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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야트막한 산 아래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옅은 곡선의 지붕들이 만들어내는 그 풍경이 마

치 잿빛 물결이 이는 것도 같다� 높다란 것은 하나도 없다� 가가호호 지붕도� 가가호호 황토 흙담도 하늘 아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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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의 모든 것들이 나지막하다� 마을 언덕 위의 빨간색 종탑이 수월하게 눈에 띄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잿빛

의 기와 물결을 좀더 밝혀 보려는 듯� 교회가 환하고 연한 노출콘크리트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통 가옥과는 다

른 모습이다� 공간에 관한 전통이 답습을 통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대로 흘러가며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레 공존하고 조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듯하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경북 영양의 주실마을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교회가 자

리하고 있는 마을의 정상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기존 교회가 오랫동안 서 있었다� 교회 건물이 너무 낡기도 했

고� 기와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 전체가 새롭게 단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교회 역

시 재건축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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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부여된 공공의 기능은 두 가지다� 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시인 조지훈을 기리며

마을을 순례하는 문학인들을 위한 마을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담는 것이다� 교회 앞에 나 있는

마당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해서다� 교회 내부로 진입하는 경사로가 마당을 경계 지으면서 나지막한 담

장이 되어 주고 있다� 아담하고 아늑한 외부마당이 자연스레 만들어진 셈이다� 교인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며 들르고 모일 수 있는 교제의 광장이 될 것이다�  

교회 건물은 마을보다 한층 높은 위치에� 마을보다 한층 밝은 무채색의 콘크리트 공간으로 들어 서 있다� 전통

가옥과 달리 형태도 지극히 현대적이다� 덕분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소박한 크기와 형태임에도 마을 어느 장

소에서나 눈에 띈다� 비스듬한 수직의 콘크리트 상자는 평화로운 주실마을 전체의 정수리를 은유하는 형상이

자� 내부에는 높은 천장의 수직 공간을 마련해 준다�  
천창을 타고 들어오는 태양빛이 예배당을 깊숙이 그리고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인해 작은 공간이지만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예배당 뒤편으로 나 있는 계단실을 거쳐 옥상에 이른다� 이름 하여 �하늘 예배처�다�

이곳이 마을 전체를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풍스런 마을 순례의 정점이 된다� 이로써 교회는 새롭게 부여

받은 공공의 기능을 완수하며� 주실마을을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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