전히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이 사회에 유기된

채 독립적인 형태를 보이는 공간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공적 공간이 갖는 의미와 특성에 적

합한 공간구축방식이 필요하며 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계 방식 또한 요구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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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서 칭하는 '교회'는 한국 개신교를 의미한다.

특히 현대 교회 건축의 복합화 현상은 사회가 급변하

면서 이루어진 도시화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의

편의와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교회 내

공적 공간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역사적으

로 한국의 교회 건축은 서양 문화를 모방한 고딕 건축양

식을 거쳐 단순히 증가하는 예배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적 공간으로, 교회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과거 서구의

교회 건축을 모방한 건물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고, 규모 또한 확대된 대형교회

가 등장하고 있다. 교회 간 경쟁 또는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과거에 없었던 교회 내 형태적・물리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교회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규모로나

신학적으로 기독교 건축의 형태적 변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교회 건축의 공적 공간과 지역사

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연계 공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회건축의 공간구성 방법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

고, 교회건축에서 나타나는 공적 공간의 특성을 살펴봄으

로써 향후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000년 이후 한국의 교회건축들은 종교적 상징성과 신

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계·소통을 위한 공

간 계획을 극대화하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이

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대학기독교서회, 1998 pp.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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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시기)

한국 현대 교회 건축의 공공영역 연계방식

교회
건축
역사

김순환
(2005)

건축양식, 교회건축, 예배 공간, 회중 등 공간연구
교회건축을 위한 신학적 해석이 강함

임승현
(2006)

1990년 이후의 교회건축의 진입공간의 구성요소
에 대해 진입공간의 기능을 연속성, 분리성, 대비
감, 위계적질서, 완충작용으로 나누어 분석

김영하
(2009)

우리나라 교회의 변천과정(부흥과 급속한 팽창과
정)을 6단계로 구분,공동체 및 교회에 대해 언급

안재룡
(2009)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공간에 관한 연구
역사적으로 초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적 상황 고려

소병일
(2011)

메를로퐁티를 통해 교회를 크게는 외부공간, 전이
공간,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요소적 측면과 위치적
측면을 현상학적으로 해석

표 1. 선행연구 고찰

지역
사회

이서영
(2008)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현
대신학의 흐름과 교회관의 변화를 살펴봄(순천시)

박명규
(2008)

기독교 교회의 개념변화, 사회시설 현황, 규모, 면
적배분, 공간요소, 특성비교, 계획 개선방안 제시

배종민
(2009)

가변적 공간구성, 본당배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고려
한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한 교회 공간 계획연구

한상환
(2009)

한국 교회의 공공적 역할, 물리적 공간, 장소성 및
실제 계획의 신학적, 공간적 문제점을 통해 공공
영역의 현대적 재해석

황규형
(2010)

내부 공간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해 교회의 지역사
회 시설을 위한 공간 활용에 대해 특징연구

공공
영역

김기환
(2005)

현대 건축에서의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민진
(2010)

집합성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특성을 분석

신승수
(2010)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공간 내 사용자의 역
할을 분석하고 공공 공간 및 디자인 요소를 분석

장은영
(2002)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과 가능성을 현대 사회
에 맞게 새롭게 해석.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구현

최기원
(2005)

공공성의 개념을 정리, 연계성 도모
(서울시 구민회관)

구 분 시기적 특징

1887-1897
(도입기)

-개신교 교회시작, 주택(가정)교회(한옥변형)
-민가에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계획, 공간의 경계표현

1897-1919
(형성기)

-규모확대, 종탑등장, 교회기능강조 위한 내·외부구성
-서양문화 차용, 한국적 해석

1919-1953
(박해기)

-일제 치하에서 성장저조, 식민지 건축 양식 형성
-중앙 진입형 평면구성, 천막교회형태로 이동

1950년대
(모방기)

-서양 건축양식 모방, 고딕양식의 변형
-문화적 침체기, 정치적・사회적 불안기

1960년대
(토착기)

-근대주의 개념 도입, 토착화, 고딕건축형식 활용
-예배 공간 이외 기능 공간 생성

1970년대
(성장기)

-지역사회보다 크기에 집착한 성장, 재료・평면
다양화(고딕, 로마네스크 양식 차용)
-예배공간처럼 단일 공간 중심으로 계획

1980년대
(발전기)

-대형화, 다양화, 종탑의 기능 상실, 외적 요소 중시
-지역 및 사회화현상, 일부 교회가 복합시설중시

1990년대
(복합화)

-질적 성장, 근린생활시설 및 타 용도와 복합화 시작
-현대적으로 교회를 재해석, 재료 및 형태 발전

표 2. 교회건축의 시계열적 변화

를 위해 융통성을 고려한 구조와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

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CA, 공

간, 건축문화, 플러스, 건축사 등 대표성을 갖는 5대 건축

잡지에 소개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도심 내 교회

로서 사회적 기능을 겸하며, 거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서

울 및 수도권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였다.

교회건축의 공적 공간을 고려한 계획방향 제안을 위해

서는 먼저, 현재 국내 교회건축의 공간계획상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교회건축 내 공적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어 사례분석은 내부공간의 공간별 기

능 및 구성, 연계성 및 활용형태, 그리고 공간계획수법을

중심으로 공적 공간을 살펴보았다. 내·외부 전이 공간들

의 연계성 및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치도

및 배치도를 활용하였으며, 교회 내부에서의 공간별 기능

및 구성, 연계성 및 활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면

도와 단면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평면도는 예배당, 로비,

집회공간 등 공공 기능을 포함한 평면으로 한정지어 내·

외부의 단계적 공간구현 및 현대 교회건축을 유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한국 현대 교회 건축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을 제안하

기에 앞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교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공간 변화를 살펴본 연구(김

순환;2005, 김영하;2009, 안재룡;2009, 임승현;2006, 소병일

;2011)를 통해 시계열적 공간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영역과 연계방향을 제안

한 연구(이서영;2008, 박명규;2008, 배종민;2009, 한상환;

2009, 황규형;2010)를 통해서는 본 연구와의 차별성과 가

치를 찾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 역시 현대교회 건축에

서 공적 활용이 강조되어 감을 밝히고 공간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공간의 연계체계나 구체적인 연

계방안을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공공 영역과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 정리는 최기원(2005), 김기환(2005)를

통해 하였으며, 집합성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특성을 분

석(김민진;2010)하고, 공간 내 사용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공공공간 및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 연구(신승수;2010)등

을 통해 연구를 위한 초기 개념을 정리하였다.

2. 국내 교회 건축에서의 공적 공간

2.1 교회건축의 시기적 특성과 공적인 공간의 변화

신학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설계는 예

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곳으로 예배,

친교, 전도, 봉사,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이 되어야 한다.3) 하지만 기능을 고려한 계획이 잘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상업적으로 퇴

색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도심 내 교회의 거룩한 존재성을

고려해 환경과 소통하는 일체적인 공간구현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회건축의 시계열적 변화를 정

리해보면, 1887년 등장한 이래 도입기, 형성기, 박해기, 모

방기, 토착기, 성장기, 발전기, 복합화 등 8개의 시기로 변

화함에 따라 공간의 특징도 변화하였다. 연구의 주요 사

례가 되는 2000년 이후는 교회들은 보다 대형화되고, 사

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계획사조를 갖기보

다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지역에 개발되고 있다.

3) 최준오,『목회자를 위한 교회건축』, 기문당, 2007,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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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랑의 교회 중정

그림 3. 체육활동을 위한 야외 운동장, 밀알학교 내 다목적 홀

그림 1. 꿈이 있는 가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공적공간, 즉 공공영역에 대한 이해

와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교회 공간 내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도와 논의가 일어난 것은 최근이다. 공적 공간은 단순

히 도심 내 공공의 성격을 띤 특정 공공 건축물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에서도 공적

공간의 중요성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국내

교회 건축에서는 개방적인 평면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획안이 한정된 시간과 공

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적인 측면을 사회로 환원시킬

방법을 모색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및 복지 가능성

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정기적인 활동 시간 외에 교회

는 공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보인다. 효과적인 공간의 배치

구성이 이웃과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예배의 형태로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4) 예를 들어, 아동들을 위한 어린

이 도서관이나 상담센터,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및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관, 주민카페, 문화교

실들은 교회의 대중화된 사업프로그램 등이다. 다양한 사

회 인력이 지역 성장을 위해 제도적, 사회적 영향을 주고

교회자원을 통해 이웃 주민과 관계를 맺어가며 성장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종교

의 본질적 사명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간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교회는 대형화

되어 가고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와 도시화, 테크놀로지

의 발전으로 과거 교회에서 물리적, 형태적, 그리고 상징

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미

디어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

며 더 이상 동일한 형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인 예배 형태를 제공하

게 되었고 신앙은 경쟁하는 교회 속에서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성장하게 되었다.5)

2.2 공공영역 구축을 통한 내 ․ 외부 교류 양상

도심 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환경을 최소

4) 교회의 변화는 먼저 예배당이 예배 외에도 다중을 위한 다목적

활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었는데 다목적

교회로의 변화는 그 시대의 경제적 관념 때문만이 아니고 변화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정시춘,『교회건축의 이해』, 발언,

2000, p.152

5) 교회가 점차 개인 구원에 강조점을 두면서 한국 교회는 점차 ‘탈

사회적’집단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결국 교회가 자체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채 교회의 기능을 점차 잃게 되었다. 은준관,『신학적 교회

론』, 한들, 2006, p.45-46

한 변형하며 도심 내 다중을 위한 공공의 연속적인 프로

그램을 구현하게 되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건물은 지하에 예배실을

두고 지상을 개방하여 옥외 공간이 주일에는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중에는 지역주민

의 휴식 및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회 마당은 주변 지역을 위한 쌈지 공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정과 이어지는 교육관은 카페테

리아를 제공하고 있어 대중적인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간적으로, 교회의 내부와 외부를 적절히 분리시키는 동

시에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개발

되어 공공 지역 시설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또

한, 사랑의 교회는 다양한 부서 및 전문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 ‘사회를 변혁하는 정감

공동체’라는 목회철학에 의존해 문화, 법조, 장학재단, 의

료,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남서울 은혜교회(밀알학교)’는 공간

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만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 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커뮤

니티 센터이다. 특히 자폐아동들을 위한 밀알학교와 연구

소, 강남 직업 재활센터의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

애우들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남서울 은혜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예배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

다.6) 평면은 학교수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외 시간은

교회 및 외부기관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

능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이 표현되는데 학교의 홀 부

분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자

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 구체적인 영역성

을 갖도록 하는 통합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 보완적인 교회 성장은 다른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 예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해 왔다.

6) 한요섭 외1,「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복합 다기능 교회 계획안」,대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2, 2004,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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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
(완공) 설계 위치 지역

지구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규모
(층)

공간
다이어그램 1층평면도 단면도

01 횃불교회
(2000) 김춘배 서울 일반

주거 409.4 209.1 662.5 51.1 93.8 B1, 3

02 큰나무교회
(2002) 정시춘 서울 일반

주거 600.1 342.0 818.6 57.0 105.4 B1, 2

03 영신교회
(2006)

서인종
합건축 서울 일반

주거 2,322.3 1355.9 5,958.1 57.5 147.5 B2, 5

04 상암교회
(2006) 이은석 서울 일반

주거 611.0 302.8 1,739.4 49.6 197.3 B2, 5

05 제일영광교회
(2000) 곽재환 서울 일반

주거 1,370.0 447.3 1,737.2 47.6 89.4 B1, 3

표 3. 사례 개요

그림 4. 다이어그램 이해도

그림 5. 입지분석 다이어그램 범례

3. 공간의 연계를 위한 계획적 특징

3.1 사례개요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 공간의 연계를 위해 적용된 계

획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은 2000년 이후 서울, 수도권의 일반주거지역에 계

획된 교회건축으로 공공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

한정하였다. 2000년 이후 계획된 교회일수록 내· 외부공

간이 보다 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교회건축의 공적 공간에 대한 특성 분석에 앞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국내에서 대표성을 갖는 5대 건축

잡지인 CA , 공간 , 건축문화 , 플러스 , 건축사 를

통해 사례를 도출하였다. 교회 건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종교적 이질감이나 특정 작가의 한정적인

공간계획 수법만을 분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도심의 사례로 한정한 이유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교외

지역의 교회건축의 경우 지역민과의 활발한 교류보다는

외부공간 즉, 자연환경 등 대지의 컨텍스트(context)를 고

려하여 계획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에 계획되어 거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트렌드와

유형도출에 신뢰성을 얻고자 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

들로 공공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공간들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예배당, 로

비, 집회 공간 등 공적인 기능을 포함한 대표 층의 평면

도와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이는 내・외부의 단계적 공간구현 및 현대교회 건

축을 유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각 유형별로 정리된 교

회건축물은 어떠한 공공공간을 포함하며, 어떻게 주변 또

는 내부공간과 연계성을 갖는지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보

기 위해 평면도, 단면도, 위치도 및 배치도 분석은 물론,

선행연구와 잡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각 사례별로 아래의 [표3]와 같

이 개요 및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개별 사례의 공공영

역 연계방식을 분석하는 틀은 다음과 같다. 각 계획방식

을 외부 공간, 외부공간과 면하는 공공성을 지닌 내부 공

간, 각 공간을 매개하는 수직·수평적 동선체계의 세 가지

단위로 구분하여 도식화하였다. 내부 공간구조는 대예배

당과 로비, 공공/상업 공간으로만 한정하여 구성방식을

분석하였고 기타 공간들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유

형화 작업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한한다.

3.2 입지적 특성 및 대응방식

유형화 작업을 하기에 앞서 각각의 사례들의 입지적

특징과 이에 각 교회가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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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부교회
(2001) O.C.A 서울 일반

주거 674.6 403.1 1,587.4 59.8 173.1 B1, 4

07 밀알학교
(2008) 유걸 서울 일반

주거 9,832.4 994.1 2,599.9 27.7 101.3 B2, 4

08 새문안교회
(계획안)

이은석
최동규 서울 일반

상업 4,233.1 2354.3 3,2231.1 55.6 392.2 B5,15

09 부활교회
(2001) 박항섭 서울 준

주거 615.5 357.4 1,545.0 58.4 221.3 B1, 7

10 가나안교회
(2001) 이충기 성남 일반

주거 1,402.2 839.4 3,687.4 59.9 194.4 B2, 4

11 숭인교회
(2006) 이충기 서울 일반

주거 1,174.7 703.7 3,457.6 59.9 147.1 B2, 4

12 나사렛교회
(2003)

서인종
합건축 서울 일반

주거 1,012.0 598.8 2,078.4 59.2 134.4 B1, 4

13 은현교회
(2006)

이두열
김기표 서울 일반

주거 1,649.5 818.8 3,907.6 49.6 170.6 B1, 5

14 늘샘교회
(2010) 이은석 광명 일반

주거 1,387.0 737.7 3,674.9 53.2 196.4 B1, 4

15 목동제일교회
(계획안)

이두열
김기표 서울 일반

상업 660.2 395.4 4,990.9 59.9 499.1 B4,10

16
그리스도
편지교회
(2001)

한울
건축 용인 일반

주거 1,491.2 892.6 3,334.4 59.8 134.8 B1, 3

17 아펜젤러인아
교회(2003) 정시춘 인천 일반

주거 999.8 442.4 1,365.4 44.2 79.2 B1, 2

18 초향교회
(2006) 이은석 이천 일반

주거 1,834.0 443.6 940.3 24.2 43.1 B1, 3

19 서진교회
(2010) 이충기 서울 일반

주거 750.0 352.1 1,778.4 49.9 146.6 B2, 4

20 중동교회
(2003) 이은석 부천 일반

주거 1,667.0 973.9 6,323.2 58.4 230.7 B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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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녹지 및 주거
밀집지역 내 제일영광교회

그림 7. 계획 단지 내
큰나무교회

그림 8. 밀도 높은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한 영신교회

그림 9. 공공·상업공간과
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한

새문안교회

특징 주요사례

주거 밀집지역이 주변부에 대규모의

녹지공간을 공유

(1) 횃불교회, (5) 제일영광교회, (6)

동부교회, (18) 초향교회,

(19) 서진교회

신도시 등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

루어진 주거지역이 위치한 상황으로

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공․

상업시설 등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주변은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임

(2) 큰나무교회, (4) 상암교회,

(7) 밀알학교, (10) 가나안교회,(14)

늘샘교회, (17) 아펜젤러인아 교회

주변에 특징적인 녹지 공간 없이 밀

도 높은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

(3) 영신교회, (12) 나사렛교회, (13)

은현교회, (11) 숭인교회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주거지역과 공

공․상업 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복합적인 도시적 상황에 면함

(8) 새문안교회, (9)부활교회, (15)

목동제일교회, (16) 그리스도편지교회,

(20) 중동교회

표 4. 입지적 특성 및 대응방식

단일 부지 내에 한정된 분석은 외부공간의 공공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교회가 입지한 장소적 특징이 교회의 외부공간과 공공공

간을 형성하는 논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

함이다. 이에 배치도와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교회의 외부

공간 전략과 주변 도시적 맥락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

회가 입지한 도시적 전반적 상황과 교회와의 가로관계,

주거지역에서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녹지․공공․

상업 지역 등의 상황을 분석하여 구분된 교회의 입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밀집지역이 주변부에 대규모의 녹지공간과

함께 있는 것이다. (1) 횃불교회, (5) 제일영광교회, (6)

동부교회, (18) 초향교회, (19) 서진교회 등이 속한다. (5)

제일영광교회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밀도 높은 주거

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한 가운데, 주변의 산이 도시

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공공시설은 산 주변으로 몰려 있

으며 교회는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심 도로 뒤 두개의 이면도로를 모두 접하고 있는 특

성을 살려 교회의 매스는 여러

개로 분절되어 외부공간을 구획

하고 모든 도로에서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

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공간을

향해 시각적 연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로에서 진입하는 사람

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둘째, 신도시 등 계획적인 도

시계획이 이루어진 주거지역

이 위치한 상황으로서, 대규모

의 아파트 단지와 공공․상업

시설 등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주변은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

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큰나무교회, (4) 상암교회, (7)

밀알학교, (10) 가나안교회,

(14) 늘샘교회, (17) 아펜젤러

인아 교회가 이에 속한다.

(2) 큰나무교회의 배후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면은 계획적으로 배치된 아파트

단지의 주거지역이 있다. 몇 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을 감싸는 주(main) 순환도로를 면하여 진입이 가능하고

산에 면한 주변엔 공공시설과 함께 한 축을 이루어 단지

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넓은 도로와의 경계를 주기

위하여 외부공간의 레벨을 조정하였으며, 램프를 통해 외

부공간으로 진입하면 조경공간을 통해 적절히 분리되면

서도 시각적인 연계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외부 공간보

다는 1층의 내부공간을 공공영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주변에 특징적인 녹지공간 없이 밀도 높은 주거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은 경우이다. (3) 영신교회, (12) 나

사렛교회, (13) 은현교회, (11)

숭인교회가 이에 속한다. (3)

영신교회의 예를 살펴보면 매

우 밀도 높은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심 도로와 안쪽

의 좁은 도로 두 면을 모두 면

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편이

다. 오픈스페이스가 거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도로를 따라 하천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영신교회는 세 개의 도로를 면하고

있으면서 밀도 높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끝으로,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주거지역과 공공․상업

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복합적인 도시적 상황에 놓인

경우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사례들이 서울의 주

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시적 맥락에 따라 건물의 내․외부공간이 지

역사회 내에서 기능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도시적 접근 방식이 이와 연계되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구성특징을 형성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8) 새문안교회, (9)부활교회, (15) 목동제일교회, (16) 그

리스도편지교회, (20) 중동교회가 이에 속한다.

(8) 새문안교회는 공공·상업

공간이 위치한 도시적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도로

의 한 켜 뒤에 자리 잡아 거대

한 상업 공공시설과 주변의 주

거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종로의 광화문 광장이 있는 중

심상업지구와 주거공간의 경계

에 계획되어 공공·상업의 고층

건물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정

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징

적인 입면과 매스형태가 도입되었다. 비교적 높은 건물로

외부 광장을 감싸 안는 파사드를 통해 빛을 발생시키는

벽면의 공간을 만들어 외부공간에 특징적인 공간감을 만

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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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필로티를 이용하여
외부공간을 확보한 나사렛교회

특징 주요사례

외부

공간

활용

대예배당을 지하로 계획, 넓

은 외부공간확보

(1) 횃불교회, (4) 상암교회,

(5) 제일영광교회

대예배당이 상층부에 있으며

대신 건물 볼륨을 들어 올리

는 방식으로 외부공간을 확보

(6) 동부교회, (12) 나사렛교회,

(20) 중동교회

내외부

공간

통합

입지적 특성상 가로의 연속성

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임
(2) 큰나무교회, (3) 영신교회,

적극적으로 외부공간을 확보

하고, 이 외부공간과 수직적

인 연계를 통하여 내부공간까

지의 공공성 연계

(9) 부활교회,

(17) 아펜젤러인아교회,

(19) 서진교회

공공성

강화프로

그램삽입

외부공간보다 내부공간이 적

극적으로 공공공간으로 활용,

외부공간은 이를 보조

(7) 밀알학교, (11) 숭인교회,

(16) 그리스도편지교회,

(18) 초향교회

상업

시설 결합

지역사회와 소통

(상업시설이 공적기능 수행)

(8) 새문안교회, (10) 가나안교회,

(13) 은현교회, (14) 늘샘교회

(15) 목동제일교회

표 5. 공적 공간의 계획적 특징3.3 공적 공간의 계획적 특징

각 사례들의 공공영역의 건축적 특징과 지역사회의 시

설로서 작동하기 위해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통적인 공간요소인 로비, 예

배당, 외부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개별 사례들의 계획특징을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매개

공간적 역할을 하여 공적 공간과 연계되는 방식을 추론

할 수 있다. 외부공간을 우선으로 활용한 경우 두 가지와

구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삽입된 두 가

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1) 횃불교회, (4) 상암교회, (5) 제일영광교회, (6)

동부교회, (12) 나사렛교회, (20) 중동교회 등은 외부공간

을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교회 건축

에서 대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예배

당의 위치적 특징을 통해 외부공간과 건물의 형태에 대

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1) 횃불교회, (4) 상암교회,

(5) 제일영광교회는 대예배당을 지하로 내려 넓은 면적의

외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6) 동부교회, (12) 나사렛교회,

(20) 중동교회 등은 대예배당이 상층부에 있으며 대신 건

물 볼륨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외부공간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내·외부 공간이 통합적으로 공공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이때 건물 밖 외부공간의 공적인 특성

이 내부공간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며, 로비의 성격이 보

다 특화된 것이다. (2) 큰나무교회, (3) 영신교회, (9) 부

활교회 (17) 아펜젤러인아교회, (19) 서진교회가 이에 속

한다. (2) 큰나무교회와 (3) 영신교회의 경우 입지적 특성

상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가로의

연속성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

다. (9) 부활교회 (17) 아펜젤러인아교회, (19) 서진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이 외부공간과 수

직적인 연계를 통하여 내부공간까지의 공공성 연계를 형

성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문화·체육·교육 등 공공성이 강화된 프

로그램이 삽입된 것이다. 외부공간보다 내부공간이 적극

적으로 공공공간으로 활용되며, 외부공간은 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7) 밀알학교, (11) 숭인교회,

(16) 그리스도편지교회, (18) 초향교회가 이에 속한다. 이

사례들은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보다 보편적인 기능인 상업시설이 결

합된 것이다. 상업시설의 경우 공공성을 띄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교회로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고, 교회의 성격은 유지·분리하면서 지역사회와 소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8) 새문

안교회, (10) 가나안교회, (13) 은현교회, (14) 늘샘교회

(15) 목동제일교회가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저층부

전체를 상업공간으로 제공하며 (15) 목동제일교회의 경우

는 상부의 매스 전체를 공공·상업 시설로 계획하여 일반

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적 공간의 연계유형

사례별로 계획적 특징을 공간적 구축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공간 요소를 도식화하여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계획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사례들의 공간구성 방식을 이해하

여 적합한 계획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공용공간인 로비를 중심으로 내·외부공간 및 프로그램

의 연계를 고려하고, 수직·수평에 따른 공간의 연계방식

에 따라 ① 외부(대지 내 옥외 공간)-로비-예배당, ② 외

부(대지경계, 가로)-로비-공공 공간(프로그램)-예배당, ③

기타시설(문화/체육/교육 등)-로비-예배당, ④기타시설(상

업)-로비-공공공간(프로그램)의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4.1 보이드를 이용한 점진적 영역 확장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① 외부(대지 내 옥외 공간) -

로비 - 예배당으로서 로비-예배당이라는 기본적인 구성

방식에 외부공간이 공공성을 띄는 구성요소로서 결합된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유형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

식으로 도심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교회건축

의 특성상 건폐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

의 외부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단순히 주차 공간으

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과 소통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1) 횃불교회, (4) 상암교회, (5) 제일영광교회, (6) 동부교

회, (12) 나사렛교회, (20) 중동교회가 이에 속한다.

(1) 횃불교회와 (6) 동부

교회의 경우 협소한 외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

직 동선체계를 외부공간과

면하게 하여 교회와의 직접

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내부

공간, 특히 지하의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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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계공간을
활용,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고려한 영신교회

과 도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

적인 개방성을 주고자 하였다. (4) 상암교회, (12) 나사렛

교회의 경우는 매스 전체를 최대한 들어 올려 지상에는

최대한 외부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 예배당

공간은 지하에 위치시켜 공간을 활용하고 도심지의 교회

가 육중해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5) 제일영광교회는

주변 가로와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 자체

가 홀의 기능을 공유하여 동선분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20) 중동교회의 경우는 좁은 외부공간을 건물의

배치를 새롭게 함으로써 상징적인 진입공간이 될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외부공간이 단순히 주차를

담당하는 기능적인 공간이나, 진입을 위한 동선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광장이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

는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

존의 육중한 교회건축에서 벗어나 주변 맥락과 지역 주

민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된 외부공간

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소성을 만들

어 낸다. 또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리한 입지적

특징을 극복하면서도 교회건축으로서의 특수한 경험을

위하여 특정한 공간감을 갖는 외부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써 새로운 영역성을 갖는 공공영역의 기능을 할 수 있다.

4.2　경계 변이를 통한 소통의 매개공간

두 번째 유형은 ② 외부(대지경계, 가로) - 공공 공간

(프로그램) - 예배당으로서 ① 의 유형에서 내부공간에도

공공공간을 조직한 것이다. 이는 공공성을 띈 외부공간이

로비뿐만 아니라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공간까지 연속적으로 공공성을 띌 수 있게 한다. (2)

큰나무교회, (3) 영신교회, (9) 부활교회 (17) 아펜젤러인

아교회, (19) 서진교회가 이에 속한다. (2) 큰나무교회,

(3) 영신교회, (9) 부활교회, (19) 서진교회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였다.

(2) 큰나무 교회의 경우 주변도로와 분리된 외부공간과

저층부에 제안된 교육 프로그램이 연속되면서 저층부 영

역 전체를 공공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영신교회의 경우 불리한 대지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진입을 만들고 여기에 교육프로그

램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함으로

써 주변맥락에 반응하는 열린 공

간을 만들어 주었다. (9) 부활교회

의 경우 외부공간을 두 영역으로

분리해 전면 도로와 반응하는 개

방된 동선공간으로서의 영역과 대

지 안쪽에 자리하여 내밀한 외부

공간을 제안하여 마당과 같은 기

능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

주었고, 수직 동선체계를 통해 상

층부에도 쉼터와 교육실을 제안하여 주민과 신도들을 배

려한 공간구성을 하였다. (19) 서진교회는 가장 적극적으

로 공공 프로그램을 삽입하였는데, 건물 전체를 들어 올

려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공간의 공공성을 획

득하고 상층부 전체는 교육실과 영유아실, 서재를 포함하

는 대규모의 교육프로그램과 식당과 친교실 등 포괄적인

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17) 아펜젤러인아교회는

신도시의 주거지역에 면한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

면도로를 향해 넓은 외부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저층부에

는 전시·문화공간을 제안하여 저층부 전체를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공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공공성을 띄는 외부공간과 결합한 공공영역으로서의

외부공간을 삽입하여 기존 교회의 공공성이 강화되며 교

회가 폐쇄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위한 공간뿐만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의 장, 만남의 장이 되어 새로

운 형식의 공공 공간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4.3 가변적 공간 요소를 통한 경험적 프로그램

세 번째 유형은 ③ 기타시설(문화/체육/교육 등) - 로

비 - 예배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공공프로그램이 강화된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외

부공간이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띄기보다는 내부공간에

구체적으로 삽입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공공간이 확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유형에서 외부공간의 역할은 기

능적이거나, 내부 공간의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생략하였다. (7) 밀알학교, (11) 숭인교회, (16) 그리스

도편지교회, (18) 초향교회가 이에 속한다.

위의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강화

된 형태로 제안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교육프로그램들

이 문화/체육/어린이 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용된 형태

로 적용되어 있다. (7) 밀알학교는 매우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ㄱ자형 매스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은 체육시

설로 쓰이며 이에 면한 한쪽 매스 전체가 로비이자 열려

있는 공공공간이고, 다른 한쪽 매스 전체는 교육프로그램

이다. 상층부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있고, 대 예

배당을 따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전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1) 숭인교회는 이곳으로 진

입하는 도로는 수평, 수직 모두 굴곡이 심하여 진입의 휘

감고 돌아가는 이미지를 건물의 조형적, 공간적 의도로

반영하였고,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의 성격이 내부로까지

들어오며 대지의 레벨차를 극복하여 밝게 제공된 내부공

간에는 유치원과 공부방,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공 프로

그램이 제안된다. 그리고 높은 로비공간을 통해 수직적

동선체계를 강조하여 대 예배당까지 연결한다. (16) 그리

스도 편지교회는 외부공간은 분절된 매스에 의해 정교하

게 나뉘어 있으며 저층부 전체가 어린이를 위한 공공프

로그램으로 제안되어 유치원, 도서실 등이 구성되어 있고

상층부의 교회시설 역시 필요에 따라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정교하게 분절된 외부공간은 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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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저층부
문화시설로 활용한
그리스도편지교회

유형 다이어그램 특징

①
공간 내

보이드 ⇨

외부(대지 내 옥외공간)-로비-예배당

횃불교회, 상암교회,

동부교회 ,나사렛교회 ,

중동교회,제일영광교회

②
경계의

변이
⇨

외부(대지경계,가로)-공공공간(프로그

램)-예배당

큰나무교회, 영신교회,

아펜젤러인아교회, 부

활교회,

서진교회

③
가변적

프로그램
⇨

기타시설(문화/체육/교육 등)-로비-

예배당

밀알학교(남서울은혜교

회), 그리스도의 편지교

회, 초향교회, 숭인교회

④
가로의

내부화
⇨

기타시설(상업)-공공공간(프로그램)-

예배당

새문안교회, 은현교회,

목동제일교회, 가나안

교회, 늘샘교회

① 특정한 공간감을 갖는 외부공간활용, 영역성을 갖는 공공영역구축

② 상반되는 공간요소를 연계하는 매개공간 삽입, 가시적 관계 강화

③ 내·외부를 연계하는 가변적 공간 삽입, 다양한 경험과 활동 유도

④ 외부의 기능이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형태의 공간으로 표현

표 6. 연계 구성 방식에 따른 유형

부의 프로그램과 긴밀히 반응하여

각각 특색 있는 영역성을 확보하

며, 사용자를 구분하여 동선체계

가 분리되어 구성되어있다. (18)

초향교회의 경우 건물 전체에 교

육프로그램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

으며, 좁은 외부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상층부에도 외부공간과의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삽입하고, 지하에는 주민·신도들

을 위한 대규모의 식당을 제안함

으로써 건물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문화/체육/교육 시

설을 삽입함으로써 교회건축은 복합시설로 발전하였으며,

건물의 구성방식 역시 주변 환경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종교 시설로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도심지의 상황에 따라 외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

복하는 공간 구조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내부가로의 연속적인 연결 공간

네 번째 유형은 ④ 기타시설(상업) - 로비 - 공공 공

간(프로그램) - 예배당으로서 ③의 유형에 상업시설이 결

합하여 보다 보편적인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도심

지에 위치한 교회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과 적극적으로 연

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공간의 역할은 기능적이거나, 내부 공간의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8) 새문안교회,

(13) 은현교회, (10) 가나안교회, (14) 늘샘교회, (15) 목동

제일교회가 이에 속하는데, 교회 내부에 상업시설을 적극

적으로 들여옴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공간요소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업·공공 프로

그램을 저층부에 두어 개방성을 획득하였다. 상업프로그

램은 주로 카페테리아와 식당 등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8) 새문안교회, (10) 가나

안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식당과 카페테리아 등의 상업

공간을 삽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8) 새문안교회의 외부공간은 빛을 발생시키는 상징적

인 입면으로 감싸있으며 대규모의 홀로 진입하게 되면

저층부 전체는 다용도 홀과 카페테리아, 공공프로그램이

있고, 지하에도 대규모의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저층부

의 공공적인 프로그램과 상층부의 대 예배당은 중앙의

홀의 수직 동선체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계된다.

(10) 가나안교회 역시 저층부에는 식당과 주방,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 공간들을 제안하여 저층부 전체가 공공성

을 띌 수 있도록 하였다. (13) 은현교회는 계획시 교회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 북카페, 다목적 홀, 게

스트하우스, 식당, 스튜디오, 방송실 등 매우 다양한 공

공·상업 프로그램이 건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모든 공간은 지역사회를 향해 24시간 열려있고, 각각의

공간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을 달리한다. 교회의

모든 공간이 시간대에 따라서 혹은 요구되는 기능에 따

라 예배공간, 공연장, 실내체육 공간, 어린이 놀이터, 지역

사회와 더불어 만드는 벼룩시장, 사람과 사람이 교차하는

교감의 장소 등으로 변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4) 늘샘교회, (15) 목동제일교회는 대규모의 교육프로

그램과 상업프로그램이 조합되어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

는 복합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 늘샘교회는

저층부 전체는 교육프로그램과 상업프로그램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공공성을 획득한다. 일반적인 교회가 갖는 대

규모의 로비공간 대신 저층부 전체는 세밀하게 조직된

개별 교육시설들과 카페테리아가 제안되어 있고, 상층부

로 진입하면 독립적인 대예배당이 존재하여 교회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이 결합되어 있다. (15) 목동제일

교회의 경우 수직적으로 적층되어 구성되는 것이 강조되

어 도심에 입지한 교회의 새로운 조직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저층부는 외부공간과 넓은 홀로 구성되며 10개 층

에 달하는 건물은 각 층별로 세심하게 구분된 교육프로

그램과 휴게·상업시설, 다양한 층고를 갖는 종교 시설 등

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가 도시적 맥락에 반응하여 밀도 있게 구축되면서

도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공

프로그램과 함께 상업프로그램까지 접목시키는 방법을

통해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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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계획방향

3, 4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회의 내·외부 공간계획

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공간의 계획방향은 아

래의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5.1 물리적 계획수법 적용

주어진 대지와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물리적 계획방법

을 통해 내·외부 공간의 공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 위의 특징은 주로 유형 ①, ②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반응하여 외부공간에 적극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이 흐름을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여 공간

적 측면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과는 분리된 개념으로서 독립적인 외부 공간 자체가 공

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건축물과 연계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건축물과 통합된 형태로 계획된 외부공간이

다. 전자의 경우 종교시설로의 교회 건축물에 공적인 기

능을 띄는 내·외부 공간요소를 결합한 것이라면 후자는

내·외부 공간이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계성을 강화

하는 것으로 교회건축의 새로운 구축방식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교회 밖의 외부공간은 교회 내부의 공간과

보다 통합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도

심지에 교회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생긴 공간조직 방식의

변화로도 인식할 수 있다. 기존 교회건축이 상징적인 의

미를 지닌 수직성이 강조되면서 공간전개는 수평적인 구

성이었다면, 도심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수직적으로 구축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5.2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기능을 부여하고 공간을 연계하

는 방식은 유형 ③, ④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복합적인

활동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요소를 계획요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교

회의 종교적 프로그램에 공공·상업 등의 프로그램을 이식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변

이되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사례는 전자에 속하는데,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결합하면

서 일반에게까지 개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이때 교회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중심적인 복합

시설이 되어 문화·교육·체육 시설 등의 역할과 결합된다.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의 접합은 점차 공공프로그램의 비

중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적·프로그램적 위계의 변화가 생

기고, 교회건축이 단순히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

가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공적 공간의 역할이 증대된다.

또한, 상업프로그램과의 접합을 통해 교회공간이 일반인

의 접근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게 되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와 교회

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도시적 맥락이 확장되어 교회로

유입되고, 교회 역시 도시의 풍경 속에 융해되어 종합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 후자는 전자의 방식이 진화한 형태

로 종교시설과 공공시설로서의 지역사회의 거점의 역할

을 하며, 교회 공간 자체가 공공 프로그램으로 변용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성을 하는 것이다.

6. 결론

도심 내 교회가 외부와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서는 교회의 내·외부 공간 계획 시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요소가 필요하며, 공공영역 계획을 위해서는 다

양한 프로그램도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교

회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교회 건축에서의 공적 공

간의 특징을 정리하고, 각 공간들이 연계방법과 프로그램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현대 교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교회건축에

서 도시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공적 공간은 매개공간으

로서 지역 공동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공간, 연계성 등은 일정한 형태 혹은 유형

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교회건축

은 본질적으로는 공적인 역할을 하기 이전에 고유의 종

교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계

획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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