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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형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흩어진 7개의 기둥이 활짝 열린 마당의 경계를 이룬다� 덕분에 도심 한가운데임에

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당을 소유한다� 열려 있으나 보호되고 있는 외부공간은 도시를 향한 교회의 상징적 태

도가 되고 있다� 열려 있으니 맘껏 드나들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보호와 안식처가 되어주겠노라는 의미로 다가

온다� 성도와 교회의 굵직한 행사를 치르는 장소가 되는 것은 물론 이웃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손 내밀며 적극적

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너무 열려 있지도 너무 닫혀 있지도 않아서 공공의 효용성이 높아 보인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을 가로지르는 대로변 모서리에 위치한다� 대지는 전형적인 부산의 경사 도로변 옹벽 아래

편편한 장소다� 대지가 경사져 있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벽면이 도로로부터 소음과 번잡함을 막아주고 있다�

대지보다 두 층 정도 높은 도로가 남쪽으로 지나가는 형편이어서 낮은 마당에 일조를 조금이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 건물이 북쪽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다� 각기 다른 높이의 길에서 진입하는 2개의 출입구와 그 사이를 잇는

경사로가 단차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고 있으며� 패여 나간 땅의 공간을 건축물이 효과적으로 메우는 형태다�

 



 



 



 

내부의 경사로는 복도이자 계단이고 홀이다� 외부 마당을 향해 열린 채 시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장소로� 전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근사한 전망대 역할도 한다� 특히 날이 저물면 그 조명 빛이 마당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 이

와 더불어 적절하게 가려진 공공의 마당� 건물을 둘레 싼 화단 등은 축소된 도시의 요소들이다� 그런 점에서 지

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교회는 도시 안의 �작은 도시�의 개념으로 서 있는 것 같다� 도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

해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활기차고 분주한 도시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누르려는 모습이 없어 다행

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외부 마당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이웃과 도시를 역동적으로 품어나가려는 태도�

그로 인해 공간이 더욱 풍성하고 친근하게 비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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