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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탑이라는 상징물이 자리할 뿐� 진입부가 가로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지층에서 대예배당 홀로 이어지는

널찍한 진입부 전체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여유가 있어 작은 광장처럼 존재한다�

그 안으로 시골길과 건너편 나지막한 초록의 구릉� 멀리 작은 마을과 하늘이 모두 담겨진다�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는 그 모양새가 마치 아늑한 요새처럼 느껴진다�

 

 



 



 

충청남도 서산의 읍 단위 마을에 위치하는 작은 교회다� 사역자 가족이 머무르는 숙소를 포함한 예배당을 갖추

다 보니 종교의 권위보다는 당연히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공간의 짜임새 있는 배치와 구성이 이를 짐작하

게 한다� 그 와중에도 계단형 광장은 비교적 넉넉하게 비워져 있어 구성상의 강약을 조절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

다�  
계단형 광장을 가운데 두고 전면에는 홀이� 좌우에는 사택과 대예배당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계단을 따라 정면

을 향해 곧장 걸어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2층 홀이다� 동선은 홀에서 멈추게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전면부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과해 외부로 이어진다� 교회 건물 중앙을 관통하여 교회 앞뒤 풍경의 흐름이 연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홀은 전후면 모두 자연광이 풍부하게 유입되는 밝고 환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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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처럼 자리하는 진입부 계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입면의 대칭적인 모습 또한 특징적으로 바라보게 된

다� 숙소동은 전형적인 직육면체의 공간을 하고 있는 반면� 맞은편 대예배당의 외벽은 곡면으로 부드럽게 흐르

고 있다� 숙소동의 3층은 짙게 코팅된 유리 소재로 풍광과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주변과 소

통하는 것에 비해� 대예배당의 곡면 벽은 비워진 계단형 광장을 따라 풍경을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듯한 표정이

다�

교회라는 공간의 특성상 사실 열려 있는 구조가 낯설 일은 없다� 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에서나 �한 영

혼�이라도 귀하게 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적이 많지 않은 작은 농촌마을에서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

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십자가를 깃발처럼 높이 세워두고 더욱 활짝 열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문 열린 요

새 같은 공간이 주변의 풍광과 더불어 오가는 모든 걸음걸음의 눈물과 웃음과 연약해진 영육 또한 안아주는 안

식처가 될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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