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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찍한 국도와 고가도로가 겹쳐져 있는 틈새 땅이다�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는 작업은 쓸모없이 거의 방치되어

우울하게 놓여 있던 경사지에 일종의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주어진 대지에 맞춘 듯

이 교회는 견고하고 면밀하게 끼워지듯 세워져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

루어간다는� 낮은 곳과 소외 받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몸소 보여주는 듯하다� 
건물 안팎을 거대한 콘크리트 판이 가려놓은 모습이다� 분주하고 가파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교회의 주요공간과 예배당과 교육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 지층의 카페

나 식당 등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공적 공간에서는 개방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건물 중앙 전면에 도

시를 향해 큰 창을 뚫어 주변과의 소통을 꾀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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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뒤로 통과하고 있는 두 도로 사이는 3개 층의 높이 차를 갖고 있다� 가파른 격차와 씨름하지 않고 마음 편

히 환하게 열어젖혀 놓고 있어 시원하고 편안하다� 수직적으로 하나의 큰 볼륨으로 구성함으로써 융통성을 부

여한 것이다� 교회의 입구이자 주요 로비� 그리고 열린 카페와 주차 공간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 투명하게 열

려 있는 천창을 통해 자연광이 공간 깊숙한 곳까지 빛을 끌어들이고� 연한 회백색의 콘크리트 벽면은 빛과 그림

자의 궤적을 그려내며 공간을 한층 환하고 생기 있게 연출해낸다� 이 공간은 도시와 시각적인 연결을 꾀하며� 도

시와 기존의 교회 건물과 실질적 연계를 시도하는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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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대지의 형편상 도시의 기능을 담아내는 작업은 극도로 축약되어 있다� 이동하고 교차하며 외부와 소통

하는 가로로서의 기능은 계단부를 감추고 있는 십자가 탑 속 수직선상에 응축되는 것으로 자족하는 듯하다� 발

길을 모으는 광장 역시 외부에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집회실 앞에 놓인 높고 긴 로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

고 있다� 

낮은 길에서 올려다 보이는 정면 계단실은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시각 효과를 낸다� 보일 듯 말 듯 배면의

곡면 벽이 가로를 보듬고 있는 공간감은 부드러운 인상을 자아낸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늘과 이웃을 향해 교회

가 어떤 태도와 표정으로 서야 하는지를 건축으로 이루어 가는 듯하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

하는 교회의 이름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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