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최상경 기자 October 3, 2019

새문안교회, 국제 건축상 수상…"어머니 따뜻한 품 형상화"
< 교단·단체 < 교계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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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문안교회 전경.(사진제공=새문안교회)

 
지난 3월 광화문 도심에 들어선 새문안교회 예배당이 '2019 아키텍처 마스터프라이
즈'(AMP) 건축설계 부문 문화건축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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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서인 종합건축 대표와 이은석 경희대 건축과 교수가 설계한 새문안교회는 3일 아키
텍처프라이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올해 AMP 수상작 명단에 포함됐다.AMP는 1985년 설립
된 미국 파르마니 그룹(Farmani Group)이 주관하는 건축상으로, 전 세계의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선정해 매년마다 수상작을 발표한다. 

이번 새문안교회의 수상은 교회 건물로 국제적 건축상을 받은 사례여서 높이 평가되고 있
다.

아키텍처프라이즈는 새문안교회를 "어머니교회-한국의 노트르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새 예배당의 곡면 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모습을 닮았다"고 평가했다.

교회를 설계한 이은석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상작 중 교회 건축은 유일하
다"면서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이
제 교회 건축에서도 한국적 가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 건축은 뾰족탑이 있는 서양의 고딕 스타일만 흉내 내왔
다"며 "형태보다는 공간, 채움보다는 비움을 통해 한국적인 교회 건축의 가치를 표현하려
애썼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부드러운 곡선 벽면으로 형상
화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14일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다. ▲ 건축 설계 ▲ 인테리어 디자
인 ▲ 조경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한편 새문안교회는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1859~1916)의 주재 아래 한국의 첫 조직교회
로 창립됐다. 서울 도심에서 132년 동안 자리를 지킨 교회는 1972년 건축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난 3월 여섯 번째 예배당을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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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 …"한국교회 동참해야"
국가조찬기도회, 내달 5일 개최…3년 만에 예전 모습 회복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태원 참사 첫 추모기도회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신임회장에 박석진 목사 추대
美 목회자가 핼러윈을 대하는 자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인터콥 상담 세미나 개최

"태아가 위험하다"…美 낙태권 허용 확대 '우려'
美 역사상 첫 동성레즈비언 주지사…낙태권 보장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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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흘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중간선거 맞춰 도발 감행
"청소년의 쉼터, 여우별에 초대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 온라인 포교 확대로 피해 잇달아
사극에 동성애, 금수저로 부모도 바꾼다? [최기자의 생각해봅시다]
생명존중 전하는 ‘40일 기도 릴레이’… 65개국서 동시 진행
엄마는 시신, 딸은 신장 기증 모녀가 함께한 생명나눔 ‘감동’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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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댓글 모음

진실한 뉴스로 세상을 밝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신문,

데일리굿뉴스 선교사역에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2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0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8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68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40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518
https://www.goodnews1.com/member/login.html?backUrl=/news/articleView.html?idxno=90823#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