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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대로가 교회 광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광장을 거쳐 간 흐름이 끊기지 않고 교회 내부의 홀을 가로지

르며 교회 후면에 자리하는 공원까지 나아간다� 도시를 향해 단순히 열려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

들고 소통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대전 둔산의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교회 밖과의 상호작용

을 특별히 더 의식한 것 같다�  
교회는 대로변에서 뒤로 성큼 물러나 있다� 대로변과 접한 건물 전면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옥외 주차장 및 다목

적 광장으로 내놓고 있어서다� 대로를 오가는 도시민들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레 걸음을 들이고 오갈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대로에서 교회를 인지시키고 교회 영역의 광장을 한정 짓는 장치는 십자가탑과 회랑이다�  

유연한 곡면과 스카이라인을 그리는 정면은 교회 내외부를 특징짓는 요소다� 일부분이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간

모습은 광장과 도시와 이웃을 품고 환대하는 몸짓으로 다가온다� 도로변에서 접하게 되는 교회의 첫인상인 만

큼 부드럽고 온유한 기독교적 삶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층 로비의 전면 유리창과 곡면 벽을 따라 나 있

는 작은 창들은 교회의 이름처럼 밤낮으로 변화하는 빛의 발광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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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배실은 지하에 배치되어 있다� 덕분에 주어진 대지 안에서 최대한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고� 도시의 소음으

로부터 자유롭다� 이곳에서는 여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발코니 좌석이 따로 없다� 단층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공동체 구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대예배실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강단이 회중석보다

더 낮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불필요한 종교적 권위를 배제하고� 오직 말씀의 전달과 구성원 간의 화

목을 지원하는 평면 유형을 지향한 것이다� 대예배실은 1층의 로비 외에도 선큰가든으로 나 있는 계단으로 통해

서도 외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다� 지하이긴 하지만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선큰가든과 더

불어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을 활용한 깔때기형의 지하 홀 덕분이다�

 

https://www.c3korea.net/?s=%EB%8C%80%EC%98%88%EB%B0%B0%EC%8B%A4
https://www.c3korea.net/?s=%EC%A7%80%ED%95%98


 



 



 



 

1층 로비는 공공에 개방된 높은 천장고의 플라자다� 앞뒤 외부로 광장과 공원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구도로 도

시로부터 활력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널찍하고 쾌적한 공간을 이웃에게 제공한다� 카페�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실� 행정실 등이 이곳에 위치한다�  

외부를 향해 완전히 열려 밝고 시원한 전경을 가진 상층부는 교육공간을 위한 공간이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청

소년들이 다목적 홀과 옥상 정원의 밝고 환한 환경을 누리도록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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