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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란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합성어에서 온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라는 뜻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 건축은 ‘속세와의 분리’라는 의미의 공간 구성에 집중됐다.
대표적 예가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조성된 지하 묘지 카타콤이다. 분리하고 스스로 추방
해 따로 모이는 교회의 한 전형이었다.

중세는 도시의 개방성과 전원의 내밀성이 공존하던 대성당과 수도원의 시대였다. 근세로
접어들면서 교회 건축은 신자들의 일상적 삶을 어떻게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사회가 도래하며 교회는 시청과 함께 도시 중심 광장을 이뤘고, 학교와 병원
곁에 건축됐다. 유럽의 대학 캠퍼스는 채플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마을 중심에는 항상 교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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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은 교회가 시민의 일상과 사회를 향해 선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 즉 하
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뤄지는 기독교적 철학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교
회 건축의 형식은 사회를 향해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바뀌어 왔다.

1887년 한국 최초 개신교회로 창립된 새문안교회가 약 135년이 지난 2019년 한국교회 건
축 공공성의 측면을 중시하며 건축됐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기능주의나 고딕건축의 굴레
에 갇힌 형태적 랜드마크 건설에 집중했다. 이런 분위기를 탈피해 새문안교회는 어머니 교
회의 이미지와 공공에 봉사하는 개방성이 살아 움직이는 설계안을 요청했다.

필자는 현상설계에 임하면서 ‘하늘로 열린 빈 공간’을 주요 테마로 제시했다. 부드러운 곡
면으로 은유적 어머니 품을 표현했다. 그리고 도시 질서에 순응하며 누리를 향해 열린 광장
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제시했다. 회랑 형식의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예배실보다 신도 상호
간의 역동적 참여와 교류를 유발하는 열린 공간 형식들을 제안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교회 건축 형태인 움푹한 정면은 서울의 한 기념적 형태로 드러나
고, 더불어 조성된 새문안광장은 시민들의 실질적 휴식처가 됐다. 로비를 관통하는 세종문
화회관 쪽으로의 연속적 동선 체계는 교회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기존 교회당을 축소해서
역사를 기리는 예배실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길 바랐다. 주변에 즐비한 최대 용적의 건
물들처럼 상업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시와 하늘로 시원하게 열고 비운 공간을 통해 도심
에 넉넉한 안식처가 되길 기대한다.

건축 전략적으로는 교회가 도시에 공공성을 공급해야 한다. 새 시대의 교회 건축은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축복이 돼야 한다. 그 공간 속에서 구도의 과정과 안식의 체
험이 전개될 때 교회 건축은 박애정신을 유발하는 고상한 공공의 공간적 도구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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