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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풍경과 

공간을 잇는 

새로운 

교회건축

●

A New Church 
Architecture that Layers 
the Secular with 
the Spiritual



한국의 교회건축은 도시에 어떤 풍경을 만들어 왔을까? 기적 같은 한국의 성장 

속도만큼 기독교는 도심에 빠르게 뿌리내렸다. 특히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회는 가장 먼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몇몇 교회는 세상엔 

무관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독야청청 서 있다. 

이은석은 1996년 아틀리에 KOMA를 개소한 이래 8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교회를 

설계했다. 그는 장식을 배제하고 청교도적 순수주의에 따라 교회건축의 4가지 유형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그 유형을 탈피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에 있는 오산교회는 경제성과 단순성에 근거해 중정을 두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을 끌어안는다. 경기도 광주 기쁨의 교회는 임시 건물과 상설할인 매장 

간판으로 가득 찬 57번 국도변에서 2개의 흰색 상자로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단 차가 

큰 두 대지를 연결하며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든 것이다.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시작점에 있어 마치 도시의 이정표처럼 보인다. 삼각형 대지에 

단차가 많이 나는 곳에 테라스를 두어 내부에 풍요로운 공간이 생겼다. 근작인 교회 

3개를 통해 영적인 교회 공간과 세속적인 도시가 어떻게 만나는지 들여다본다.  

진행 심영규 | 디자인 최승태 | 자료제공 코마건축사사무소 | 사진 윤준환(별도표기 외)

What kind of cityscape does Korean church architecture contribute to? Just like the 

miraculous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 churches recorded exponential growth in 

Korean cities. When a new town is established and apartment complexes are built, the 

church is one of the first establishments to occupy the area. Some of those churches 

stand alone, not at all associat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Lee Eunseok has designed over 80 small and large scale churches in Korea since he 

started work at Atelier KOMA, his architecture firm. According to Puritan Purism values, 

he has created four new types of churches that exclude excessive ornamentation. 

Now, he tries to break free from his former style, making new attempts.

Osan Church in Busan embraces the apartment-surrounded scenery by establishing 

a courtyard, which was designed according to economic restrictions and the rule of 

simplicity. Joyful Church in Gwangju creates a new landscape in the number 57 

highway, which is filled with discount outlet mall signs, by adding two white boxes. 

The Joyful Church creates a new city space by connecting two sites that have large 

elevation difference. Erum Church in Suji stands on the beginning of a massive 

apartment complex like a milestone. Standing on a triangular site, a terrace is 

designed into the center of the building, where there is a big elevation difference on 

each side, making a rich interior space. We will observe these three recent projects, 

and seek how the spiritual church space meets the secular city.  
edited by Shim Younkyu  | designed by Choi Seungtae | materials provided by Atelier KOMA | photographed by Yoon 

Joonhwan (unless otherwis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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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Lee Eunseok
효율적 개발에서 
융통성 있는 회복으로

From Efficient Development 
to Flexible Recovery

잘려나간 땅에서 건축물은 

벌어진 간격을 연결 짓는 다리가 

되고 단차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된다. 훼손되고 파인 땅에서 

건축은 봉합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In this disconnected and 
cut-out land, architecture 
becomes a bridge that 
connects the gap, or a 
stepping stone to overcome 
its obstacles. Architecture 
acts like a stitch to the 
damaged land.



산업시대가 도래한 이후, 건축은 그 기능이 먼저 해결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건축으로 설득됐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형상도 결정됐다. 명료한 기능의 

결과로서 실용성은 건축의 흔들림 없는 목표일 수 있었고, 실용성을 획득하면 그 

이외 다른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순수주의의 단순한 미학만으로 

인간의 다원성과 개별성 그리고 다양한 삶의 풍요를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능주의적 효율성으로 채우지 못하는 인간적 욕구들을 찾다 보니 이제는 구조 

질서마저도 무시될 만큼 독특하기만 하고 규정되지 않는 형상에 몰입하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건축의 실용성과 최소 미학이 근간이 되는 합리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그 다채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공간적 

작업을 향해 집중한다. 나에게 진보란 혁명보다는 개선을, 해체보다는 훼손된 것을 

회복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것은 확정, 고정, 분리와 대비되는 전이, 

중첩, 매개의 개념을 내포하는 공간의 모색이 될 것이다. 이는 홀과 로비, 내부와 

외부, 가로와 마당, 건축과 도시를 뚜렷이 구분 지으려 하기보다 상호 소통하는 

질서 속에서의 혼성적인 풍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며, 효율을 우선하는 내부 

중심적 관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꾀하는 융통성 있는 내·외부공간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태도다.

역동적 프로그램을 담는 그릇을 만들다

이제껏 건축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서 실용성을 존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실용성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경도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향해 열린 공간의 조성을 희망한다. 견고한 기능의 덩어리로 가득 찬 

것보다, 공간을 품고 둘러친 어슴푸레한 윤곽을 조성하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를 담으려는 오픈 

스페이스는 매우 자유롭다. 흔히 ‘보호된 외부’라고 불리는 내·외부의 중간적 

성격은 가볍게 둘러친 벽이나 열주, 또는 덮인 지붕면에 의해서 규정되곤 한다. 이 

공간은 비록 내부지만 바람과 향기나 녹음이 자유로이 드나들고, 외부인 듯하지만 

도시의 소음이나 비와 강한 햇볕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 준다. 이 공간은 열려 

있고, 상대적으로 크고 넓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담기에도 효과적이다. 기능에 

의해 공간이 결정되던, 분리와 확정의 고전적 습관으로 건축을 풀어 가기엔 그 속에 

담기는 현대인의 삶은 너무도 복합적이고 혼성적이며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역동적인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 시대 

건축에 매우 주요한 항목이다. 물론 공간 곳곳에 건축가의 의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유니버셜 스페이스’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축소된 화목의 도시공간을 만들다

산업화 이전부터 도시는 교환의 기능을 위해 모이는 시민의 시장과 신을 찾아 

모이는 신자의 교회를 구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공공 영역이 잘 

작동할 때 비로소 모범적 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가로·광장·공원으로 활성화되는 

공공공간은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효율적 개발의 

방식에만 몰입한 한국의 도시 상황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이기심의 극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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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국인은 이제 자신들의 주거, 자신들의 가게, 

자신들의 일터는 비교적 쾌적하게 꾸미며 산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의 문지방을 

넘어서면 처절하리만치 너저분한 상황을 목도한다. 이 도시공간의 열악한 처지는 

실로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가로는 복잡하고 포화 상태이며, 곳곳의 인도는 잘리고 

위험천만하고, 도시 파사드는 난잡하고 무질서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개신교회주의적 이기성, 과욕의 상업성과 디자인의 

저급함은 한국의 교회건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교회가 주도하는 건축사업은 공공의 공간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를 향한 

여유로운 가치를 주변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 교회건축에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 오픈 스페이스가 너무 열리게 되면 평안의 내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숨겨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절하고 화목한 공간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성이 살아 있는 

공간을 추구해야 한다. 넓은 계단, 경사로, 필로티 공간, 마당, 화단 그리고 

주차공간은 도시 속 건축의 기본 구성 요소다. 그러므로 도시와 교회 문화가 함께 

공유할 근거를 건축으로 마련해야 한다. 풍족한 공공공간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갖고 쾌적하게 도시 속에 놓이기를 애쓰는 것은 이웃을 향해 교회가 제시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자세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서적이기도 하다. 교회건축은 

건물 이외에도 평화로움을 드러내는 녹지와 안식의 공간을 넉넉하게 도시에 

제공해야 한다. 만일 개신교회의 사적인 유용성에만 몰입하게 된다면 교회당이 

아니라 사교장일 것이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향한 책임을 포기한다면 이웃을 향한 

기독교 정신의 기본을 놓쳐 버리는 일이다.

훼손된 경사지의 회복을 고민하다

잘려 나갔거나(오산교회), 훼손되었거나(기쁨의 교회), 방치되었던(이룸교회) 

땅을 원상태로 회복하며 치료하는 일은 전 국토 면적의 70% 이상이 경사지인 

한국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설계자들이 가장 우선해 고심해야 할 일이다. 엄청난 

난개발로 잘리고 패여 나간 땅을 다시 원래의 가치대로 회복하려는 일은 토목 

기술자든지 조경 디자이너이든지 건축가이든지, 한국 땅의 건설에 참여한 모든 

이가 절실하게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새 산지와 도시를 맡아 경영할 

세대들에게 경사지의 보존과 국토 재생에 대한 관심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나마 대지의 단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난개발 신도시의 

대표격인 서울 근교의 광주시와 용인시 그리고 부산 해운대 근처에 방치되었던 세 

유형의 훼손된 대지에 직면하여, 설계자가 고민했던 가장 우선적인 숙제였다. 잘려 

나간 땅에서 건축물은 곧 벌어진 간격을 연결 짓는 다리가 되고 단차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된다. 훼손되고 파인 땅에서 건축은 봉합하는 작업의 하나였다. 그리고 

도심 구석에 방치되었던 땅에서의 면밀한 건축 행위는 소유주에게나 도시를 

위해서 마치 거친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듯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건축하는 이들에게 훼손된 땅의 회복을 꾀하는 일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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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awn of the industrial age, buildings were only considered to be 

‘real’ architecture when it had fulfilled its function. Moreover, its form was 

also decided by its function. Practicality, the pursuit of function, was the 

ultimate goal. As long as practicality was achieved, other values were 

considered secondary. The simple art of purism, however, is inadequate to 

capture all aspects of plural, individual, and flexible aspects of abundant 

human life. The search for human desire, which cannot be fulfilled with 

practical efficiency, sometimes leads us into a situation where we’re 

absorbed in unusual and indefinite forms, that even ignore the structural 

order.

Therefore, spatial work must focus on respecting traditional rationalism, 

which is the basis for architectural practicality, while also suggesting a way 

by which we may adapt to the free and various life of human beings. For me, 

progress is made through enhancement rather than revolution, and the 

recovery of damaged things rather than deconstruction. It will probably lead 

to the search for a space that embraces concepts of meta-basis, overlapping, 

and intermediation, contrasting from determination, fixation, and separation. 

This is an effort to make hybrid abundance within the order of mutual 

communication rather than distinguishing, such as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halls and lobbies, interior and exterior, and streets and yards. It 

is also an attitude that expands from the interior centered and efficient-

priority point of view to a flexible interior/exterior space that aims to recover 

humanity.

Creating a Space that Captures Dynamic Programmes

Practicality has been respected as the value with highest in architecture. 

Now, I hope to create spaces that are opened towards various programmes, 

and not limited to a single purpose. A space with flexibility, which can 

embrace any programmes, can be achieved by making a dim contour around 

the space instead of filling it with solid chunks of functions. Open space, with 

its attempt to hold various events, has freedom. This space, determined by 

walls, colonnades, or rooftops, is commonly called a ‘protected exterior’. This 

space is considered as an interior space, but also may consist scents from 

outside, plants, and wind. It may seem like an exterior space, but it is 

protected from the noise, rain, and strong sunlight. With its openness and 

large scale, this open space is effective for hosting various performances. 

The lives of the modern man are too complex, hybrid, and changeable to be 

held with spaces designed from classical architectural habits that are 

decisive and distinct. Providing adaptable flexible spaces for dynamic 

programmes as crucial for the architecture of our time. The fact that these 

spaces still have some intension of the architects differs itself from the 

‘Universal Space’ established by Mies van der R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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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파리 국립제1대학 소르본느를 졸업하고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국립 파리 벨빌 건축대학을 졸업한 프랑스공인건축사이며, 1995년 LA 한미문화예술센터 국제

공모전과 2000년 ‘천년의 문’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된 바 있다. 1996년에 코마건축사사무소를 개

소했고, 주요 작품으로는 탑정 문화 공간 및 경산교회, 범어교회, 늘샘교회, 새문안교회 등 다수의 교

회와 꿈의 학교, 우전가, 뱅루즈 등의 문화·교육시설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며, 저

서로는 『아름다운 교회건축』과 『미완의 근대성』 등이 있다.

Lee Eunseok received a B.A. in Architecture from Hongik University, a Licence of Architecte 

D.P.L.G. from Ecole d’Architecture Paris-Belleville and Ph D. in History of Art from University of 

Paris I. He won the Millennium Gate competition of Korea in 2000. He is now associate profes-

sor at Kyunghee university. He established KOMA (the Korea Office of Modern Architecture) in 

1996. His major projects include TapJung Cafe, MokYang Church, KyungSan Church, SaWeol 

Church, Dream School, Venus Kindergarten and he is the author of How to Succeed in Church 

Construction.

Creating a Minimal, Harmonious City Space

Even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city developed around a 

marketplace, in which people gathered to exchange goods, and a church, in 

which people gathered to search for God. A good city was defined by a well 

functioning public domain, where people gathered. Active public spaces, 

such as the streets, plazas, and parks can enrich the city, but, the situation in 

Korean cities, with its concentration on efficient development, is displaying 

extreme chaos and selfishness. Nowadays, Koreans rather maintain 

pleasant conditions in their own residence, shops, and work places, while, we 

can still witnessing extremely unkempt situations beyond the doors of 

private spaces. The poor condition of the spaces in this city is beyond 

abhorrent. Streets are saturated and chaotic, sidewalks are disconnected 

and dangerous, and the facades are designed in a disorderly manner. This 

also includes church buildings. Such selfishness, commercial greed, and low-

grade design is even present in Korean church architecture. At this point in 

time, you would expect that at least projects driven by the institution of 

religion would present values that aim to create a clean and pleasant city. In 

church architecture, interest towards the public should be the utmost 

priority. If its public space is too open it loses its peaceful privacy, and if it is 

too closed it will turn a church into a monastery. Therefore, the church should 

pursue and acquire an appropriate and harmonious spatial concept, which 

would have a public angle. Elements such as wide staircases, slopes, piloti 

spaces, yards, flower gardens, and parking spaces are basic to the 

architecture inside the city. The shared basis between the city and the 

church should be arranged through architecture. The church should have an 

ethical attitude and the will to provide an abundant pleasant space for the 

public. This clearly matches the biblical perspective. Church architecture 

should provide green areas and resting areas that reveals peace, besides its 

main structures. If the church focuses its facilities only for its private use, it 

will not be a church but a mere social place; giving up the responsibility to 

create a pleasant city will mean that the church is lacking of its basic 

Christian spirit.

Concerns about Recovering Damaged Slopes

It is a priority concern to heal and recover the sloped land that is cut out 

(Osan Church), damaged (Joyful Church), or abandoned (Erum Church). That 

is, if you are an architect in Korea, where 70% or more of its territories are 

made up of slopes. Everyone who work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whether you are a civil engineer, landscape architect, or an 

architect, should be concerned about slopes that are damaged as a result of 

thoughtless development. It is essential for the generation, who will manage 

the mountain terrains and cities in the future, to have great interest in slope 

preservation and territorial recovery. Therefore, the method to at least 

microscopically utilize the elevation difference of the site was a great 

concern and an important assignment for the architect, as I faced the 

abandoned site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damages in the cities of 

Gwangju, Yongin, and Busan.

In this disconnected and cut-out land, architecture becomes a bridge that 

connects the gap, or a stepping stone to overcome its obstacles. Architecture 

acts like a stitch to the damaged land. The work is meaningful, like digging up 

ore from an abandoned mine. To the architects who will design in this 

beautiful land, the attempt to recover the damaged land should not be a 

burden, but an inevitable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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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송정을 가로지르는 대로변 모서리에 대지가 있다. ㄱ자형 건물이 오픈 스페이스를 둘러치고, 경사진 벽면은 도로의 소음과 

번잡함을 차단한다. 흩어진 7개 기둥은 도심 속에서 마당을 형성한다.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보호된 외부공간은 

시민,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귀한 공간이 된다.

오산교회는 작은 도시와 같다. 외부와 관계 짓는 실내의 경사로 홀, 적절하게 가려진 마당, 둘레의 화단 등은 축소된 도시 요소다. 

그러므로 교회건축이 도시문화와 교회문화를 공유할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공공의 마당을 마련한 것은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려는 의도다. 너무 열려 있지도 너무 닫혀 있지도 않아서 공공의 효용성이 높다. 경사로 공간은 복도이자 계단이고 

홀이다. 외부 마당으로 열려 있어서 전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근사한 전망대 역할도 한다. 날이 저물면 마당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 

경건한 교회의 거룩함과 외부 마당이 갖는 공공성의 관계를 통해 공간적으로 역동성을 갖게 되고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다.

대지는 전형적인 부산의 경사 도로변 옹벽 아래 편편한 곳이었다. 대지보다 두 층 정도가 높은 도로가 남쪽으로 지나면서 낮은 마당의 

일조 공급을 위해 북쪽 가장자리로 건물이 물러났다. 각기 다른 높이의 길에서 진입하는 2개의 출입구와 그 사이를 잇는 경사로가 

단차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었고, 패여 나간 땅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건축물이 메웠다.  글 이은석

The site is located on the corner under the roadside between Haeundae and Songjeong. The ‘L’ shaped building encloses an open 

space inside, and the wall blocks the noise from the busy streets. Seven scattered columns form a unique relaxing yard. This 

protected space is precious for the citizens, especially for the children and the elderly. 

Osan Church is like a small city itself. Features such as a sloped hall that connects to the exterior, an appropriately protected yard, 

and the surrounding flower garden are the condensed elements of the city. Therefore, the church architecture gives the basis to 

share the culture of the city and the church. Providing a public yard is an attempt to actively offer the space to the neighbors. This 

space, which is not too closed nor opened, offers high accessibility to the public. The sloped hall serves as a corridor, stairs, and a 

hallway. It is opened towards the yard, making it the centre of the church and also a wonderful observatory. After sunset, this space 

serves as a lighthouse that brightens the neighborhood. Acquiring spatial dynamics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liness of the 

church and the publicness of the open yard, opens up the possibility to hold various programmes.

The site was a flat land under a retaining wall, located under a typical Busan slope roadside. The road, which is two stories higher than 

the site ground is on the south side, pushing out the building to the north edge of the site to let sunlight into the yard. Two entrances 

that lets people enter from two different levels and the soft slope connecting two levels became the solution to the elevation 

difference. The building effectively filled the land that was caved in, and recovered the wounded land.  written by Lee Eunseok

설계: 이은석(경희대학교)  설계담당: 전창배, 김용현, 신주섭, 정준용(코마건축사사무소)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중동 779 외 11필지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2,253m2  건축면적: 1,114.03m2  연면적: 7,229.2m2  규모: 

지상 6층, 지하 2층  높이: 27.4m (종탑높이 : 39.4m)  주차: 85대  건폐율: 49.45%  용적률: 189.1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센구조  시공: 대동아건설  기계설계: 주성 엔지니어링  전기

설계: 한길엔지니어링  건축주: 오산교회

Architect: Lee Eunseok (Kyunghee Univ.)  Design team: Jeon Changbae, Kim Yunghyun, Sin Juseob, Jeong 

Junyung (Atelier KOMA)  Location:  779 Jung-dong, Haeundae-gu, Busan, Korea  Programme: church  Site 

area: 2253m2  Building area: 1,114.03m2  Gross floor area: 7,229.2m2  Building scope: B2, 6F  Height: 27.4m 

(tower: 39.4m)  Parking: 85  Building to land ratio: 49.45%  Floor area ratio: 189.16%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 exposed concrete  Structural engineer: Sen structural engineers  Construction: 

Daedonga construction  Mechanical engineer: Joosung Engineering lnc  Electrical engineer: Hangil 

Engineering  Client: Osan Church

Osan 
Church

오산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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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송정을 가로지르는 대로변 아래 모서리에 교회 대지가 있다.

The site is located on the corner under the roadside between Haeundae and Songjeong.

각기 다른 높이의 길에서 진입하는 2개의 출입구와 그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경사로가 단차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된다.

Two entrances let the people enter from two different levels and the soft slope connecting the two levels becomes 
the solution to the elevatio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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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공간은 복도이자 계단이고 홀이다. 외부 마당으로 열려 있어서 전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한 가장 근사한 전망대 역할도 한다.

The sloped hall serves as a corridor, stairs, and a hallway. It is opened towards the yard, making it the centre of the church and also a wonderful observatory.

ㄱ자형 건물이 오픈 스페이스를 둘러치고, 경사진 벽면은 도로의 소음과 번잡함을 차단한다. 

The ‘L’ shaped building encloses an open space inside, and the wall on the slope blocks the noises from the busy streets.
3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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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m 
Church

분주한 용인시 수지구 도심의 가파른 도로변에 교회가 매달린 듯 박혀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교회의 주요 

공간과 예배당과 교육실을 보호하려고 거대한 콘크리트 판으로 안팎을 막았다. 하지만 카페나 식당과 같이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중앙 전면에 도시를 향해 큰 창을 뚫었다. 3층의 높이 차를 갖고 앞뒤로 통과하는 도로 사이에 위치해 전체 

볼륨을 하나의 큰 융통 공간이 관통한다. 이 공간은 교회의 입구이며 메인 로비다. 또한 열린 카페이며 융통성 있는 주차공간이다. 이 

공간은 도시와 시각적인 연결을 꾀하고, 도시와 기존의 교회 건물과 실질적 연계를 시도하는 중심 공간이다.

이룸교회에서는 도시 기능이 극도로 축약됐다. 가로의 기능은 십자가 탑 속에 농축되어 수직적으로 놓였다. 가로란 개념이 목표 지점이 

있고 길이가 있고 전경을 가지면 되듯이, 이 계단도 목표 지점과 길이와 밖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있으니 단순하지만 분명 가로인 

셈이다. 그리고 대집회실 앞에 놓인 높고 긴 로비는 도시에서의 광장 역할을 실내에서 대신 담당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신축된 교회는 글자 글대로 거대한 국도와 고가도로가 겹쳐져 있던 틈새에서 방치되어 

우울하게 놓여 있던 경사진 땅이었다. 이곳에 교회가 견고하고 면밀하게 맞춘 듯이 끼워지면서 대지는 생명을 얻었다. 낮은 길에서 

올려다보는 정면 계단실의 수직적 효과와 배면의 곡면 벽이 보듬는 수평의 공간감은 각각 하늘과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건축으로 

이루어 가는 듯하다.  글 이은석

The church is embedded on the steep street-side in the busy district of Suji-gu, Yongin-si. The large concrete panel blocks protect 

the main sanctuary and the educational facilities from the dust and noise in the busy road. A big window is placed on the center of 

the facade towards the city in order for neighbourhood watch programs to operate. Located between two roads, which have the 

elevation difference of three stories, one flexible space penetrates the entire volume of the church. This space is the entrance and 

the main lobby of the church. It is also an open cafe, and a multi-purpose parking lot. This space attempts a visual and an actual 

connection with the city.

The function of the city is condensed in Erum Church. The function of the street is enriched into the cross tower, placed vertically. A 

street should have a target point and its own scenery, and the stairs in the tower simply serve this function by having a target point 

and the scenery towards the outside. The long-high lobby in front of the main sanctuary serves the purpose of an indoor plaza.

This newly constructed church, with the hope that ‘the will in heaven be done on earth’, is located on an abandoned sloped site, 

which was in the gap between a major highway and an overpass. The land regained life through the placement of the church. The 

vertical effect of looking up at the staircase from the lower street and the horizontal spatial sense from the curved rear wall seems 

to be serving the mission of the church towards the heavens, and the neighbours through architecture.  written by Lee Eunseok

설계: 이은석(경희대학교)  설계담당: 전창배, 황정현, 김용현, 신주섭, 이유진, 정준용, 김도희(코마건축사사무소)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3-9 외 6필지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651m2  건축면적: 990.34m2  연

면적: 8,164.23m2  규모: 지상 4층, 지하 5층  높이: 36.4m  주차: 68대  건폐율: 59.98%  용적률: 178.2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은구조  시공: (주)강산건설  기계설계: 주성 엔

지니어링  전기설계: 한길엔지니어링  건축주: 이룸교회  사진 남궁선

Architect: Lee Eunseok (Kyunghee Univ.)  Design team: Jeon Changbae, Hwang Jeonghyun, Kim Yunghyun, Sin 

Juseob, Lee Yujin, Jeong Junyung, Kim Dohee (Atelier KOMA)  Location: 83-9 Sanghyeon-dong, Suji-gu, Yongin-

si, Gyeonggi-do, Korea  Programme: church  Site area: 1,651m²  Building area: 990.34m²  Gross floor area: 

8,164.23m²  Building scope: B5, 4F  Height: 36.4m  Parking: 68  Building to land ratio: 59.98%  Floor area ratio: 

178.29%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 exposed concrete  Structural engineer: Eun struc-

tural engineers  Construction: Gangsan construction  Mechanical engineer: Joosung Engineering lnc  Electrical 

engineer: Hangil Engineering  Client: Erum Church  photographed by Namgoong Sun

이룸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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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길에서 올려다보는 정면 계단실의 수직적 효과와 배면의 곡면 벽이 보듬는 수평의 공간감은 각각 하늘과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건축으로 이루어 가는 듯하다.

The vertical effect of looking up at the staircase from the lower street and the horizontal spatial sense from the curved rear wall seems to serve the mission of the church towards the heavens, and 
the neighbours through architecture.

카페나 식당과 같이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중앙 전면에 도시를 향해 큰 창을 뚫었다.

A big window is placed on the center of the facade towards the city for neighbourhood watch programs to operate. 

FRAME Project

1. electrical room

2. water tank

3. parking

4. tea making room

5. education room

6. cafe

7. hall

8. family hall

9. toilet

10. chapel

11. balcony

Section

11

10

7

9 8

7 6

55

5 5 4

3

3

2 1

0 5 10 20m



43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교회의 주요 공간과 예배당과 교육실을 보호하려고 거대한 콘크리트 판으로 안팎을 막았다.

The large concrete panel blocks protect the main sanctuary and the educational facilities from the dust and noise in the busy road.
대집회실 앞에 놓인 높고 긴 로비는 도시에서의 광장 역할을 실내에서 대신 담당한다.

The long-high lobby in front of the main sanctuary serves the purpose of an indoor plaza.

1. parking

2. play room

3. cafe 

4. hall

5. waiting room 

6. utility room

7. education room

8. family hall

9. deck  

10. chapel

11. kitchen 

12. restaurant 

13. tea making room1F plan

B1 plan

3F plan

2F plan

1

2
4

3

10

4

711

13

4

7

5
6 7

4

7
8

9

4

12

13

4

0 5 10 20m



44 FRAME Project

대한민국 난개발의 전형인 경기도 광주시 언덕배기에 기쁨의 교회가 있다. 두 필지로 분리된 두 단의 지반에 주동과 보조동 건물을 

놓았다. 그 사이에 비스듬히 휜 채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의 넓은 계단은 두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마치 마당의 기능을 하며 함께 

모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며 또 다른 개념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뜰이 된다. 

도시적 공공성의 효과는 두 건물이 갖는 프로그램의 특성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는 보조동의 북카페와 

휴게실은 도시 시장의 공공성이고, 대예배실과 교육실이 위치하는 주동의 역할은 경건한 교회의 공적 프로그램이다. 건물로 접근하는 

가로 형식도 도시와 흡사한데, 여기에도 광장과 가로와 공원이 축약돼 있다. 하나의 길은 계단을 거쳐서 도보를 산책하면서 교회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마치 도로처럼 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직접 진입한다.

이 땅은 채석장과 같이 오랫동안 건축이 보류된 채 움푹 패여 단차가 생긴 대지였다. 이곳을 활용해 건축했다. 다행히 그 패인 공간을 

건물로 메우게 되니 오히려 토목 비용은 절감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연면적을 쉽게 확보하면서 건물은 땅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구축됐다. 단차를 극복하는 곡면의 연속적 계단은 기능적인 효과 이외에도 일관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듯한 측면에서 

상징이기도 하다.  글 이은석

Joyful Church is located on the top of a hill in Gwangju-si, Gyeonggi-do,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a Korean city sprawling with 

development. The ground is divided into two lots with different elevation, and the main building and the auxiliary building sit on each 

plot. The monumental staircase, which looks like it is ascending from the ground, casually connects the two buildings. The staircase 

can gather people and let them see the surroundings, which becomes a yard that can accomodate various events and purposes.

The public effectiveness is revealed from the different programmes of the two buildings. The auxiliary building reveals its 

‘publicness’ by having a book cafe and a lounge, strengthening relationships with its neighbours. The main building holds the main 

sanctuary and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are official church programmes. The form of the streetscape that approaches the 

buildings also has a similar character with the city, containing a condensed plaza, a street, and a park. One street passes the stairs, 

leading the pedestrians to the church, and the other street leads the cars to the parking lot.

The site was like a long abandoned quarry. It had a caved-in landscape, which was taken advantage of during design; it actually 

helped cut the civil engineering cost by placing the building in the caved in space, and also secured enough floor area for the 

church. The continuous stairs not only has a functional effect, but also became a symbol to maintain consistent cityscape.  
written by Lee Eunseok

설계: 이은석(경희대학교)  설계담당: 전창배, 황정현, 김용현, 정준용, 김양섭(코마건축사사무소)  위치: 경기도 광

주시 오포읍 능평리 429-39 외 10필지  용도: 선교관 - 종교시설 / 청소년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220m2 / 1,091m2  건축면적: 1,210.40m2 / 404.72m2  연면적: 4,495.02m2 / 788.61m2  규모: 지상 4층, 지

하 1층 / 지상 4층  높이: 30.2m / 17m  주차: 33대 / 24대  건폐율: 37.59% / 37.10%  용적률: 98.61% / 

72.28%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사비석, 스타코  구조설계: QS엔지니어링  시공: 지우종합건설  기계

설계: 태화설비  전기설계: 준영 ENC  건축주: 기쁨의 교회

Architect: Lee Eunseok (Kyunghee Univ.)  Design team: Jeon Changbae, Hwang Jeonghyun, Kim Yunghyun, 

Jeong Junyung, Kim Yangseob (Atelier KOMA)  Location:  429-39 Neungpyeong-ri, Opo-eup, Gwangju-si, 

Gyeonggi-do, Korea  Programme: Mission Hall – church / Youth Hall – commercial building  Site area: 

3,220m2 / 1,091m2  Building area: 1,210.40m2 / 404.72m2  Gross floor area: 4,495.02m2 / 788.61m2  

Building scope: B1, 4F / 4F  Height: 30.2m / 17m  Parking: 33 / 24  Building to land ratio: 37.59% / 37.10%  

Floor area ratio: 98.61% / 72.28%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c-rain white, staco  Structural engineer: 

QS structural engineers  Construction: Jiwoo construction  Mechanical engineer: Taewha Engineering lnc  

Electrical engineer: Jungyung ENC  Client: Joyful Church

Joyful 
Church

기쁨의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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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

두 필지로 분리된 두 단의 지반에 주동과 보조동 건물을 놓았다.

The ground is divided into two lots with different elevation, and the main building and the auxiliary building sit on each plot.

대한민국 난개발의 전형인 경기도 광주시 언덕배기에 기쁨의 교회가 있다. 

Joyful Church is located on the top of a hill in Gwangju-si, Gyeonggi-do,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a Korean 
city sprawling with development. 

0 5 10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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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동의 북카페와 휴게실은 도시 시장의 공공성이고, 대예배실과 교육실이 위치하는 주동의 역할은 경건한 교회의 공적 프로그램이다.

The auxiliary building reveals its ‘publicness’ by having a book cafe and a lounge. The main building holds the main sanctuary and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are official church programmes.

단차를 극복하는 곡면의 연속적 계단은 기능적인 효과 이외에도 일관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듯한 

측면에서 상징이기도 하다.

The continuous stairs not only have a functional effect, but also become a symbol to maintain a 
consistent city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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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교회가 만나는 
새로운 ‘완충공간’의 구축

Building a Buffer Space: 
Where the City and the Church Meet

이은석×유현준(홍익대학교 교수), 정리 심영규

Lee Eunseok × Yoo Hyunjoo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edited by Shim Youngkyu

©
Nam

goong Sun



49

유현준(유): 교회 작업을 많이 그리고 오래 했다. 이전의 교회 작업과 달리 최근에 

변화된 생각이 있나?  

이은석(이): 교회건축은 1996년의 유성 목양교회가 시작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교회건축에선 엄격한 프로테스탄티즘에 따라 근검한 면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교회에서 남발되던 뾰족 종탑을 단순화하여 

직육면체의 단순한 계단실로 활용하면서 낭비되는 공간을 없애는 십자가 탑의 

새로운 유형을 한국에 정착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변화되었다. 내 

건축이 너무 청교도적이어서 때론 을씨년스럽고 차갑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사회에 다가가야 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개신교회 자체의 변화도 있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를 보면 과거보다 

교세가 약하다. 그래서 과거의 권위적인 건축보다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최근 소위 ‘열린 교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카페 또는 교회 내 다양한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로비가 중요하다. 현재 한국 교회건축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강당이 되면서도 콘서트장이 되는 예배당, 커뮤니티 공간이 

되면서도 마당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비, 주일학교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교육관이 돼야 한다. 

또한 교회건축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이 중요하다. 건축가가 개입하는 부분은 이런 한계 속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한 로비를 만들어 주고, 마당도 만들어 주고, 계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충분한 건축 면적을 만들어 주는 등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유: 근작 3개를 보면 모두 곡면이 나타난다. 부산 오산교회에선 중정 측의 

도로변에서, 광주 기쁨의 교회에선 단차를 이어주는 곡선의 계단과 도시를 향해 

내민 곡면의 벽, 수지 이룸교회에선 서측의 길 형상을 따라서 만든 부드러운 곡선 

등 이전의 건축적 성향과 다른 형태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곡면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1995년 LA 한미문화예술센터 국제현상 당선을 계기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감동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여러 건축가의 한국적 건축에 대한 

고민은 전통적인 지붕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번안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왜 모두 

한국의 전통적 지붕을, 왜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지붕 아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 많은 것을 담는 장치로 

만들었다. 이는 한국의 대청마루같이 외부공간이면서 내면화된 것이다. 이렇게 늘 

공간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실용적이고 단순한 가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형태는 자주 직육면체 상자로 귀착되었다. 그러다 최근에 변화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반복적이고 유사한 건축 형태에서 탈피하려는 고민이 

아니었나 싶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공간 이외에도 변형된 형태와 자유로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2006년 작업인 대치동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의 처음으로 

곡면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성향의 조형미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것은 2010년 

당선된 새문안 교회 계획안이다. 당시 ‘어머니의 품’, ‘하늘로 향해 가는 문’, ‘빛’, 

‘물’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4가지 개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 새문안 교회의 

곡선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지닌다. 바다로 표현하면 포구와 같은 만이고, 이는 곧 

어머니의 품이다. 그리고 이런 곡선적인 형태는 도시를 품을 수 있다. 

유: 특히 마지막에 둘러본 수지 이룸교회의 외부 커브가 인상적인데, 이런 

외부공간을 품는 곡선이 마치 ‘동양의 춤’과 같다고 느꼈다. 동양의 춤은 대개 두 

팔을 벌려 곡선을 만드는데 이는 곡선으로 자연과 우주를 아우르고 품는다는 

의미이다. 이것과 통하는 것 같다. 

이: 그렇다. 내 건축의 관심사도 과거엔 내부공간에 집중되었는데 최근엔 도시와 

외부공간에 더 관심을 두게 됐다. 이제는 건축이 도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중첩된 공간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즉 성스러운 교회 내부와 

세속적인 외부의 도시 사이에 ‘완충공간’이 필요하다. 기쁨의 교회처럼 곡면으로 

도시를 품으려는 형태적 시도는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런 곡면으로 만들어진 완충공간은 외부공간을 자연스럽게 점유하고 품는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 기능에 대한 모색으로 곡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지에 건축을 담아 얹는 작업에도 관심이 많아졌다. 알바로 시자가 대지에 

관해 관심을 쏟는 것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일전에 그가 세운 포르투갈의 포르토 

건축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학생들이 만든 모델 모두가 건물만 

표현하지 않고 주변 대지와 구조물을 아주 상세히 표현한 기단 위에 건축물을 얹어 

놓은 것을 보았다. 즉 건축의 시작은 ‘주변’에서부터이기도 하다. 이즈음 건축과 

도시 사이의 건축가가 내부화한 외부공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건축과 

외부의 광장, 마당, 가로가 서로 영향을 줘야 한다. 좋은 건축은 땅과 따로 괴리된 

게 아니다. 

유: 부산 오산교회에서 마당 앞에 기둥 7개를 두어서, 관할 구역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면서 완충공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것은 도시, 즉 사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거나 명확히 분리되는 게 아닌 

일종의 모호한 경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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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히 휜 채로 상승하는 듯한 기념적인 넓은 계단은 두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The monumental staircase, which looks like it is ascending from the ground, casually 
connects the two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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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회의 대지는 건축이라는 덩어리로 채워서 본래 경사지의 지형을 회복한 

셈이 된다. 기쁨의 교회도 큰 단차와 움푹 패여 버려졌던 나대지를 건축의 볼륨을 

통해 다시 채웠다. 이룸교회의 대지도 난개발 신도시 한쪽 도로변에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던 땅이었다. 이처럼 훼손된 것을 메우고 채워주는 작업이 치료자로서의 

건축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다양할 것이다. 지형 속에 건물이 

적응하도록 잘 앉혀야 한다. 지금은 토목이나 건설 기술이 발달했고 민중의 안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사지의 경우, 땅을 변형하기보다 건축이 그 지형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흔히 우리는 한국의 전통건축이 우리 지형에 순응한다고 말하지만, 마당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평평한 공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산을 밀고 밭 대신 논을 

만들었다. 

이: 이 세 작업 모두 땅값이 주변보다 저렴했던, 즉 전통적 관점에서는 못 쓰는 땅에 

속한 것이었다. 이런 훼손된 대지의 상황이 오히려 치료자의 자세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으므로 나는 설렘을 가지고 즐겁게 작업했다. 

유: 특히 오산교회에선 마당과 램프 사이의 구조와 공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이곳은 효과적인 완충지대이다. 기능적으로는 두 도로를 연결하며 선을 

연결하는 경사지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경건한 교회와 외부의 세속적 마당을 

연결해 주는 중성적인 공간이 된다. 이는 실내 동선이면서 동시에 보호된 

외부공간이다. 용적률이 넉넉하게 남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더 이상 면적으로 

채우지 않고 비운 채로 유지할 수 있었고,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7개의 기둥은 드리워진 발처럼, 교회 내부와 외부를 어슴푸레하게 막고 있다. 

이것은 도시공간에서 완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은 교회라는 성스러운 건물의 

공간에 속해 있으면서 일상적인 도시를 향해 점진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유: 끝으로 교회건축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이: 이미 오래전에 개신교 교회건축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알바 

알토라 생각한다. 그는 교회를 설계할 때, 예배실 이외에도 일찍이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회를 지극히 성스럽게 분별된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과거 한국 교회에는 중심에 예배만 존재했다. 그래서 예배실이 가장 

중요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의 공간은 현대 문화가 복합적인만큼 공히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예배당에서는 예배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회와 전시회, 각종 문화적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잔치도 열린다. 건축가로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직사각형의 평면보다는 로비가 큰 

부채꼴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게 되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하여 설교자 한 명에게 

집중되는 시각보단 신자들의 역동적인 관점이 중심이 되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로비와 같은 공용공간은 더 커질 수 

있다. 로비가 커지면 교회 신자들의 활동이 늘어난다. 이는 융통성 있는 공간인 

로비에서 다양한 만남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이다. 기쁨의 교회는 필요한 기능보다 두 배 정도 넓은 외부 계단을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완충적인 외부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계단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단차가 큰 두 건물을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바깥 세계를 연결한다. 계단에서 두 번 정도 쉴 수 

있는 참을 만든 것도 같은 완충의 역할이다. 

이룸교회도 카페와 같은 층에 위치한 주차공간인 마당이 건물의 가장 핵심이다. 

실제 이 공간은 단순한 전체 덩어리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주차공간은 앞으로 

기능이 변형되어 실내의 마당으로 쓰일 수 있다. 일종의 ‘보호된 마당’이다. 단차가 

큰 대지에 있는 교회를 양쪽으로 관통하게 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어떤 방식이든지 넉넉한 마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유: 결국 도심에 있는 현대 교회건축에서는 온전히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건 주차장 

공간밖에 없다. 그걸 잘 활용한 것 같다. 

이: 1999년 설계한 목양교회는 대지가 100평, 연건평이 약 160평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1층의 주차장에 접이문을 

설치해 실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런 가능성의 공간을 다양하게 찾아야 

한다. 

유: 교회는 모세의 성막부터 시작해서 카타콤, 바실리카 등 시대마다 각기 다른 

시대적 요구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의미에 따라 공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시대의 

신앙의 성격을 반영하는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이 있나?

이: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한국의 개신교회가 유럽의 개혁교회보다는 미국의 

역동적인 복음주의교회의 유형에 더 가깝다고 본다. 한국의 개신교는 ‘경건한 삶’을 

강조하지만, 건축이나 조형에서의 ‘경건한 형태’를 그리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간 내부에서 경건함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작업 중인 부산의 한 교회는 

3,000명이 모이는 콘서트 홀 같은 교회다. 이런 교회에서는 공간적 조형성을 통한 

경건의 효과를 건축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경건의 효과는 건축적 

분위기보다 설교 말씀을 통해 충분히 강조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공간을 오히려 중성적인 기능의 집회실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축가로서 형태를 통해 종교건축의 거룩하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항상 가지고 있다. 대신 단순한 형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상적인 경건함을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대칭 공간인데, 예배당 한편에 성가대석을 두고 

맞은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치하는 방법 같은 것이다. 

유: 3개의 작업 모두 기존 대지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면서 건축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디자인 철학이 있다면?

이: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 중에 지형에서 대지 일부를 잘라 내거나, 파내서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그리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지형과 

땅은 매우 변화가 심하고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 그러므로 억지로 땅을 편편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훼손된 땅은 건축이라는 볼륨과 매스를 

삽입하여 효과적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할퀴어지고 상처 난 땅에 대한 

일종의 ‘치료 작업’이다. 우리 시대 한국의 건축가는 땅의 치료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부터 목양교회(1999), 

새문안교회 계획안(2010), 

포루토 건축학교에 있는 모델

From above, Mokyang 
Church(1999), the plan for 
Saemoonan Church(201), 
the models made from the 
students of the Porto School 
of Architecture in Portugal. 

Dialogue

im
ages courtesy of Atelier KOM

A



51

simplicity and practicality, most of my works from the past were boiled down 

to the shape of rectangular boxes. I recently started to wonder about how to 

escape similar architectural forms, and developed an interest about free 

forms and shapes. This lead to the active use of curved forms. I first started 

to use curvature on the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project in 

Daechi-dong, which was built in 2006. The most important project that 

applied the curvature concept was the plan for Saemoonan Church, which 

won the competition in 2010. I was asked to apply four abstract concepts, 

which were ‘mother’s arms’, ‘gateway to heaven’, ‘light’, and ‘water.’ The 

gentle curvature in Saemoonan Church has a feminine quality. If it were to be 

compared to the ocean, it can be considered as a port, which is like the open 

arms of a mother. This kind of curved form can incubate a city.

Yoo: I was especially impressed with the exterior curve of Erum Church. 

The curve that incubates the exterior space felt like an ‘oriental dance’. 

Yoo Hyunjoon (Yoo):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thoughts on the recent 

developments in church architecture? 

Lee Eunseok (Lee): My first church project was the Mokyang Church 

(Yuseong, Daejeon), which was built in 1996. Even only ten years ago, the 

values of Protestantism, such as being thrifty and pragmatic, were 

emphasized among church architecture. From this thought, a new style was 

formed in Korean church architecture, where the overused sharp bell towers 

were replaced and transformed into functional rectangular staircases. But, 

this idea has changed in recent years. In the past, I received criticism that my 

architecture was under a Puritan influence, sometimes seeming gloomy and 

cold. Now, I think church architecture should approach and reach out to 

society in a softer manner.

Another factor was the change to the nature of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If you look at the Korean church today, the congregation is growing to a 

weaker degree than the past. The church, that asserted more authoritative 

power in the past, should reach out to people in a more tenderly manner. This 

brings the concept of an ‘open church.’ In this concept, a sufficient lobby, 

where it can be used as a community space, cafe, or as an event hall, is 

important. So, the present Korean church architecture requires a more 

complex and diverse programme than that of any other types of building: a 

sanctuary that can be an assembly hall and a concert hall, a lobby that can 

be a community space and a yard, and an education hall that can host 

Sunday school while also welcoming outsiders. 

Also, the place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spaces became important, 

because church building projects don’t have sufficient funds in most cases. 

The role of the architect is to make the most out of this limited condition, 

such as making a sufficient lobby, creating a yard, and expanding the 

building area by utilizing the staircases.

Yoo: Looking at three of your recent works, we can see they all have 

curved sides: on the street side next to the courtyard in Osan Church, on 

the staircase and wall facing the city in Joyful Church, and on the street 

shaped line in Erum Church. It seems like you are trying a different formal 

approach than before. What is the reason for using the curved lines?

Lee: I was able to practice architecture after win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Korean-American Museum of Art and Cultural Center in 

1995. The greatest concern for me, then and now, is creating a space that can 

move people’s hearts. The concern about Korean architecture in the past was 

mostly about how to adapt the traditional rooftop form into a contemporary 

form. During the competition, a simple question came to my mind: ‘Why 

won’t anyone understand the traditional Korean rooftop as a space?’ So I put 

emphasis on the space below the roof, and created a device that consisted 

many things. This is just like Taechong Maru in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which is an exterior space that is internalized.

Because I was only interested in spaces and focused on the values of 

오산교회의 외부와 관계 짓는 실내의 경사로 홀, 적절하게 가려진 마당, 둘레의 화단 등은 축소된 도시 

요소다.

The sloped hall of Osan Church that connects to the exterior, an appropriately protected 
yard, and the surrounding flower garden are the condensed elements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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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riental dances make curves with both arms, which means that it is 

incubating the nature and the universe with the curve. I think the same 

philosophy applies here.

Lee: You are right. Church buildings should approach the world with a gentle 

and tender manner. My interests were concentrated in the interior spaces in 

the past, but recently it has shifted to the exterior spaces and the city. 

Architecture and the city cannot be dealt separately now. This is why the 

design of the overlapping space, where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meets, is 

important. We need a ‘buffering space’ that connects the holy spaces of the 

church and the secular city. The curved form of the Joyful Church, which 

attempts to incubate the city, makes people feel comfortable about the 

church. The buffering space, created from the curved forms, naturally 

incubates and occupies the exterior space. I started to make curvatures as I 

started to seek new spatial functions. 

I also developed an interest in how to put the architecture on the ground. I 

was inspired by Álvaro Siza, and how much interest he had on the site. I once 

visited the Porto School of Architecture in Portugal, which was designed by 

Álvaro Siza. All the models made from the students did not only represent the 

building, but it represented the site and the existing structure with great 

detail. In other words, we can say that architecture starts from its 

‘surroundings’. At this point, I started to take interest in the exterior spaces 

that architect can internalize, which can exist in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city. The exterior of architecture, plazas, yards, and streets should influence 

each other. Good architecture is formlessly aligned to the site.

Yoo: You are claiming the territory by putting seven columns on the front 

yard of the Osan Church. I was very impressed with this part, assuming 

that you were attempting to create a border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a buffering space. This seems like an ambiguous border, which 

does not entirely separate the church from the city or society.

Lee: That is what I intended. For the Joyful Church, I made a staircase two 

times wider than necessary. I wanted to create an exterior space that can 

serve as a buffering space. The staircase has two functions; first, to unify the 

two buildings despite their large difference of site elevation, and second, to 

connect the church with the outside world. Stair landings are placed also to 

serve as a buffering space. 

The heart for Erum Church is the parking lot by the cafe, which is also a 

buffering space. Actually, this space is located in the exact centre of the 

mass. The parking space can also function as an interior yard. This ‘protected 

yard’ is an important part, because it penetrates the church which sits on a 

site with a big elevation difference. A church always needs a sufficient yard, 

no matter what form it is, because it is a place where people stay, and where 

most activities take place.

Yoo: It seems like the parking lot is the only place in the contemporary 

church, in the city, that can function as a yard. I think this has been 

contended with very well.

Lee: Mokyang Church, which I designed in 1999, only had 528m2 of total floor 

space with 330m2 site. These small churches have a greater need for space. 

In this case, a foldable door was installed to create an interior space if 

needed. Spaces like this should be discerned more intensively during the 

design phase. 

Yoo: In the history of church architecture, the design of its space reflected 

the needs of each era and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God; such as the 

tabernacle of Moses, the catacombs, and the basilicas. Do you think there 

is a special character that reflects the belief of the current era?

Lee: That is an important question. I think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s 

much closer to the dynamic Evangelistic churches in the US than the 

reformed churches in Europe.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emphasizes 

‘holy life,’ but does not require the ‘holy form’ as much in its architecture. The 

holiness should be acquired inside the space. A current project in process, 

흩어진 7개 기둥은 도심 속에서 

고유의 마당을 느긋하게 

형성한다. 이 마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열릴 수 

있다. 

Seven scattered columns 
form a unique relaxing yard. 
This yard can host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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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은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 졸

업 이후 리차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장과 MIT 교환교수를 역임

하였고,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한국건축가협회 베스트7, 젊은건축가상, 건축문화공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5번의 국제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바 있다. 미국 건축사이며,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이자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 소장이다.

Yoo Hyunjoon (A.I.A.) studied architecture at Harvard University, MIT and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rch with Distinction from Harvard. He has worked for 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 and has won five awards i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s. He was 

awarded the Architecture Preview Award of the Kim Swoo Geun Prize, Korean Architecture Best 

7, Young Architects Award, and Korean President Award for Architecture Space. Now he is a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and a principal of Hyunjoon Yoo Architects.

located in Busan, takes a form of a concert hall that holds 3,000 people. 

These kind of churches don’t ask the architects to achieve holiness with the 

form of the space. They think holiness comes not necessarily from the 

architectural space but from the sermons. So I try to makes these spaces as 

an assembly hall with neutral function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art of me that wants to design an 

architectural form that brings the holy and profound atmosphere into the 

religious facility. So, I try to make a device that reveals an abstract holiness 

through a simple form. One of my methods is asymmetry, such as placing 

the choir on one side and putting the stained glass features on the other side.

Yoo: What do you do when you’re asked to design a holy form?

Lee: Devices such as traditional materials, like stone, brick and stained glass 

is important in the Catholic church, where tradition is valued heavily. On the 

other hand, a Protestant church is not like that. In some denominations of the 

Protestant churches, Christian symbols or representational forms are 

intentionally excluded. It’s not a major concern to expose holy and symbolic 

images on the buildings of Protestant churches. In some cases, they design 

the cross so that it is exposed indirectly.

Yoo: In all three of your projects, you have solved the negative condition of 

the site with an architectural space. Is there a specific design philosophy 

behind this?

Lee: I think a bad habit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s cutting out parts 

of the site or digging and flattening it. Our topography and land has a 

dynamic quality, and that’s where its beauty comes from. I don’t think 

flattening is necessary. The land that is already damaged should be filled 

with volume and mass, which is architecture. This is a sort of healing process 

to the wounded land. Architects of this era should serve their duty as the 

healer of the land.

The site of Osan Church has recovered its original slope by the mass of the 

building. Joyful Church also filled the hidden ground on the site, which was 

previously caved in. The site for the Erum Church was also an abandoned 

land on the side of the street, as a result from the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Like these cases, it is the architect’s duty to fill and make up and heal 

these lands. There should be many different ways to treat it. The building 

should sit on the site so that it will adapt itself well.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the growing 

perspective of the citizens, the land should not be modified, but the building 

should adapt the unique form of the land.

Yoo: It is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has adapted to its surrounding environment. But in reality, we need a flat 

land to make yards. Like the way we flattened the mountains to make rice 

paddies. 

Lee: These three projects were built on cheaper land, which were considered 

as a worthless land i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 worked with great 

excitement and joy, because these damaged conditions of the land were a 

good chance to show the attitude of a healer.

Yoo: The structure and space between the yard and the ramp in the Osan 

Church was especially impressive.

Lee: This is an effective buffering space. Functionally, it is a slope that 

connects two roads and lines, but symbolically, it becomes a neutral zone 

that connects the holy church and the secular yard. It has an interior 

circulation and also a protected exterior space at the same time. Because of 

the limited floor area ratio, I was able to leave this space empty, creating a 

unique space.

Seven columns are dimly blocking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church like 

a window shade. This serves as a buffering space in the city. This space 

belongs to the holy church building, but it also connects to the city, as a site 

for daily life. 

Yoo: Any last words for the future of church architecture?

Lee: I think Alvar Aalto already presented the future of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a long time ago. He handled not only the main sanctuary but the 

community space and other flexible spaces, which can be used as education 

facilities, with great care. This was possible, because he did not see the 

church only as a distinguished holy space. In the past, the main sanctuary 

was the only element considered important in the Korean church, as only the 

worship service was deemed important. Today’s church, however, has 

different programmes that meet with complicated contemporary culture. 

Today’s main sanctuaries host not only worship services, but also concerts 

and exhibi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various needs, fan shaped 

spaces with a big lobby have a greater advantage than rectangular forms. 

This kind of design made it possible to host various programmes, which 

capture the dynamic viewpoints of the congregation, rather than the singular 

opinion of the pastor. The lobby, where most activities of the congregation 

take place, are becoming larger as the activities increase. The lobby is a 

flexible space, where various encounters can continue to occ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