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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원기념관

Son Yang Won 
Memorial Museum

이은석+김종헌+코마건축사사무소

Lee Eunseok + Kim Jonghun + Atelier KOMA 

진행 박계현 기자 | 사진 윤준환 | 자료제공  코마건축사사무소

edited by Park Gyehyun | photographed by Yoon Joonhwan |  materials provided by Atelier KOMA

설계: 이은석(경희대학교) + 김종헌(경희대학교) + (주)코마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전창배, 김용현, 오지훈, 정준용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93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656m2  건축면적: 754.45m2

연면적: 1,268.06m2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높이: 11.15m  주차: 18대  건폐율: 20.64%  용적률: 33.1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유로폼 노출콘크리트, 쪽널 노출콘크리트, THK24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구조설계: (주)센구조연구소  기계설계: 주성이엠지  전기설계: 한길엔지니어링

조경: 윤영조(강원대학교)  시공: 코너스톤 종합건설(주)  설계기간: 2013. 9. ~ 2014. 2.  시공기간: 2014. 5. ~ 2015. 9.

준공: 2016. 4.  건축주: 산돌손양원 기념사업회

 

Architect: Lee Eunseok (Kyung Hee University) + Kim Jonghun (Kyung Hee University) + Atelier KOMA 

Design team:  Jeon Changbae, Kim Yunghyun,  Oh Jihoon, Jung Joonyong  Location: 693, Gusung-ri, Chilwon-

myeon, Haman-gun, Gyeongsangnam-do, Korea  Programme: culture & gathering facility  Site area: 3,656m²

Building area: 754.45m²  Gross floor area: 1,268.06m²  Building scope: B1, 2F  Height: 11.15m  Parking: 18

Building to land ratio: 20.64%  Floor area ratio: 33.1%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euro-form exposed 

concrete, cedar exposed concrete, THK24 low-e double glass  Interior finishing: exposed concrete, paint

Structural engineer: SEN STRUCTURAL ENGINEERS CO., Ltd.  Mechanical engineer: JUSUNG ENG CO., Ltd.

Electrical engineer: HANGIL ENGINEERING Co., Ltd.  Construction: Cornerstone Construction Co., Ltd.

Landscape design: Yun Youngj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sign period: Sep. 2013 — Feb. 2014

Construction period: May 2014 — Sep. 2015  Completion: Apr. 2016  Client: Son Yang Won Memor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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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노출콘크리트 실린더는 외부 공간의 닫힌 조형으로써, 기념관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 

The exposed concrete cylinder is a closed-off form, divorced from the external space, and cleanly reveals the symbolism of the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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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원이란 인물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5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한국동란 시기에 좌우의 이념적 분쟁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애국지사다. 그는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한센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한 인간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세계사에서도 찾기 어려울 만큼 귀한 개신교 

성자이다. 애국지사 손양원을 기념하는 해당 건물은 한 인물의 

유산과 유물을 전시하는 박제된 전시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인간 손양원의 ‘저항’, ‘희생’, ‘화해’의 세 가지 정신을 세 개의 

전시실 공간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축한 ‘상징적 공간 

기념관’이다.

닫힌 조형 / 번잡과 고요 사이_ 원형의 노출콘크리트 실린더는 

외부 공간의 닫힌 조형으로써, 기념관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 이 

실린더는 위쪽의 하늘과 아래의 수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동시에, 

시끄러운 도심으로부터 고요한 기념관의 둥근 내외부 공간을 

보호하려는 폐쇄성을 지닌다. 그리고 기념관 방문의 시작점에서 

조성되는 경사로 공간과 내부 콘크리트 복도는 외부 도시의 

번잡함을 잊게 한다. 또한 기념관을 내면적 고요로 전환하는 완충적 

건축 장치가 되며, 방문의 시간을 늘려 사색을 유도함으로써 그 

기념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들린 볼륨 / 성(聖)과 속(俗) 사이_  손양원 지사는 인간적 영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천상의 가치에만 소망을 두면서 살다가 

사라져간 초인적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이 기념관은 현대건축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한 층 더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 ‘들린 

볼륨’이라는 육중하고 심오한 형상으로 결정했다.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들려 있는, 두껍고 육중한 콘크리트 볼륨은 구조적 

신비함을 통해 엄숙한 기념성을 느끼게 한다. ‘들린 볼륨’은 

흩뿌려지듯 평면에 퍼진 기둥들의 배열과 서로 다른 질감의 

콘크리트 구조벽이 실린더의 한 켠을 지지함으로써 실현되었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원형 실린더의 콘크리트 볼륨은 

약간 투박한 듯 고상하다는 측면에서 이조백자의 외형을 닮아 있고, 

속이 비어 하늘을 향해 큰 원형 개구부를 조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백자의 내부 공간과도 닮았다. 그처럼 손양원의 고결한 삶도 백색의 

자기와 같았다. 

경사 통로 / 직각과 대각 사이_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직각 형태의 전시실 세 개는 그 바깥을 곡면으로 스치듯 가로지르며 

상승하는 대각의 통로와 연결되고, 각각의 큐브 형태 전시실 틈새로 

보여지는 경사로는 직각 볼륨과 대각선 대비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큐브가 완결적이고 정적이라면 대각의 통로는 역동적이어서 대비를 

이루고, 수공간과 푸른 하늘 공간의 정적(靜的)인 배경은 수공간 

물 위의 작은 파동과 구름의 동적(動的) 효과와 대비를 이루면서 

실린더 내외부 공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손양원 

지사가 생애 동안 겪었을 형용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간접 경험케 

하는 좁은 길은, 그의 세 가지 삶인 저항, 희생, 화해를 몸소 실천하며 

외롭지만 묵묵하게, 슬프지만 강하게 전진하였을 그의 발걸음을 

되새겨보도록 의도한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 전시 / 전시물과 공간 사이_ 이 기념관의 전시 방식은 보통의 

미술관이나 유물 전시관의 전시를 답습하지 않는다. 좁고 어두운 

긴 통로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방은 민족을 사랑하여 

일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손양원의 ‘나라 사랑’을 상징하는 백색의 

방이다. 두 번째 방은 갈라진 피부와 곪아 터진 한센인들의 

피부를 형상화하여 그의 ‘사람 사랑’을 상징하는 거친 돌의 

방이다. 마지막 방은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는 붉은 방으로 

‘하늘 사랑’을 의미한다. 방 벽에 묘사된 거친 질감과 붉은 색채는 

손양원기념관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데, 손양원의 죽음과 핏빛 

이미지가 오버랩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이 기념관의 공간적 절정을 

보여준다. 두 개 층 높이의 붉은 방을 가로지르는 브리지 위에서 

입체적이고 긴장감을 주는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공간을 

상징화하여 전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기념관은 일반적인 유물 

전시관이라기보다 손양원의 정신적 유산을 건축에 담아낸 ‘기념적 

공간 전시관’이라 칭할 수 있다.

The historical figure Son Yang Won was a patriot who served 

a five-year sent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Shinto worship. He was eventually 

killed, trapped between the ideological conflict of left and 

right during a period of unrest in the Korean War. He was 

made a saint of the protestant church, for a life of holy 

sacrifice and devout Christian faith that made him a rare 

figure, ev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devoting himself to 

sufferers of leprosy who had been abandoned by society. 

The architectural project that was commissioned as a 

monument to the national patriot Son Yang Won evades the 

taxidermy-like exhibition method of simply displaying the 

heritage and personal belongings of the said figure. Rather, 

the project has been constructed as a ‘symbolic space 

memorial’, in which the three guiding mentalities of Son 

Yang Won, ‘resistance’, ‘sacrifice’, and ‘reconciliation’ are 

structured for view throughout the three exhibition spaces. 

Closed Sculpture / Form: Between Chaos and Tranquility_ 
The exposed concrete cylinder is a closed-off form, divorced 

from the external space, and cleanly reveals the symbolism 

of the memorial. The cylinder is simultaneously opened up 

to the sky above and the water space below, possessing 

a conservative nature that protects the tranquil circular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of the memorial from the 

noisy city centre. The sloping space that is establishe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memorial, at which one enters, as 

well as the internal concrete corridors, helping the visitor to 

forget the hectic city outside. Also, this becomes a mediating 

architectural device that translates the inside of the memorial 

into a space of internal peace, intended to help those to 

extend the time of their stay for deep thought, and to leave 

them with a lasting impression of the monument. 

Lifted Volume: Between Spirituality and the Internal_ 
The patriot Son Yang Won was a transcendent figure who 

disappeared after living a life that only asked to be guided by 

the values of the heavens, and who was never swayed by the 

interests of men. Hence, it was decided that the monument 

would take on a form that could be expressed through 

modern architecture, augmenting the holiness of the site with 

the sturdy and profound visual form of the ‘lifted volume’. The 

thick, colossal concrete volume, which was separated and 

lifted up from the ground, brings about a sense of solemn 

remembrance through the fascinating traits of its structure. 

The ‘lifted volume’ was realised by supporting one corner 

of the cylinder with a concrete structural wall of a different 

texture, situated among columns that were dispersed and 

arranged on the site are as if they had been scattered, 

maximizing its dramatic effect.

A Sloping Entrance: Between the Perpendicular and 
Diagonal_ The three exhibition halls meet in a perpendicular 

form through the meeting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urfaces. These exhibition halls are connected to a diagonal 

hallway, which crosses over and rises through the outer 

surfaces of these halls. The sloping pathway, that can be 

seen through the openings of each side of the cube, form 

exhibition rooms that establish a climatic contrasting of 

diagonals and perpendicular volumes. If the cube could 

be seen as complete and static, the diagonal entranceway 

contrasts with its dynamic form, while the water spaces 

and the blue skies above provide a tranquil background 

that contrasts with the animated effects of the small ripples 

across the water and the movements of the clouds. This 

completes an overall sense of harmony within the inside and 

outside spaces of the cylinder. Moreover, the narrow road, 

which allows visitors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unspeak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Son must have endured 

during his lifetime, is a space intended to reflect on his 

footsteps, upon which Son must have advanced forward. 

Exhibition Spaces: Between Artifacts and Space_ The 

exhibition method of this memorial does not one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everyday museums or common artifact 

exhibition halls. The first room, which is reached by moving 

through a narrow and dark pathway, is a white room which 

symbolises ‘love of the country’ to represent Son Yang 

Won, who resisted Japanese colonialism and was captured 

due to his love of his people. The second room is a formal 

representation of the split and infected skin of those 

suffering with leprosy, and is hence a rough stone room that 

symbolises his ‘love of the people’. The last room is in red to 

signify the love of agape, representing ‘love of the heavens’. 

The rough textures and red tones that have been expressed 

on the walls of these rooms are the core symbols of the Son 

Yang Won Memorial Museum, intend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overlapping of Son’s death with the image of blood, 

revealing the spatial climax of the memorial, and allowing 

visitors to experience a space that is both multidimensional 

and tense, when they reach the bridge that crosses over 

the red room at a height of two stories. As such,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space is translated into symbols to be 

exhibited, the memorial is more than a typical exhibition hall 

of artifacts—it can be dubbed as a ‘museum of spaces for 

remembrance’ that embraces the spiritual heritage of Son 

Yang Won through architecture. 

들린 건축, 들린 가치

Floating Architecture, Beyond Security

이은석(경희대학교 교수)

Lee Eunsuk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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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과 푸른 하늘 공간의 정적(靜的)인 배경은 수공간 물 위의 작은 파동과 구름의 동적(動的) 효과와 대비를 이룬다.

The water spaces and the blue skies above provide a tranquil background that contrasts with the animated effects of the small ripples across the water and the movements of the clouds.

원형의 노출콘크리트 실린더는 위쪽의 하늘과 아래의 수공간을 향해 열려 있는 동시에, 시끄러운 도심으로부터 고요한 기념관의 

둥근 내외부 공간을 보호하려는 폐쇄성을 지닌다.

The cylinder is simultaneously opened up to the sky above and the water space below, possessing a conservative 
nature that protects the tranquil circular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of the memorial from the noisy city centre.

이 기념관은 현대건축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한 층 더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 ‘들린 볼륨’이라는 

육중하고 심오한 형상을 결정하였다. 

It was decided that the monument could be expressed through modern architecture, augmenting the 
holiness of the site with the sturdy and profound visual form of the ‘lifte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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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방문의 시작점에서 조성된 경사로 공간과 내부 콘크리트 복도는 외부 도시의 번잡함을 잊게 한다. 

그리고 손양원 지사가 생애 동안 겪었을 형용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간접 경험케 하는 좁은 길은 그의 

발걸음을 되새겨보도록 의도한 공간이기도 하다.

The sloping space that is establishe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memorial, at which one enters, 
as well as the internal concrete corridors, helping the visitor to forget the hectic city outside. 
Moreover, the narrow road allows visitors to indirectly experience the unspeak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Son must have endured.

1. museum shop
2. office
3. bereaved family room
4. archives
5. storage
6. hall
7. corridor
8. rest room
9. deck
10. water garden
11. exhibition room (white)
12. exhibition room (stone)
13. exhibition room (red)
14. special exhibition room
15. video exhibition room
16. preparing room
17. guide
18. fron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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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통로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방은 민족을 사랑하여 일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손양원의 ‘나라 사랑’을 상징하는 백색의 방이다. 

The first room, which is reached by moving through a narrow and dark pathway, is a 
white room which symbolises ‘love of the country’ to represent Son Yang Won, 

두 번째 방은 갈라진 피부와 곪아 

터진 한센인들의 피부를 

형상화하여 그의 ‘사람 사랑’을 

상징하는 거친 돌의 방이다.

The second room is a formal 
representation of the split and 
infected skin of those suffering 
with leprosy, and is hence a 
rough stone room that 
symbolises his ‘love of the 
people’. 

3개의 전시실을 관람하고 난 뒤 마주하게 되는 홀의 모습

A scene of the space facing after watching all the three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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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은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는 붉은 방으로 ‘하늘 사랑’을 의미한다. 방 벽에 묘사된 거친 질감과 붉은 색채는 손양원 기념관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데, 손양원의 죽음과 핏빛 

이미지가 오버랩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The last room is in red to signify the love of agape, representing ‘love of the heavens’. The rough textures and red tones that have been expressed on the walls of 
these rooms are the core symbols of the Son Yang Won Memorial Museum, intend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overlapping of Shon's death with the image of blood.

이은석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파리 국립제1대학 

소르본느를 졸업하고 예술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 

파리 벨빌 건축대학교를 졸업한 프랑스 공인건축사이다. 

1996년에 코마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주요 

작품으로는 새문안교회, 부전 글로컬 비전센터, 범어교회, 

경산교회 등 다수의 교회와 손양원기념관, 뱅루즈, 

총신대학교 등의 문화・교육시설, ‘리안 주택’, ‘Entra 호텔’ 

등의 주거・상업시설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교회건축』과 『미완의 근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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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versity of Pari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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