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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窓의 美

총신대 버선코 닮은 신관, 대학 대표 얼굴로 활짝 경사로에 어울리는
창없는 곡면으로 시선 붙잡아 설계자 이은석 교수 “신축비용 반값에 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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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리노베이션 공사를 끝낸 서울 총신대 신관. 간결한 곡선과 최소한으로 창을 낸 디자인은 르코

르뷔지에의 대표작 ‘롱샹성당’을 떠올리게 한다. 과감한 곡면 설계로 밋밋하던 교정의 표정이 풍부해졌

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 정문을 지나다 보면 발걸음이 절로 멎는다. 완만하게 휘어진 언덕길 오른편에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며 시선을 가득 메우는 건물. 올해 초 리모델링을 마친 신관이다. 남쪽 정문을 향해 버

선코처럼 들린 외관에 마지못한 듯 불규칙한 창 몇 개를 낸 것이 르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을 닮았다.

리노베이션 이전의 총신대 신관 전경. 코마건축사사무소 제공

아니나 다를까. 그 설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한 이은석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코마건축사사무소 대

표)다. 그의 스승 앙리 시리아니가 르코르뷔지에의 제자다.

원래 이 건물은 평범한 6층짜리 상자형 건물이었다. 이 교수는 기존 건물 기둥에 철골 캔틸레버(외팔보)를

설치한 뒤 베이지색 사비석으로 외피를 둘렀다. 학교 경사로의 커브와 일치하는 이 곡면 덕에 밋밋했던 학

교엔 뚜렷한 표정이 생겼다.

“곡선은 시공이 어렵고 기능적이지 못하다고들 여깁니다. 하지만 큰 공간의 로비나 홀과 같은 공용 공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도시의 풍경이 훨씬 풍요로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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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경희대 교수

총신대 신관 외벽 곳곳에 설치해 둔 작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십자가 조명과 함께 경이로운 밤풍

경을 그려낸다. 사진작가 남궁선 씨 제공

이 교수는 기존 건물에 나 있던 큰 창도 없앴다. 이른바 ‘무창(無窓) 건축’이다. 사무실이나 강의실이 몰려

있는 1, 2층의 입면은 빛을 가리지 않도록 외피를 씌우지 않았고, 3, 4층에도 채광이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

한으로 창을 냈다. 5, 6층은 기존의 음악당 2층 발코니를 막아 만든 연습실이어서 창이 필요하지 않다.

“창은 흉터 같은 존재입니다. 창이 많으면 건물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창만 보이게 돼요. 곡면의 볼륨을 살

리려면 창이 없어야죠. 창의 개수가 모두 66개로 성서를 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

릅니다.” 입면에 뚫어놓은 네모 중 일부는 창이 아니라 조명이다. 밤이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낮과

는 다른 밤 풍경을 그려낸다.

이 건물은 학교 건물이자 종교 건축이다. 버선코처럼 들린 곳의 아래는 ‘묵상의 공간’이다. 이곳에 서서 머

리를 뒤로 젖히면 철골 십자가를 통해 하늘이 올려다보인다. 건물 입구의 파랑 노랑 빨강 기둥은 차례로 믿

음 소망 사랑이라는 교리를 뜻한다. 북쪽 끝엔 새벽을 깨우는 종, 그리고 남쪽 꼭대기엔 십자가가 서 있다.

상자 속 십자가는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설계한 이 교수의 시그너처와 같은 것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왜 교회는 뾰족 첨탑 모양이어야 하느냐”며 모더니스트답게

절제된 상자 모양의 교회 건축을 선보여 왔다. 그래서 총신대 신관의 곡면 설계

를 종교 건축가로서 이 교수의 전환점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그의 당선작인

서울 광화문 새문안교회 설계안(2010년)도 움푹한 커브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포구처럼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가 어머니처

럼 품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담은 설계다.

“건축이 오브제가 아니라 연극 무대 같은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구하

는 미니멀리즘은 (곡선이든 직선이든) 조형적인 제스처를 절제하는 대신 다른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껍데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 교수는 총신대 신관 작업을 통해 리노베이션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했다. 비

용은 3.3m²당 300만 원 미만으로 신축 비용의 절반. 기간은 설계 2개월, 시공에

4개월이 걸렸다.

“신축은 건축법규가 강화돼 불리한 점이 많아요. 리노베이션은 기존 면적을 그

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원 절약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하고요. 신축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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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면서 리노베이션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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