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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일반적으로 환경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져왔던 분야는 도시나 농촌의 

영역과 그 특성이지만 리트릿Retreat의 개념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힐링과 안식을 

도모하는 장소도 우리의 생활공간 속에 존재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 문화적인 

병폐나 부조리가운데 다양한 종교 및 심리학적 배경의 시설들을 비롯하여 조명 

받고 있는 실정이나 사실 이에 대해 연구된 사례는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 사역의 보조라는 수양 시설 제 1의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고 개신교계 언론이나 실제 활동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양관들의 집단을 

선정하고 공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문화 또는 운영방식,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조감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다 더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상의 선정을 위해 실제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각각의 시설이 얼마나 SNS나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지 조명해보고, 수양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 그 모태인 수도원 및 과거 국내 외국인 선교사 

휴양시설의 공간성에 대한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기독교 수양관 입지의 편전을 

조명해볼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의 추출을 위하여 물리 환경적(위성상의 배치 

맵핑)요인 분석, 통계자료 혹은 문헌 자료 및 공식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수양관 109곳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유형별(접근성, 건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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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배치 형태, 주변 환경에 따른 구분 등)그룹을 나누어 보고 관계자 설문 및 

답사를 통해 몇가지 특징적 시설들의 공간 문화적 특성을 조명해 볼 것이다. 

 

이들의 실태를 기록하고 밝히는 것은 기존에 실내영역이나 종교 제도적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져 왔던 기독교적 리트릿Retreat 시설들에 대하여 최초로 

공간적 기록화를 시도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형별 사례들의 특성과 

역량을 언급하고 지역 조건과 더 긴밀하게 연계되기 위한 수양 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그 실천의 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미래에 열린 

관광자원으로서 수양 시설이 가지는 가능성 및 존치와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운영 관리측면에의 제언과 도움이 될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 

 
■ 주요 키워드 : 기독교 수양 시설, 공간 문화 연구  

■ 학번 2013-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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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에는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가운데 내면의 힐링을 위한 웰빙 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생활권을 벗어나 휴식을 도모하는 리트

릿의 장소들이 각광받게 되자 도시와 떨어져 외진 곳에 입지하여 낯선 영역

이었던 각종 종교공간들도 일반 수요층을 대상으로 피정(천주교), 템플스테

이(불교), 수련회(기독교)와 같은 형식의 열린 공간 문화가 창출되었다. 일반

적으로 천주교나 불교의 경우 그 장소 이미지와 공간적 특징이 명료하다. 

수도자들의 의복과 식단, 및 종교적 행위의 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방

식으로 생활권을 떠나온 이용자들에게 무소유나 심신 안정 및 안식에 대한 

가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1-1] 진관사 '템플 스테이'(좌)1 / 경북 왜관 수도원 '수도생활 체험학교'(우)2 

이러한 활동은 도시환경의 인공적인 속도와 멋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이색적인 피난처일뿐만 아니라 때로 개개인의 정체성과 신의를 일깨워주는 

심리적 안식처로서 기능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의 참

                                           
1 진관사 템플스테이, ssanggyesa.net 
2 성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 ‘수도생활 체험학교, o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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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고 특히 기독

교 수양관의 경우 일반 수련 시설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특수성이 결여되어 

현대인의 공감적 일상과도, 일탈과 휴양의 이미지와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기도원(정식 동재 500여개3)을 포함하여 '수련원'이나 '

수양관' 등 국내에 약 2000여개가 넘는 유사 비교 대상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서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상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설 환경, 운영과 관리 면에서 열악하

기 때문에 주변의 개인 숙박사업체 혹은 기업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비하면 단기 행사를 위한 수용 시설에 지나지 않아서 용도변경으로 대체되

거나 임대로 장소를 내어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시설 이용의 대

상을 신앙공동체4로 규정하기에 이제는 그들 역시 일반적인 도시 환경에서

의 여가선용이나 전원의 특수한 관광지에 익숙해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휴양, 레저 시설과 디지털 공간과 같은 다른 공간적 매체들과 구분된 기독

교 수양관만의 특성과 장점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고찰은 부재인 

채 흔히 이상적으로만 표방되어지고 있는 수양관시설의 여러 폐단들이 한편

으로는 종교 문화유산으로서의 위기이자 ‘안식처’로서의 결정적인 한계점

이라고 볼 때, 기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간의 실현으로 이어

지기 위한 실제적인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수양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선행을 유형

별로 조명해봄으로서 각 시설이 갖는 특성과 지역적 개성이 융화되어 있는 

                                           
3 한 논문에서는 800여개에 달하며, 파악되지 않고 있는 기도원의 수까지 포함하면 1천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언급(노봉옥, 2001) / 2014년에 개재된 한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만 2,400여개로 집계됨 
4 2015년 통계청 주택/인구 설문 국내 20% 표본 조사 결과 약 974만명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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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채널로서 기독교 수양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의 

실태를 기록하고 밝히는 것은 기존에 실내영역이나 종교적 혹은 제도적 측

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기독교 수양관의 공간적 실태를 기록하는 전무

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공개된 공간 정보 측면에서도 시대 흐

름에 비해 둔하거나 부재된 역량을 언급하고 지역 조건과 더 긴밀하게 연계

되기 위한 실천의 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적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제공하며, 인근의 지역 관광지와 멀

지 않다는 입지적 강점에 따라 우수한 사례들을 배출하고 있는 미래 관광자

원으로서의 가능성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 숙박 및 유휴 수용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국내 종교 공간의 존치와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운영 관리측면에의 제안 혹은 도움을 줄 국내 기독교 수양 시설에 대한 공

간 문화적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국내 개신교계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세미나 및 사역자 안식처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 110곳의 리스트는 아래에 기재된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

하였다.  

1) 도심의 시가지가 아닌 산간지역이나 전원에 위치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수양관이나 기도원의 경우 허가없이 소속 불분

명의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의 계획이 난무하여 그 정확한 수치의 파악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대개 상가건물 사이사이에 숨은 듯 조성되어 실내 영역을 

벗어난 공간성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야 산간에 입지한 시설 중심

으로 전개함은 외부 공간의 활용과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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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속세(도시)를 떠나 외딴 지역으로 수양을 나선 자들의 거처였던 

수양관의 고전적 장소성의 연장선상이라는 맥락으로 본고의 방향을 설정하

고 현재 종교적 수양이나 또는 안식처로 쓰이고 있는 시설들의 좌표를 탐색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전용 부지 면적이 3000평 (10,000m2) 이상인 시설  

이 연구에서는 임야를 포함한 설립 기관 소유의 부지 면적이 최소 3000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그보다 작은 규모로 설립된 기관들까지도 모두 

기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범위를 좁히기 위함도 있지만 

건축 면적 외에 외부 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체

육 활동 반경의 완충 영역 최소 범위를 고려하여 임의로 설정하였다. (기독

교 수양관의 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보완) 

3) 운영관리측면에서 외부 단체에 시설 대여가 공개적인 성격 

위의 기준들을 통해 추려낸 시설들의 활용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온

라인 상에서 파악되는 공간 정보들을 중심으로 다시 리스트를 구성해 보았

다. 시설에 대한 구분은 소재지 주소, 소재지가 포탈맵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연락처(유선전화, 핸드폰, FAX), SNS계정, 최대 수용 가능 인원(숙식), 

접근 경로에 대한 안내 유무, 시설에 대한 상세 인덱스 및 사진이나 영상 

컨텐츠 게시 유무, 예약 시스템 유무 등의 컨텐츠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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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회 사역의 보조라는 수양 시설 제 1의 목적을 돌아보고 

그 역할을 질문해보는 관점에서 개신교계 언론이나 실제 활동 영역에서 자

주 언급되는 수양관들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그 장소적 형세와 공간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상의 선정을 위해 실제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각각의 시설이 얼

마나 SNS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여부와 

활용의 실태를 조명해보고,  

둘째, 수양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 그 모태인 수도원 및 과거 

국내 외국인 선교사 휴양시설의 공간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기독교 수양관 입지의 편전을 조명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추출을 위하여 물리 환경적(위성 사진 상의 배

치 mapping)요인 분석, 관계자 설문, 통계자료 분석, 자료집 및 공식 웹사

이트 분석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수양관 109곳에 대한 자료를 토대

로 유형별(접근성, 건물의 형태, 건물의 배치 형태, 주변 환경에 따른 구분 

등)그룹을 설정함으로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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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진행과정 

 [표1-1] 연구 진행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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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사례 연구 

1절 선행 연구의 동향 

먼저는 종교 공간에 대해 물리적으로 접근했던 연구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회 공간과 관련된 연구들부터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첫째, 물리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교회 공간을 조명

했다는 점이고, 둘째, 여러 개의 대상지를 추출하여 각각의 요소들이 비교되

도록 나열하여 분석했다는데 있다. 수양 시설의 등장 배경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이 교회라는 점에서 교회 건물의 건축적 설계 장소적 요소 언급

하거나 물리적 접근의 관점에서 개신교 교회 건축을 다룬 연구들 중 주목해 

보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1] 국내 교회 건축의 이미지와 장소적 특성 연구 (물리적인 접근) 

박기용,김정재, 2002.04 한국 현대 교회 건축에서 표현된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 개신교 

교회건축을 중심으로  

최율, 2007.10 교회 건축에 나타난 평면 유형과 친환경 계획 사례 조사 

김근식, 2007.07 교회건축 외부공간의 의장적 상징성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자 인

지를 중심으로 

정동욱,이강업, 2007.10 현대 도시에서의 종교시설을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 서울 용산

성당 및 추모공간 계획안 

한지애,박연정, 2014.03 김수근 종교건축 3제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경계와 구분에 관한 연구 

 

상징성이나 장소성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계는 도심부에 위치한 제한적 범위의 비교군의 선정이었는데, 실제

로 이 연구들에서 등장하는 대상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그 실태

의 기록에 있어서 특정 시설에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비교군을 제시(최대 열 

다섯 곳)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 밖에 교회 건축물 외부공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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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에 관하여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혹은 인근 커뮤니티와의 관계 같은 

지역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들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연구 발표년

도순으로 정리해보았다.  

[표2-2] 국내 종교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연구 (물리적인 접근) 

한규영, 1986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교회 건축의 건축 계획적 연구 

한규영, 최성연, 1999.9 시각적 분석에 의한 교회 건축과 커뮤니티 형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지욱, 유해연, 최두남, 

2007.10 
현대 교회 건축의 공적 공간의 연계 방식 연구 

현진, 박참배, 2007.10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종교 시설의 복합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박정규, 김주원, 2012 국내 주거 커뮤니티 내 교회 건축 분석 및 제안 

조경진, 조종수, 2015.10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열린 교회 건축 설계 방법 연구  

 

사실상 이 연구들이 (주로 건물 앞 오픈 스페이스를 다룸) 외부 공간 형

성 가능성이 높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대형교회의 입지에 따른 

환경적 특성을 다루고 있었다면, 수련원시설은 주로 종교적 의미나 근거 혹

은 수련이라는 종교적 행위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틈에 가볍게 언급되는 정

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금 더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경우 

시설의 실태나 실내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 혹은 프로그램 연구에 치중되

어 있었고 학위 논문 보다는 학회지 혹은 분량이 많지 않은 칼럼에서 다루

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수양관을 포함한 기독교 수양 시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어떤 개별 공동체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비교연구, 집단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나 운영 문제 고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

지만 이것을 실내 공간이나 건축을 넘어 장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그 이해는 주로 건축 양식, 건물의 배치, 식재, 공간 설

계의 개념 위주로 간략히 전달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배경이 신학적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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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역사, 종교적인 해석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분

석은 부족하다. 그 목적 또한 어떤 이념의 개조나 정신적인 각성을 위한 촉매

인 경우가 다수, 공간성이 아닌 운영자의 인간적인 태도나 관리자 처세의 개선

을 위해 제언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2-3] 국내 기독교 수양 시설 특성 연구 (수양 문화 및 현상적인 접근) 

박혁식, 1990 한국 기도원에 대한 연구 

김동남, 1998 한국 교회와 기도에 관한 연구 

박노일, 1998 한국교회 기도원에 관한 소고 

김도협, 2009 한국 기도원(수도원)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재고찰 

활천, 2004 현장이야기 : 탐방기 ; 소그룹 모임과 영성훈련을 위한 기은수양관 

 

개신교 공간에 대한 연구는 교회 건축물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실내 공간의 

공간성, 건축물 외관의 외장 요소, 대형 교회의 유형, 교회의 오픈 스페이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 건축, 도시, 조경 학문을 연구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경향이 뚜렷해서 

대개 그 연구자의 시선에 국한된 성격을 보이는가 하면, 이제는 너무 오래된 

연구들이어서 현재 교계나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기도원 전체의 공간성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이 가장 체계적이었던 논문은 

1999년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 학회지 19호에 실린 ‘기도원 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였다. 이어지는 두 해에 걸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시선으

로 조명한 글이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2001년 연구인 

‘기도원의 분포와 성장에 대한 지리적 연구’였다. (노봉옥,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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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국내 기독교 수양 시설 특성 연구 (물리적인 접근) 

장경수, 1999 기도원 시설의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노봉옥, 2001 기도원의 분포와 성장에 대한 지리적 연구 

 

첫번째 연구에서는 ‘실내학회지’에서 발표되었던 글(장경수, 1999)인 만큼 

본론의 실태조사에서 비중을 두었던 부분이 대상 시설 스무 곳에 대한 내부 

시설 현황(숙소, 예배처, 식당, 욕실 등)에 대한 조사로서 시공이나 마감 소

재에 대한 언급과 함께 건축적 실태를 면밀하게 조명했으나 실태에 대한 나

열을 좀더 집요하게 진행하여 실내에 비치된 소품(기도 방석, 기도 의자, 악

기 등)같은 디테일을 잡아내거나, 아니면 서론과 본론을 바탕으로 결론에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한 교정의 관점의 제언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거의 20년 전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시설의 운

영방식, 입지 형태 및 건축적 특징에 대한 유형별 항목을 만들어 구분한 내

용은 현재 기독교 수양 시설의 보편적인 실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후 2년 뒤에 발표된 연구(노봉옥, 2001)에서는 지리적 연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포와 성장에 대한 지리적인 느낌을 전달해줄만한 시각적인 자료

가 부족하기도 하고 기독교 수양 시설을 ‘기도원’이라는 단위로 제한하고 

있기도 했지만 연도별 통계나 운영이나 관리 실태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리된 유일한 문헌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  

직접적으로 기독교 수양관 시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학

술대회 원고나 정기간행물의 형식으로 간혹 발견되었으나 발표 시점이 8,90

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등으로 오래된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시설의 외장 

요소나 시설물의 묘사에서 드러난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서 공간에 내재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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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사상을 조명해보는 요지도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기독교 수양관이 아

니라 교회 건축물 중심으로 이었고 종교 윤리, 시설 운영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의 양은 비대한 반면 공간에 대한 정

량적이고 물리적인 분석의 비율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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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독교 수양관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기도

원, 수련원, 수양관, 수련 센터 같은 여러 명칭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으나 그 가장 초기 원형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라고 봐야할 것이

다. 과거 이러한 외딴 수양 시설들의 성격은 단순히 종교적 회집을 위한 장

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사회 부조리나 격차 등

의 문제로 교육, 구제, 간호 등의 가치에 전념한 공동체의 활동 영역이기도 

했다. 

[표2-5] 국내 기독교 수양 시설 주요 경영 양태 

이용 구분 주요 활동 내역 

소그룹 명상  

개인 기도처 
가치관이 같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숙식과 수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되 비공식적

인 소모임이 다수 

대관(대규모) 
세미나 혹은 수양회, 하계,동계 수련회 등을 하는 장소로 타기관에 시설 전체를 

빌려주는 양태  

집회 처소(중소규모) 
시설 자체 주관의 정기 집회 또는 자체 부흥회, 외부 강사 초청 부흥회 등의 이

용을 목적으로 개설 

신유 사역처 
안수 기도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도록 정기 예배나 모임을 진행하는 성격의 

장소, 다양한 규모 

ⓐ 교육 

ⓑ 복지 보조 기관 

설립자의 성경을 해설 강해를 전달하기 

위한 장소 / 대안학교, 일반 청소년 수

련시설과 비슷하게 체육시설이나 친환

경 탐구 시설 및 기타 학습장을 갖추어 

학령기 아동들의 필요에 맞춘 시설 

장애인, 노인, 고아 등 대상이 있는 

복지시설이나 은퇴한 목회자나 선교

사들을 위한 단기 쉼터나 장기 생활

공간의 공급이 1차적 목표인 공간 

ⓐ 공동체 생활 위주 

ⓑ 숙식 제공처 

생활 규범이 있어서 공동 생활(노동)에 

참여하여 작업을 분담하거나 정해진 예

배 시간에 참여 

민박소처럼 운영하고 숙박자로부터 

사례금을 지불 받는 형식으로 운영, 

상행위 활발 

 

가장 초기에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고, 신

앙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면서 숙식과 수련의 장소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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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 외 유사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설립 목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경영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모하게 되었다5.  

 
[그림2-1] 우리나라 기독교 수양 시설 확산 분포표 

자료 : 노봉옥, 2001, 기도원의 분포와 성장에 대한 지리적 연구 (70 / 80 / 90년대 이후) 

변화의 선상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부나 일반 복지 단체에서 제

공하는 복지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7-80년대 복지에 대한 수양 시설들

의 사회 보조 역할은 쇠퇴하고 대중과 떨어진 외딴 곳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대신 산업사회의 막이 열리면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던 수양 시설들이 급격히 

기타지역으로 확산된 90년대(그림2-1)에는 입신이나 방언 체험을 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 방문의 비중이 높았던 종전과는 다르게 가정불화, 질병,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의 사적인 고민과 건강, 물질, 출세 등의 현세적 축복을 

기원하는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6. 최근 들어 범종교적으로 이슈화 

된 ‘안식’과 ‘힐링’이라는 리트릿 공간 테마의 확산이 기독교 수양 시설의 

고전적 틀을 깨는데 영향을 미친 것 또한 그 일환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높

                                           
5 이현, 1981, 기도원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장로회신학대학원, p21  

6 박용만, 1998, “기도원에 대한 위식조사결과”, 기도원 운동과 신앙성장,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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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삶의 질과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현대사회 모습의 반영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근래 기독교 수양 시설들이 과거 천주교의 수도

원과 신적 존재와의 인격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침묵과 고요한 피정의 장소

를 닮게 된 배경이기도 하며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수도원주의 운

동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그 형태나 구조 혹은 운영

방식 면에서는 한국의 문화나 전통적 가치(배산임수 입지, 우리나라 기후에 

따른 공간 이용 - 수변과의 거리 조절, 식재 시 수종의 선택, 건축자재의 사

용, 온돌방의 구비 등 – 및 공식 휴일이나 명절의 반영)와 더불어 단체 기

관이나 개인 설립자의 설립 동기와 목적, 자금 여건, 자연환경, 영적 소명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방문자들의 다양한 방문 동기에 따라 복

합적인 공간 문화들로 발전하고 있다. 

1) ‘수양관’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독교 수양관의 ‘수양’이란 통상적으로 ‘기도’라는 종교

적 행위를 수반하는데, ‘기도’(祈禱) 란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신과의 내적

인 대화와 교통 혹은 인격적인 접촉으로 세계 모든 종교의 근간이며 신앙생

활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기도처 혹은 기도터 

등의 명칭으로 쓰임과 동시에 수양의 개념이 휴양과 안식의 공간으로 해석

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개화기 ‘선교사 별

장촌’이 그 과도기에 존재했었다. 지금수양관은 휴양이나 안식을 위한 리

트릿의 개념보다도 훈련과 정진을 통한 영적 성장 동력이라는 개념에서의 

기도원이나 수도원과 유사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 또한 개인의 

이미지에 따른 인식의 미묘한 차이, 또는 시설의 인지도나 보편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시설들 - 수양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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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도처, 기도원 등 - 명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

다.  

『수양관』 - 수양관에서 ‘수양’이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

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휴양의 기능이 부

각된 수양관 시설도 상당 수 존재해왔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양관은 종

교적 관점에서 시설 이용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심신을 재충전하고 다시 생활권이

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존재하는 터전으로서 완전히 휴양지의 ‘Resort’(휴양)

보다는 ‘Retreat’(수양)의 의미가 적합하다.  

『수도원』 - 수도원장하에서 공동생활(의, 식, 주 영역을 함께함)을 하는 수도사

를 위한 건축7을 말하며, 성당, 집회실, 식당, 회랑, 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

도생활을 기본구역과 더불어 수도원장실, 응접(상담)실, 객실 같이 개방된 준기본구

역으로 구성되었고, 더러는 수도사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세속구역 

(채소밭 및 약초밭)등을 동반한 수도원들도 발견된다.8 

『기도처』 - 명칭 자체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그들의 회집 장

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기독교에서는 헬라어로 ‘프로슈케(προσευχη)’, 즉 

‘기도’의 행위가 일어나는 처소로서, ‘기도처’, ‘예배처’9로 언급되지만, 기

도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장소에 대한 통칭이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장소를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세웠었는데, 그럼으로써 그 위치적 

                                           
7 ‘종교학 대사전’ 에서 ‘수도원’에 대한 정의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951&cid=50766&categoryId=50794 
8 오늘날 미국 몇몇 수도원에서는 ‘신수도원주의’의 성행에 따라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

고 수도생활을 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쓰도록하고 고전적인 수도생활 패턴을 고수하는 형식의 

수도원이 존재하기도 한다. 
9 ‘라이프성경사전’ 의 ‘기도처’에 대한 정의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90795&cid=50762&categoryId=5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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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기도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용이10했기 때문이

다.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라진 단어이지만 기도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그 시초이다.  

『기도원』 - 일상적인 예배처에서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장소11, 즉 ‘기도’라는 목적이 분명하여 생활권을 이탈하여 이르는 외딴 공간을 

말한다. 기독교 성서에서 언급되는 ‘기도’의 이미지를 추적해보면 때로는 소란스

럽고 때로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성격이 발견되는데 요즘의 

기도원은 [수양관]과는 달리 소란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닮아있다. 절대적인 힘에 의

존하고 싶어하며, 어지러운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신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영적, 육적으로 보호해 주는 공간이며 평신도로부터 목회자까지 건전한 영

적 프로그램이나 복지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재훈련 도장12이 되도록 하였던 공간이

었다. 

                                           
10 ‘세례’또는‘침례’는 기독교에서 중요한의식이다.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중생을 얻는 

의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침례를받는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전

신이 물에 몇 초간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행위를 수반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생

전에 이러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신약성서 마3:13-17, 막1:9-11, 눅3:21-22)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탄생’의 의미가 담긴 ‘부활’의 현현으로써 

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통해 기독교 신자들 중심으로 거행되는 의식이다. 
11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의‘기도원’에 대한 정의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1236&cid=46647&categoryId=46647 
12 노봉옥, 2001, 기도원의 분포와 성장에 대한 지리적 연구, 녹우연구논집,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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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독교 공동체 공간 유형의 구분과 변천 

1) 기독교 공동체 공간의 유형 

(1) 예배처 중심 유형 

중세 이전 기독교 공간의 원형은 예배처소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유대교 

장막 공동체로부터 지금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성소, 즉 ‘교회’라는 말의 어원은 신약의‘ejkklhsiva(에

클레시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전치사‘ejk’(밖에, 밖으로)와 동사

‘kalevw’(부르다, 소환하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로부터 불러내다’

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닌다. 원래 의미는 집으로부터 어떤 공동의 장소로 

불러낸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정규적으로 소집된 정치적 단

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며, 둘째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스

라엘 사람들의 회합을 나타낸다.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적 

사회상의 반영으로서 생활영역에 대한 공간적, 인지적 중심에는 항상 성소, 

지성소, 안뜰로 구성된 예배처인 성전이 존재했던 것이다.13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기 이전 장막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를 보면 전체 구

조가 중앙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 이들의 삶과 예배와 제사는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적 경계와 정

체성의 구심점이 예배 처소인 성막에서 비롯된 형태임을 여러 문헌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3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볼프강 슈테게만 지음, 손성현, 김판임 옮김(1997, 2008), 초기 그리스

도교의 사회사, 2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사회사, 그리고 예수 따름 : 제6장 헬레니즘-로마시

대 이스라엘 땅의 다원적 종교 상황,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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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유대교 장막 공동체의 중앙 집중 개념도 

이러한 중심성이 고정된 장소에 뿌리 내리고 확대 발전된 전형적인 예가 현

존하는 예루살렘성이다. B.C1000년 다윗왕 이후 솔로몬왕 시대부터 현재 자

리잡고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는데, 시가지가 확대될때마다 예

배처인 성소를 중심으로 가로 구획이 고려되고 주거나 상업 등의 건물 입지

가 이루어졌다. 이는 성전세의 납부나 순례절기 참여 같은 활동으로 민간과 

성전과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어려서 할례를 받고, 정해진 의복을 갖춰입고, 기념절기들을 지켜 식생활을 

절제하며 신앙을 지키고 관리하는 유대 민족의 일상과 연관이 깊은 곳이다. 

제의의 중심지이자 교육과 각종 모임의 장소였던 성곽 내부뿐만 아니라, 일

반 백성들이 드나드는 통로인 성 바깥과 연결된 문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과 

회합의 장치였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유대교 장막 공동체가 가졌던 예배처

에 대한 절대적인 장소 가치로부터 비롯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배처인 성

전 부근의 성곽은 견고하게,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게 건설되었고, 생

활 필수 인프라인 수로나 방어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으

로부터 도시 전체에 흩어진 주요 구역들로 연결되는 가로가 잘 조직되어 있

어서 이후 다른 가치관을 가진 통치 집권자들이 여러차례 바뀌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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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거의 3000년(BC960 - 현재) 동안 성전 위치(지금의 황금돔)를 구심점

으로 하는 중심성이 유지되게 되었다. 

 

[그림2-3] 왕조에 따른 예루살렘 변천사 

자료 : 김흔중, 새천년 성지순례의 실제, 2000; 두루북 pp. 69-7014 

 성전 중심적 도시 조직에는 개인적이고 사적이면서 다목적인 공간이었던 

회당15이 존재했는데, 회당은 마치 성전의 부설기관처럼 제의적 목적(기도, 

토라 읽기, 찬송 부르기 및 기타 종교, 사교적 행위)이 행해졌고 추가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16 또한 세속적 목적, 예컨대 숙박소로도 사

용되었다. 이에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서적에서 회당은 사업적 목

적으로도 사용되었던 공간이었는데, 세속적 공간 용도가 미친 영향과 더불

어 성전세 납부라는 문화가 당대 빈부의 격차17와 더불어 성전과 회당을 둘

                                           
14 두루북 http://www.eduru.co.kr/thrubook_new/israel-04-001.html  
15 synagogue 
16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볼프강 슈테게만 지음, 손성현, 김판임 옮김(1997, 2008), 초기 그리스

도교의 사회사, 2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사회사, 그리고 예수 따름 : 제6장 헬레니즘-로마시

대 이스라엘 땅의 다원적 종교 상황, 410-411 
17 당시에는 빈곤층의 수와 그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지만 부유한 층의 사치와 향락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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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고 밝힌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은 심지어 마

을 전체를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부유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소수의 상위층을 제외하고는 권력도 특권도 없이 지배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축에도 들지 못한 하위 계층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부, 어부, 소작인, 

날품팔이, 품삯 노동자, 채무가 있어서 남의 종이 된 사람, 혹은 노예, 소규

모 사업가와 장사꾼들이 있었다. 심지어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도시에 

함께 살거나 유리하게 되었는데 거지, 창녀, 목자, 노상강도 등이 이에 속한

다.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상위 계층 가문과 별도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여러 율법 학파들의 병폐와 폐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의 사회에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였는

데, 급기야는 쿰란 공동체18처럼 그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 대중들은 모두 옳

은 길에서 이탈해 버린 타락한 대중(massa perditionis)이라고 치부하며 전체 

연합에서 일탈한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일탈 당시를 구원 및 저

주의 역사관에 따라 '종말의 때'라고 정의하며 본인들은 이미 새로워진 피

조 세계(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이들에게 예배란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

존의 생활 문화에서 불만을 느끼지 못했던 다른 학파들과는 분리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자발적인 가치관이 담긴 언어로 서로 교육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제3의 장소가 필요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일어나 

도시 하나에 몇 개의 가정 공동체(Hausgemeinde)들이 특정 개인의 가정(고

전 16,15-16; 롬16,23) 혹은 건물을 임대(행1, 행20:7)하여 모임을 가졌다. 

                                           
상대적으로 지나친 수준이었다. 
18 제사장적 정결 사상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며 이들만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만이 유일신으로부터 직계된 성전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백

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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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주거 유형 

그러한 시대 변화의 맥락을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된 또다른 공간 유형이 

바로 기존의 사회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자급자족적 공동

체를 이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공간 유형이 발전되고 있을 

때 이미 공존했던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들은 쿰란, 지하교회, 중세 수도 

공동체 등이 있다. 

  

[그림2-4] 쿰란 공동체 유적지 

[그림2-5] 쿰란 공동체의 기록물(좌)19 / 공동 재산 보관 항아리(우)20 

사유 재산 까지도 공유하도록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그림

2-4)의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가난한 공동체’, ‘영의 가난’, ‘재산

의 혼합’ 이었다. 주전70년 즈음 멸망했다고 알려지는 이 공동체의 생활 양

                                           
19 쿰란 공동체 감사의 찬송시가 적혀 있던 스크롤(1QHa) Image courtesy of the Shrine of 

the Book, Israel Museum (쿰란은 이런 류의 스크롤이 문서 보관 항아리에 담긴 채 우연히 

민간인 목동을 통해서 동굴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 발굴을 통해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 케이스이다.) 

20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재산은 가급적이면 한 곳

에서 보관하도록 했다.《…After he has entered the council of the community…He shall not 

have any share of the property of the congregation…And if it be his destiny to enter the 

company of the community…His property and earnings shall be handed over to the Bursar 

of the congregation…》 (쿰란공동체 법조항 6, 16-22) p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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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비록 형성 배경은 다르지만 이들을 일종의 ‘수도회’

라 칭하고있을 정도로 독신21과 자발적 가난의 삶을 추구했던 공동체의 가

장 초기 형태이다. 그러나 청빈이나 가난이라는 이미지와 대비되는 점 중 

하나는 이들이 살았던 곳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간들이 첨단으로 잘 발달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심지어 거주지 근교에 상당한 면적의 인공 경작지까

지 갖추고 있었다. 중동 지역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초월하여 고도로 발달

한 급수 시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또한 그 밖에 독자적인 요업 기술이나 

제혁업, 성서 두루마리 제조업, 심지어 교역을 위한 공간까지 발달되어 있었

던 번성한 경영체였다. (그림2-5) 

 

[그림2-6] 정교한 작업물의 생산 (도기 굽는 가마, 식기류 발굴물, 노끈)22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 구조로는 이층 구조의 필사실, 

매일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공동체 규칙에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구조의 침례터, 식사나 회의를 위해 모일 때 쓰인 것으로 추

정되는 회당, 침실과 기물 창고, 재정 창고 등이 발굴 과정에서 유적과 함께 

드러났다.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버리고 이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쫓는다면 

이 공간 안에만 머물러도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공동

                                           
21 결혼을 하지 않음 (쿰란 공동체는 주로 남성들이 모여서 생활했고 여성들이 없었다는 기

록은 없지만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 
22 쿰란 공동체와 쿰란 유적지 공식 웹사이트, http://qumran.com/ancient-qum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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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의 산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예술적으로는 더 

몰입하여 정교하면서도 숭고한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림2-7] 쿰란 공동체의 생활상 삽화23 

쿰란은 터키의 ‘데린구유’나 로마의 ‘카타콤(지하교회)’ 등 외딴 장소에서 공

동체를 이루었던 다른 사례들과 공간 구조나 생활 양식 면에서, 또한 시기

적으로도 연장선상에 놓인다. 이런 공동체 유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집

단의 핵심 가치를 명료하게 하고 모인 무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는

데24, 과거 쿰란이 그리스도 이전의 공동체 였고,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체

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직후에 활발하게 세워졌다면, 지금 그리스도교에서 

                                           
23 쿰란 공동체와 쿰란 유적지 공식 웹사이트, http://qumran.com/ancient-qumran/ 
24 예배(말씀 구절 필사, 찬송부르기, 기도와 말씀 낭독)와 교육활동은 중요한 요소였다. 공동

체의 성장과 진보에 있어서 장소는 이전과 같이 공개적이기도 비공개적이기도 한 형태로 나

타나게 되었으며 중세 수도 공동체와 같은 수도회 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되는 다양한 집단 

생활의 장소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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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동체 최초의 시작은 안토니우스(251-356)와 동방 사막 수도사들이라

고 알려진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칙령(313)이 내려졌고, 로마제국에

서 기독교가 보호받는 종교로 바뀐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수도 사회는 세

속과 번영에 찌든 교회의 타락에 염증을 느낀 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심신을 

절제하고 수련해야 하는 외딴 사막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좀 더 고독하고 

영웅적인 방법으로 신의 현존에 접근하려고 다른 수사들보다도 더 고립된 

공간을 추구했다. ‘자신을 죽이고(mortification)’,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io)’,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이나 ‘그리스도 따르기

(Sequela Christi)’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perfecto Christi)’의 성취가 

실현될 곳이라면 어디든 받아들이겠다는 가치를 장소에 구현해냈다.  

 

[그림2-8] Monte Oliveto Maggiore 수도원 벽면에 그려진 수도 생활 벽화25 

                                           
25 Monte Oliveto Maggiore, monastery, Tuscany, Italy, Europe, 수도원 한쪽 벽면에 그려진 

벽화 시리즈의 일부이다. 이 그림은 아무렇게나 깎여나간 절벽 산 자락에 수도사들이 터전

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벽화인데 주어진 자연의 조건에 최소한의 영역을 마련

하는 자세가 엿보이는 상징적인 벽화이다. 상대적으로 개척하기 편할 것 같은 좌우의 들판

을 택하지 않고 험준해보이는 산새를 중심으로 두 명의 수사들이 각각 한사람은 기도를, 

한사람은 환경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뒤편에 악마의 존재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생활의 긴장감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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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막에 이르는 수도 생활의 실천은 학계에 밝혀진 바가 적다고 

하는데 이 시기의 수도사들은 환경에서 경험하는 금욕의 삶을 추종하여 세

상과 멀리 떨어진 은밀하고 고립된 의미를 고수하며 산꼭대기, 인적 드문 

골짜기, 작은 섬 지역 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홀로 또는 소규모 공동체를 이

루며 더불어 지냈다. 외진 곳에서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여러 활동과 더불어 자급자족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노동이 끊임없이 반복

되었는데 그러한 수련에서의 일탈을 타락으로 여겼기 때문에 규칙이 철저하

고 위엄을 갖춘 생활이 이어졌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은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한 공간이나 

개인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공동체 리더의 

존재가 지나치게 부각되어서 숭고하게 포장되어 있던 수도 생활 이면에는 

감시로 인해 과장된 의식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벽(그리스도

의 신성)에 이르겠다는 가치관에 숨겨진 자기도착증이나 스스로 고독에 처

하는 자기 학대가 난무했다. 학자들은 당시의 수도 법칙서, 교육 문헌, 수도

사 일기, 역사서의 기록 이상으로 심각한 인격 모독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기록하며 그들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했던 운영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음 표의 기록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변천의 틀이다. 

[표 5-6] 시대 흐름에 따른 수도 공동체 변천의 틀 

수도 공동체 변천의 큰 틀 

1) 그리스도교 수도 전통의 기원 : 안토니우스와 사막 은둔형 수도사들 

2) 서방 수도 전통의 형성 : 베네딕투스와 그의 『수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 

3) 10-12세기 수도생활 개혁 : 클뤼니, 시토 수도원 

4) 11세기 어거스틴 수도회 

5) 13세기 탁발 수도회 

 



26 

이 중 대부분의 수도 공동체 모두가 사회와 격리되어 지냄을 가치 있게 

여겼었지만 초기 정신의 본체인 리더들이 죽고, 후대에 계승되어지면서 이

어진 수도원 역사는 외부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사

회와의 접촉이 잦아지자 거의 모든 수도원 공동체가 세속화의 급류를 피하

지 못했고, 건물과 토지가 귀족에게 팔렸으며 본질상 초기 형성 배경과 취

지와는 멀어져서 명맥을 잇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만큼 중세 수도원

의 존재는 유럽 사회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인 추진기어이면서 동시에 신

에 대한 오해로 얼룩진 인간의 경건 문화와 그 잘못된 열심이 낳은 염증도 

존재했던 공간이었다. 중세 수도원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는 일반 사회가 쉽

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화목하거나 거룩하고 숭고한 이미지와는 거리

가 멀고 대게 독단적이거나 고립되어 있고, 밝기보다는 폐쇄적인 키워드로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2-9] 중세 수도사들에 대한 현대적 해석 (스테인리 로즈만의 삽화)26 

중세 시기의 수도원을 가지고 현존하는 수도원의 상태를 변호할 것을 경

                                           
26 (좌)Drawing by Stanley Roseman, "Brother Ole kneeling in Prayer," 1997 

(우)Drawing by Stanley Roseman, “Trappists Monks in Cho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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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했던 종교 개혁자 칼빈은 어거스틴 같은 수도사와 그의 시대에 있었던 수

도원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엄격한 규율을 기반으로 한 그들

의 생활 또한 인정했다. 칼빈이 말하는 수도원은 4-5세기 무렵인데 신학에

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수도원제도

가 발달해 간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했다.  

[표2-7] 필립 샤프가 정리한 수도원 제도 발달의 네 단계27 

필립 샤프가 정리한 수도원 제도 발달의 네 단계 

1 아직 조직이 없는 교회 분립 이전의 금욕 생활 

2 독거 형태의 은둔 생활 

3 수도원을 짓고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 주의 

4 수도원주의의 독립에 뒤이은 기독교 보급과 학문 증진 및 종교개혁의 토양 

 

그가 제시한 발달사의 특성을 첫 1,2,3단계와 마지막 4단계로 묶어 보면 

1,2,3단계는 수도생활의 초기단계로서 4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적 수련에 몰입

된 신앙생활에만 집중된 형태에서 좀 더 넓은 세계관, 섬김의 실천 영역으

로 들어가는 선교적 정신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4단계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특정 공동체의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외부세계에 

1,2,3단계의 증명이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4단계에 이르면서 

일정한 터(장소)가 구축되어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것들을 후대에 전달할 기

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수도 사회의 발전과 진보적 변화와 성장을 이룬 것이

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종교 공동체가 1,2,3의 성격

을 극복하고 외부와의 접촉에 힘쓰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연구 기록이 

                                           
27 필립 샤프에 의하면 그 네 단계 중에서 첫 세 단계는 이미 A.D 4세기에 다 지나갔으며, 

나머지 한 단계는 중세 라틴계 교회에서 완성되었다고 교회 사전집에서 제시한다(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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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거나 없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아무리 낙원 같은 공간을 만들

고 살았을 지라도 그 가치를 후대에 입증시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집단적 절제를 위한 절차를 지키도록 내면의 수양에만 공동

체의 역동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3) 국내 자생형 수도 공동체  

유럽의 수도 공동체 등장 배경이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반향이었던 것 같

이 기록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회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타락하고 세속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교계를 둘러싸

고 교파주의, 교권주의, 배타적 입장,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인 갈등, 또 파

벌주의까지 가세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크게 일어났고,28 몇몇 소규모 

신앙인들은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을 세우자는 소규모의 신앙공동체29들을 

조직했다.  

이 소그룹들은 제도권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외쳤었는데, 그 때문에 당

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제도권 교회의 탄압을 피하지 못했다. 그 중 이용

도 목사는 거의 무소유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예수로만 감사하는 동산’

을 세우려고 했었다. 북쪽 첫 수도공동체 였던 이들의 회합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교단도 세웠고 그 취지와 정신은 유럽의 은둔 수도생활을 좇아 야산

                                           
28 이전 한국 기도원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밝히는 기도원의 확산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말에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및 수행을 목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북한에는 백

산기도처, 산성기도처, 금강산기도처, 정주동 약수터 기도처, 오고동 약수터 기도처 등이 있고, 서

울에는 ‘삼각산 기도처’가 알려졌다. (장경수, 1999, 기도원 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29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에 세우자” 는 김교신의 무교회주의, “영과 진리의 교회 

혁신”을 외친 최태용의 복음교회,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 던 동석기와 최상현

의 환원운동(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로만 말을 하고 예수로만 살자” 는 이용도의 예수교

회, “교파주의를 넘어서 그리스도에 직속된 교회를 세우자”는 송태용과 변남성의 하나님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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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가 침묵과 고독 가운데 진리를 구했던 수도 행적을 추구했지만 결

국 장소 기반이 아니었던 탓에 오래가지 못하고 공동체 리더였던 이용도 목

사가 너무 이른 나이에 별세했고 탄압이 심했으며 핍박을 견디기에 그들은 

너무 ‘가난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세종이라는 인물의 주도

로 남쪽 지역에도 공동체30가 있었는데 개신교 전통이지만 가톨릭 수도 서

약인 청빈, 순결, 순종 서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이단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으나 초기 영성 운동의 회복이나 수도원 전통의 한국적 명맥이

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이들의 수도 공동체 운동이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

하는 바가 깊다는 논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필립 샤프의 수도 

공동체 발전 단계를 해석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의 첫 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종교적이고 내면적인 성

장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상의 기록은 남기는 데는 실패

했다. 마치 일부 중세 수도원에서도 금식이나 자해행위31를 수반한 고행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나라 초기 일부 수도 공동체들에서도 금욕적이고 세상

과 단절된 신앙생활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가치는 공간적으로도 

반영되어서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임야 산간에 천막을 치고 유숙하거나 

다 기울어져가는 건물에 침실 없이 그날그날의 끼니거리로만 명맥을 이어갔

던 공동체 생활로서 기록되고 있다. 

(3) 휴양과 레저의 공간 

① 중세 후기 수도원의 프로그램과 클로이스터라는 상징적인 공간의 등장 

수도사들의 사회 이탈, 다시 말해 익숙함으로부터 분리된 수도사들은 그

                                           
30 이세종의 제자 이현필이 설립한 수도공동체인 <동광원>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31 이를 테면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다는 식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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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보이는 자연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신의 성

품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던 미지의 영토를 탐구하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간

다고 믿었던 그들의 환경관 자체가 대상이 있는 기도였고 대화였다. 그런 

가치를 따라 축조되고 운영되었던 수도원의 근원지인 서양의 경우 더러는 

현재까지도 수도회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으로 남았을 뿐만 아

니라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일반 관광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

며 후손에게 물려지고 있다. 외부와의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에서 공간적 한

계가 있었지만 수도원의 장소적인 기능은 리더와 교회 공동체의 집단적 에

너지를 흡수하고 재분배하는 외부세계에 대한 내부 균형의 한 축으로서 교

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컨텐츠, 즉 피정과 같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문화에 대한 안정적인 틀로 작용하였다.  

[표2-8] 후기 수도원의 장소적 기능 : 교회, 리더, 공간의 균형이 만드는 종교적 정체성 

 

과거 수도 공동체 생활의 대표적인 공간인 회랑은 고대 건축 양식에서 

자주 등장했던 아트리움과 유사하다. 로마시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었던 

아트리움은 대저택의 안마당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11-12세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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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수도원이나 교회 건물들에서 발전되었다. 가장 초기 아트리움은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던 평신도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수도원의 봉쇄된 생활과는 무관했다. 이후 순교자들의 묘지나 기념적 

장소가 설립되어 있었던 엄중한 분위기의 교회들에도 아트리움은 대체로 

함께 건설 되었었다. 밀라노에 위치한 수도사들의 쉼터였던 산탐브로조 

바실리카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그 근처에 산 초렌초 바실리카에도 

아트리움의 흔적은 남아있다. 아트리움은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는 

공간 형태를 통해 여러 가지 공공을 위한 전례 의식이나 행사 때 

이용되었다. 기독교에서 회랑은 일반적으로 수도원 공동체의 생활공간들과 

교회 예배당 사이에 있는 폐쇄적 구조의 마당을 뜻한다. 회랑, 즉 수도원 

중정이 언제 기원되었는지, 언제부터 수도원에서는 중정을 일반적인 건축 

구조로 받아들였는지의 시점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고대 아트리움이 

그 형태적 기원인 것은 분명하다고 알려진다. 회랑은 수도원 생활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속세와의 단절과 영적 생활을 위한 불굴의 

신앙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공간성은 신앙적 가치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성 베네딕트는 자신의 규칙 4장에서 수도사의 특성, 자세, 덕목 등을 열거하며 이를 “영혼 

연마의 도구들”이라고 불렀다. 그 모든 재능들을 부지런히 연마하는 일터가 수도원의 

[클라우스트라] claustra(봉쇄된 구역, 회랑) 이고 공동생활 안에서의  

불변함(영속성)이라고 말했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클라우스트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새를 걸어 

잠그는 장치’로서 11세기부터 수도사들에게 회랑, 즉 ‘클로이스터’로 

남게 되었다. 요새나 성곽에 쌓여있는 도시를 의미로서 중세의 야만적인 

속세에 맞서는 수도사들의 요새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어원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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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수도원에 대한 설계도도 만들어 졌는데 Brooke 32 는 이 때 

설계도에서의 제안(그림2-10의 맨 우측과 같은 형태)이 수도원의 중정을 

수도원 건설의 틀33로 자리 잡는 계기였다고 말한다. 남부 유럽에서는 

양면이 훤하게 트여 있고, 아치형 지붕이 있는 주랑 통로가 사용되었다. 

햇빛을 막아 주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남부의 기후에 

알맞은 형태였다. 중정이 왜 수도원 건축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았는지는 수 

십년 동안 수도원의 고문헌들을 고찰해보아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독서하고, 잠을 자고, 목욕과 면도를 하면서 

헌신적인 수도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 사각의 공간은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공간으로서 외부에서 내부로, 예배처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공동침실로 이동하는 데 거치는 전이공간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 일례로 몽생 미셸의 수도사들은 당시 회랑을 짓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축하면서 건물 맨 꼭대기에 일종의 

옥상정원 형태로라도 회랑을 지으려고 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림2-10] 전형적인 수도원 식당 – 수도원 정원의 이용 개념삽화 – 전형적인 수도원의 구조 

                                           
32 브룩, 크. and 이한우(2006). 수도원의탄생. 파주, 청년사. 
33 북부 유럽에서 역시 9세기와 10세기 로르슈 수도원, 라이헤나우 수도원, 생 갈 수도원에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클뤼니, 고르즈,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에서도 계속해서 중정이 

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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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요 기능적인 공간들 간 이동이 일어날때에는 늘 회랑의 존재와 

만나도록 되어 있어서(식당-전이공간(중정)-예배처-전이공간(중정)-숙소-

약초밭과 채소밭) 수도 공동체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상징적 

공간이면서 또한 개별 수도원마다 다른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공간적 

표현물이었다. 

 
[그림2-11] Normandy Mont St.Michel’s Inner Cloister (내부소규모회랑)34 

                                           
34 내리는 빗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간 내부로 흡수하는 Cloister의 공간성 – 회랑이나 중

정은 수도원에서 신성시되는 장소로서 모든 이념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끝인 공간이다. 골방

의 삭막함을 벗어나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공간이며, 죄악의 무게를 각성하는 장소이기

도하다. 그러므로 회랑은 수도사들의 모든 고민과 모든 환희가 풀어지는 장소로 기독교 신앙

의 영원에 대한 희망과 한시적인 육체에 대한 고뇌의 감성을 모두 환기시키는 공간성을 지

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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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 외국인 선교사 별장촌, 국내 리트릿 공간의 출현 

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기도원의 수와 비례하는 한국 기독교 교세 

확장에 따라 개척, 증축, 지교회 건축, 수련원 설립 등 교외 및 신도시 건설

에 따른 확장, 그리고 해외 선교원 건축 또한 선교 강국인 한국 교회의 공

간적 실천의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나 일반 복지 단체에서 제

공하는 복지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사회 복지에 대한 기도원의 역할이

나 장소성은 쇠퇴하고 대중과 떨어진 외딴 곳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하

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천주교의 수도원과 신적 존재와의 인

격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휴식과 안정을 취

하는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기도를 통한 심신 수련과 영성 수양의 카테고리

가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수양관의 모태는 Retreat이라는 개념이 처음으

로 사용된 외국인 선교사들의 심신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등장한 별장촌이

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의 변화무쌍한 기후, 단번에 정착하기에는 지

극히 열악한 시가지 주거환경, 또한 각종 풍토병으로부터의 리트릿을 목적

으로 일정기간동안 휴식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비교적 기후가 서늘한 

대천, 지리산, 원산, 화진포 같은 곳에 수양관을 건설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고 전해진다. 이 수양관은 1880년대 일본의 가루이자와輕井澤 (외국 선교사 

휴양촌) 을 설계한 건축가 윌리엄 머렐 보리스(William Merrell Vories, 1880-

1964)가 한국인 강  윤(姜  沇;1899-1974)과 함께 처음엔 해수변 근처 6만여 

평 임야에 100여 채를 계획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며 과거에는 Daecheon 

Foreigner Missionary's Cabins로 불렸다. 90년대 초반까지 해수욕장 근처 수

변개발사업으로 인해 2만 8천여 평에 캐빈 50여 채와 진입부의 로지35 한 

                                           
35 Lodge : 로지(Lodge)는 집단휴양소 및 채플장소로 사용, 지붕과 테라스 부분이 상당히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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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남아 있었는데 그 형태가 2002년 까지 특히 1930년대36에 언더우드(선

교사) 3세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변원'을 비롯하여 57개동의 캐

빈과 함께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건축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

소였을 뿐만 아니라 별장촌 주변에 해송 군락으로 둘러 쌓인 공간, 또 그 

밖에 일부 구간은 해안 절벽과 접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언

급되어 왔으나 지금은 이곳이 다 다른 용도로 개발되고 오래된 캐빈 한 채

만이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했다는 계획

적 특징이 있는데, 이는 대지 면적 제한에서 자유로웠던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바람길 확보와 사역자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휴양지로서의 

장소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 이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 말까지는 약 20동 정도 세워

진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의 80여동은 해방 후에 세워졌다. 이에 대해 현

존하는 기록이 많지 않으나, 대천 해수욕장의 본격적인 개발이 1960년대부

터인 점을 감안하면 이 곳이 그 이전에는 한적한 분위기에 서늘하고 외져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휴식처로 각광 받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37  

또 다른 한 곳은 지리산 노고단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리산

을 휴양지나 피서지로 여기기보다는 마음의 도량을 넓히고 수양하는 또는 

구도나 득도의 장,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길목으로 여기며 경외감을 느끼는 

곳으로는 여겨왔었지만 이곳에 별장을 짓고 휴양을 즐기거나 피서할 장소로

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 오스트리아의 선교사들은 해발 

                                           
고한 목구조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36 수양관의 정확한 형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캐빈의 건축 형태 수양관 부지 전체에 대해 

구전되는 이야기와 주변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일제시기 무렵인 1930년대로 보여진다고 한

다. 
37 충남의 건축(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1999),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김정동/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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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m대 고산지대이지만 오르내리는데 힘들지 않고 여름 기온이 15∼20도

로 수량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고 아름답다는 점에서 이곳을 Retreat의 적격

지로 여겼다. 번성기에는 50여채의 현대식 석재별장으로 아름답게 조성돼 

테니스장, 수영장, 벽난로까지 만들어진 초호화 별장단지였다. 이후 여러 사

회적 사건38들을 거치면서 개인 별장은 10여채, 테니스장 2곳, 간이 수영장, 

탁구장이 있는 교회당, 창고등을 남기게 되었다.  

[표2-9] 우리나라 외국인 선교사 별장촌 두 곳 

구분 충남 대천 강원도 지리산 (노고단/왕시루봉) 

개

요 

설계 : 강윤, William Merrell Vories 

대상지 : 보령시 신흑동 800-1, 251-23외 220필지  

지역지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 95,537.62㎡ 

규모 : 캐빈 단지 (약 50여채 지상 1-2층) 

구조 : 목조 및 조적조 

외부마감 : 석재 목재 세멘트블록면 

주요용도 : 운동 휴양시설 

준공년도 : 1930년대 

설계 : 미상 

대상지 : 지리산 서북쪽 능선 노고단 / 왕시루봉정상 7

∼8부의 억새능선 오른쪽 문수리 계곡 방면에 위치 

규모 : 캐빈 단지 (약 50여채 지상 1-2층) 

구 조 : 목조 및 조적조 

외부마감 : 석재 목재 세멘트블록면 

용도 : 자연의 정취와 서늘한 기후를 통한 선교사들의 심

신 안정, 육신의 치료, 선교사 가족들의 가족적 교제, 

준공년도 : 1920년대 

사

진 

도

면 

 

 
[그림2-12]39 

 

 
[그림2-13]40 

  

                                           
38 1943년 일본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별장을 모두 몰수한 외국인 재산 중 적산가옥으로 정

리해 경매 처분하여 버려진 후 인근 부호들의 별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대동아 전쟁과 여

수·순천반란 사건, 빨치산,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인 세파를 거치게 되면서 앙상한 건물 뼈

대만 남게 되었다. 
39 출처 : ‘대전의 역사적 건축물’ 공식 홈페이지, 대천 외국인 선교사 별장촌 
40 http://philro.tistory.com/501 이미지 출처 : 성지순례 전문가 이성필 목사의 티스토리, 지리

산 노고단 선교사 유적지 2014.11.19 포스트 

http://cnu.daejeon.kr/awa/Architecture%20in%20CN/Boryeong/CP%20Foreign%20Cabin-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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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별장촌 역시 그 형태나 구조 혹은 운영방식 면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당시 이 무렵 국내 거주외국인 선교사는 물론이

고 상해, 일본 등지의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이 별장을 이용했다. 화엄사에서 

한국인 일꾼들이 지게로 지고온 수많은 석재를 이용, 육중한 석재 별장을 

짓고 실내에는 호화스런 장식과 벽난로로 이국적 정취로 꾸몄으며 각 집터

마다 수원(水源)을 찾아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던 흔적까지 발

견되었다. 이는 과거에 기독교 공간들이 추구해왔던 청빈이나 수련의 성격

과는 거리가 먼 휴양이나 안식을 위한 공간 시설이다. 물론 초기 계획 당시 

이곳의 대상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지만 만들어진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자국민에게 돌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정절이나 절제 

등 여러 유교적 인격 수양의 정서와도 구분되며, 종교성 유지를 위한 공동

체 생활 공간과도 별개인 최초의 한국형 ‘리트릿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맥락의 발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획되고 있는 수양관들의 규모나 

성격은 미국의 Billy Graham Training Center나, 캐나다의 King’s Fold Retreat 

and Renewal center와 같이 서양의 시설들과도 맥락을 나란히 하는 시점에 

와있다. 두 군데 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양관으로서 사시

사철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별히 캐나다의 사례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곳처럼 건축물에 자연 환경의 색채를 반영, 통유리, 환경적인 시설물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건물의 내

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쉴 수 있는 나열된 듯한 느낌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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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14] Billy Graham Training Center (http://www.thecove.org) 

    

   [그림2-15] King’s Fold Retreat and Renewal center (www.kingsfoldretreat.com) 

 [표2-10] King’s Fold Retreat and Renewal center 시설의 종류41 

 

 

                                           
41 5가지 카테고리 중 두가지는 건물 내부, 나머지는 건물 외부 공간에 대한 카테고리. 우측

에 *된 시설들은 외부 공간 영역에 설치된 시설이거나 외부 영역과 계연성이 높은 시설들. 

앵커 사이사이 마련된 포토존이나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 벤치 등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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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대륙의 깎아지르는 듯한 절경, 너

른 평원, 깊은 계곡 같은 자연의 규모는 안식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런 조건에 대

하여 전망 포인트, 둘레길, 중간중간의 포켓 공간 등을 공간적 여백을 두며 

조성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연 속에서의 안식을 오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외국의 환경적인 조건과는 상이하지만 최근 국내 기독교 수양관들도 국민

의 토착 정서나 지리적 조건에 맞고, 나아가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 이용하기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공간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설립 기관

의 내부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혜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

다. 그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 앞서 지금까지 2장에

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이어지는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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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고찰의 종합 

[표2-11] 2장에서 정리된 공간 사례 유형에 대한 정리 42 

유형① 

‘예배처’ 중심 유형 

유형② 

구성원의 종교의식과  

공동체 생활에 적합하게 특화된 유형 

유형③ 

휴양 및 안식을 제공하도록 조

성된 유형 

중앙집권적 폐쇄, 혼재 개방, 기능적 분리 

BC 1279~BC 1213, BC 200 ~ 중세 수도원(16-17c) <피정>의 등장 ~ 현재 

역사가 길었지만 문명

의 발달과 함께 급 쇠

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적응하면서 변화

되어 3)유형의 모태가 되기도 함 

피정, 선교사 휴양촌 등을 계기

로 다양한 형태로 확산 

   

유대 장막 구조, 

예루살렘성(그림 예시) 

쿰란, 데린구유(그림 예시) 및 

지하공동체, 유럽의 초기 중세 

수도원, 국내 자생형 수도공동체 

후기 중세 수도원(전성기-후기), 

현존 수도원, Retreat centers 

(US,CAN), 우리나라 외국인 선

교사 별장촌, 현재 수양관 등 

1)예배처 (성소, 지성

소) 

2)일반 생활 영역 

1)공동체 소통 및 교제를 위한 영역 

2)지식 생산 활동 영역 

3)종교적 의식을 위한 영역 

1)관리 영역 

2)서비스 영역 

종교적 권위나 제도를 

근거로 계획된다 

공동체의 성격을 고려, 자족적인 생활

에 용이하도록 계획된다 

환경적으로 고유한 것을 찾아내

고 발전시켜서 계획에 반영한다 

 

 

                                           
42 시대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사조나 기풍이 존재한다거나 변화의 스펙트럼에 대한 조명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이같은 분석은 통시적으로 존재하는 유형들에 대한 조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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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의 붕괴와 2유형의 증가              →  2유형의 변형과 3유형의 확산43 

- 예배처 중심의 대단위 계획은 쇠퇴 

- 소유지 면적 안에서의 예배처 중심의 

설계로 범위 축소 

- 국가나 공동체별로 다양해 연대별 프로토

타입의 발견에는 어려움이 있음 

- 소유측의 종교적 가치나 선호하는 미적 견

해에 따라 조성 

- 생활 영역 ＜ 서비스 영역 : 서비스 / 관

리 동선의 구분으로 관리 영역이 곧 생활 

영역 

 

일탈의 획득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귀농이나 전원형 코하우징 같은 다

양한 성격의 한국형 전원 개발로 이어졌던 것 같이 수도사회는 사회 부조리

와 병폐 현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공간이기도 했다. 중세에도 일

반 사회가 가진 숲에 대한 관념은 어둠과 악으로부터 위험이 도사린 정복 

불가한, 또는 신비스러운 곳이었다면 수도사들에게 숲이란 육체적으로 영적

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potentially dangerous), 동시에 끊임없는 생명력

을 공급받고 느끼는 요새이자 도피처(nurturing and life-bringing)였다. 이들

에게 외딴 숲의 광활함은 신의 현현에 의한 인간의 아름다움, 동시에 때로

는 깊고 어둡고 추한 인간 자아의 조명에 눈뜨게 하는 최적의 안식처이자 

수양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수도 공동체들 역시 지리 특

성상 험준한 골짜기가 드물고 낮은 산지 혹은 구릉이 많은 곳곳에서 바위 

밑이나 수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형태가 기독교리에서 중요한 기저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안식’에 대한 인식을 굴절시키고 있었기에 지금 여

                                           
43 이미 자신들의 기존의 생활 영역을 등지고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외부나 교계로부터 받는 

판단에 대해 공동체적 성격과 그 삶의 양식을 일관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사회 가치나 공간 패러다임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 다양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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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현대 기도원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병폐 현상, 또는 그렇게 

외부에서 느끼게 된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시대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

서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기독교 수양관들이 지향하는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국내 기독교 시설은 토착 수도 시설이 아닌 개화기에 기독교 선교 

차 한국을 방문해온 외국 선교사들이 개척해낸 공간과 지금 현존하는 서양

의 선행 모델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 고유한 

것을 찾아내어 공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서 정리한 표에서 말하는 

유형 2(공동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고려된 공간 환경)와 유형 3(관

리의 영역과 서비스 영역의 등장)의 결합이 일어난 형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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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기독교 수양 시설의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사회를 지나 2000 년대 초반에 나타난 자생형 

수도원이나 최초의 기도원, 숨은 기도처에 대한 기록은 앞장에서 정리한 

두번째 공동체적 공간 유형의 양태를 지니기도 했다. 그러한 시설들이 인격 

수양이나 기도 훈련, 심신 안정 등의 내적 성찰의 장치로서 교회를 

보조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세워져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서 기능했다면, 기독교 수양관은 이제 세번째 유형인 '휴양과 

안식처로서의 공간 구조' 의 연장선에서 변형과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크기나 성격,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 강원,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기도원들은 그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 

초기의 기도원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냇가를 끼고 야영하는 시설, 

몇 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홀과 몇 백 명의 인원이 숙박하는 

시설을 갖춘 초대형 기도원은 2000 년 이전부터 성행하였고, 기도원과 

교회를 수시로 오갈 수 있도록 대형버스를 통해 교외에 위치한 종교 테마 

시설, 양로원, 탈기구가 있는 어린이 테마 공원, 극기 훈련터, 눈썰매장, 

온천시설, 텃밭 등 각종 위락시설까지 갖춘 현대의 기도원은 이제 

기도처로서 종교적 가치관이 담긴 휴양지로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Retreat center> 사례들과 비슷한 공간 

문화적 감성을 지니면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한국 신앙인들의 성향에 

특화된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추출한 목록 중 전국적으로 수양 시설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경기

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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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입지적 강점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 중 경기

도 가평과 양평은 이 목록에서만44 15곳, 경기도 인천 강화군 9곳, 경기도 

남양주 8곳의 분포를 보이며 주로 경기도에 밀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평, 양평, 강화도는 계곡이나 강가에서 즐길 수 있는 친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용이하여 전원 교회나 기독교 수양 시설도 상당 수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기독 대안학교나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가평, 양평 지역 기독교 수양 시설 응집 벨트

인 ‘W존’의 발족 등 현대 휴양 트렌드에 대응하며 주변 교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표3-1] 표본 그룹 입지 분포표 (소재지(시설 수))45 

강원도 서울/경기도/인천 경남, 경북 전남,전북/제주 충남,충북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원주시 (5) 

강원도 철원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4) 

경기도 가평군 (8) 

경기도 고양시 (2) 

경기도 광주시 (4) 

경기도 남양주시 (6) 

경기도 안성시 (4) 

경기도 양주군 

경기도 양평군 (7)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파주시 (2)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화성시 

서울 은평구 

인천 강화군 (9)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군 

경남 울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대구시 

전남 여수시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제주도 (3) 

충남 논산군 

충남 보령시 (3) 

충남 서산시 (2) 

충남 예산군 

충남 천안시 

충남 태안군 (2)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2) 

충북 제천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원군 

 

                                           
44 본고에서 수집한 목록에는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양관의 수까지 계수한다면 더 많은 시

설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파악할 수 없는 것인데 

수도권 근처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양관이 여러 형태로 입지하고 있을 것이다. 수도권 이

남 지역권에도 절대적인 수적 증가가 있었을 것인데 축북 옥천군만 하더라도 <기독교 수양

관>이라고 포털 사이트 지도에 검색되는 수만 12곳에 달한다. 
45 이 연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기독교 수양 시설은 지역별로 각각 [강원도 16곳, 서울 

1곳, 경기도 41곳, 인천 9곳, 경남 3곳, 경북 2곳, 전남 1곳, 전북 2곳, 충남 10곳, 충북 6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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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서 각각의 시설이 등장한 설립 년도는 가장 오래된 195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설이나 재건축 및 보수의 기

록은 생략하고 최초 설립 시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표6-2] 설립연도별 구분 

50-70년대 8,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5 
39 

(전체 46곳 중 7곳 폐쇄) 

40 

(전체 45곳 중 5곳 폐쇄) 
10 

 

50~70년대 시설을 가장 오래된 시설로 분류하였고 이어 8,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시설로 나누었다. 오래된 기도원 시설은 그 외관의 

이미지나 시설 면에서 신앙인들의 기호에 따라 계획되었으나 최근에 계획되

고 있는 시설들은 기도 시설 혹은 수양 시설이라는 설립 목적은 동일하나 

90년대 들어서부터 조금씩 발견되는 변화가 있다. 먼저는 그 명칭을 붙일 

때 ‘00하우스’, ‘00랜드’, ‘00집’, ‘00동산’, ‘00카운티’, ‘00식

물원’ 등으로 계획의 주체가 기독교 단체라는 사실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

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식물원, 혹은 놀이 테마파크 

및 별장이나 호텔 심지어 차별화된 기독교 복합 장례 시설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도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의 포교 활동 혹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일반 휴양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내부 숙소와 부대시설, 

또는 주변 자연 경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절차 및 활동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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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수양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정보의 특성 

실질적으로 시설 접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양 시설들의 온라

인 정보 공개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표 3-3,4,5). 따라서 입지 형태에 따른 

구분에 앞서 수양관 시설 110곳에 대한 온라인 정보 공개 현황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입지의 파악이 불분명한 시설46들(표3-2)들은 전체 110중 모두 13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온라인 상에 남은 기록이 거의 없는 이들을 제

외한 나머지는 설립지 주소나 연락처 등 외부인이 대상지 접근을 위해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분량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홈페이

지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나름의 소통 방식으로 산재되어 있었다.  

[표3-3] 폐쇄 혹은 매각 사례 13곳 

시설명 소재지 요인 

감리교여선교회  제주도 확인 불가 

감리교연수원(샬롬유스호스텔) 경기도 양주군 확인 불가 

건업리 기도원 (생명길 선교관) 경기도 광주시 자연재해 : 산사태로 인한 시설 붕괴 

골드힐 카운티 충남 천안시 재정적 어려움 

덕동 수양관(제천제일감리교회) 충북 제천시 매각 

무궁화동산청소년수련원 강원도 설악면 임대 

문막수련원 강원도 원주시 시설 노후로 인한 폐쇄 

샬롬수양관 전북 진안군 설문 당시 ‘내부 공사중’이라는 회신  

선두수양관 인천 강화군 내부 분쟁 

성주산수양관 충남 보령시 운영 중단 (원인 불분명) 

신성 수양관 경기도 광주시 운영 중단 (원인 불분명) 

온누리복지타운 전북 고창군 확인 불가 

 

                                           
46 기독교 수양 시설은 운영 관리 측면에서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전체 110곳 

리스트 중에서 수련원 시설의 내부 관계나 재정적 문제에 따라 임대 혹은 매각되어 더 이상 

수양관으로서 운영되지 않는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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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기독교 수양 시설 110곳 온라인 정보 공개 현황 도표(1) (시설 명칭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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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기독교 수양 시설 110곳 온라인 정보 공개 현황 도표(2)(시설 명칭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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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기독교 수양 시설 110곳 온라인 정보 공개 현황 도표(3)(시설 명칭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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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온라인 뉴스 혹은 블로그나 인터

넷 카페 이용후기에서 연락처나 주소를 찾아낸 경위도 있었다.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최근 게시된 글

이 2010년 이전이라는 등의 기준을 통해 최근 이용의 흔적을 추적하기 어려

웠던 다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자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간적 특성 파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중 상당수의 시설 관계자들이 방문 인터뷰로도, 전화상으로도 자세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아 깊이 파악할 수 없어서 정보의 양은 

약간씩 상이하다. 또한 90년대부터 ‘목회와 신학’잡지에 게재되었던 수양 

시설 80곳(2005)과 여타 신앙 잡지 및 온라인 뉴스에 교계 활동이나 세미나 

대상지로 자주 언급된 시설들을 중심으로 수집한 수양관 110곳47 중 10%이

                                           
47 소재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선별,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아닌 공증된 기독교잡지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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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온라인 상에 공개된 정보의 종류와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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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설이 운영 중단, 시설 매각, 보수공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양관으

로서의 기능을 멈춘 상태라는 것도 자료 수집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이러

한 실태는 온라인을 통한 지리 정보와 시설 개방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볼 때 외부 이용자의 접촉 및 예약 즉각 체결 가능성

을 떨어뜨리는 분명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20년전만해도 

인쇄된 신문 보도나 입소문으로 구전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공간에 

대한 접근이 온라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분위기

에 따라 기독교 수양관 역시 교계 매스컴의 홍보나 개별 교회 행사 후 시설

에 대한 사진과 글 등의 다양한 기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표3-8] 온라인 상에 노출된 기독교 수양관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예시 

                                           
기관에서 주로 소개되었던 장소들 위주로 분류하였고, 더 이전에 설립된 기도원이나 수양 시

설이 있을지라도 현재 수양시설로서 기능하고있는 장소들만 나열해보았다. 

온라인 

소개 

문구 

-시설명 

-형용 문구 

● 아름답고 고요한 천연 자연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는 M수양관 

● 영적인 재충전으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는 T기도원 

● 교인들의 영적성장 및 신앙부흥을 위해 각종 교육 Program과 영성 훈련 

및 수련회를 하는 S수양관  

● 예배,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동

산 P수양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M에서 삶에 지친 영과 육에 치유와 회복을 얻으세요 

● 사귐과 나눔이 있는 곳, Y교회 Y수양관 

온라인 

기사 

타이틀 

-시설명 

-설립 목적 

-시설 규모 

-일정 

●‘P수양관’ 세워 은퇴 목사·선교사 섬긴다 : 헌신으로 부흥 일군 삼척 

K교회 김OO 목사 (2017-02-27, 국민일보) 

●‘W기도원’ 건립… 세상 향한 ‘빛과 소금’ 역할 감당 : 1만3388㎡ 

부지, 4개동, 성도들 헌신으로 부채 없어… 9일 봉헌 감사예배 (2016-10-

06, 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전문 

-시설명 

-시설 위치 

-접근 경로 

-시설 규모 

-관계자 인터뷰 

-설립 목적 

-설립 과정 

-종교적 동기 

-향후 목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SW교회(고OO 목사·사진)가 9일 ‘W기도

원 및 수련원’ 봉헌 감사예배를 드린다. 파주에 세워진 W기도원 및 수련

원은 경의 중앙선 야당역에서 도보 2분 거리다. 1만3388㎡ 부지에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OO 목

사는 “2012년에 새 성전 및 1, 2교육관 은행 대출금을 다 갚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또다시 파주 W기도원 및 수련원을 부채 

없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며 “단 한 차례의 작정 

헌금 없이 모든 대출금을 갚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덕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W기도원 및 수련원은 앞으로 예배와 집회를 통

한 영적 성숙과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나눔은 물론 세상을 향한 빛과 소



52 

 

일반적으로 수양관 소개 문구에서 서두에 강조하는 내용은 교외 자연환

경에서의 심신 수련 또는 안정이었다. 도시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높다는 입

지적 특성과 같이 타기관과 구별되게 하는 주목할만한 콘텐츠(예)최초의 십

자가의 길(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교계 최대 규모의 신식 숙소 등)들은 시

설을 부각시키는 강점이지만 타이틀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설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며 ‘재충전’, ‘치유’, ‘회복’ 등 재생의 개념이 담긴 

단어들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었다. 그 밖에 ‘은혜의 동산’, ‘거룩한 성지’, 

‘사귐과 나눔이 있는 천국’ 등 신성이 녹아있는 장소로서 표현하기도 했다. 

온라인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설립 기념 예배를 홍보하거나 수양관에서 열리

는 연례행사나 수련회를 공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설 접근 경로, 

공간 구성 소개, 설립자 인터뷰와 설립 기관의 장기적인 목적과 현재 하고 

-설립 기관의 

비전 및 과제 

금의 역할을 감당할 성전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반석으로 삼아 예배의 

회복과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다음세대를 키우며, 전도와 선

교를 통해 하나님나라 확장에 전력을 다하는 등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새

로 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다

음세대를 세우는 사명과 영혼구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주력하는 한편 다

양한 섬김·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해왔

다. 교회는 또한 복음의 다양한 접목을 통한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실버샬롬대학,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의 사역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

다. (2016-10-06, 국민일보) 

-시설명 

-접근 경로 

-프로그램 내용 

-일정과 비용 

-강사진 

-연락처 

다음세대 연합수련회는 9 일 오후 1 시 경배와 찬양에 이어 여는 예배로 

시작된다. K 전도사는 4 회 9 시간 동안 낮과 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김완진 목사는 10 일 오전, K 씨는 이날 오후 각각 1 시간씩 특강한다. 여는 

예배는 K 목사(PH 교회)가, 파송예배 K 목사(PK 교회)가 각각 설교한다. 

청년부연합회 K 회장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해온 청년들이 기도로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강사들이 인도하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려 이 시대 크게 

쓰임 받는 청년,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참석대상은 청년, 

중·고등부 학생, 교사, 교역자 등이며 접수는 2 월 4 일까지, 등록비는 

1 인당 4 만원이다. 다음세대 연합수련회는 예장통합 포항노회 

청년부연합회가 주최하고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포항CBS, 포항극동방송, 포항CTS 등이 후원한다. (2017-01-13, 국민일보) 

홍보 

예시 

리플렛형식 그림 4-1 

소책자형식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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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을 위주로 보통 200단어 안팎의 짧은 글로 소개되고 있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없는 관리자 직통 혹은 행사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공개되어 시설에의 접근을 돕고 있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

한 수양관 뿐만 아니라 설립 된지 오래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가 

소극적이었던 시설들에 대한 정보, 특히 규모(면적, 부대시설 안내, 수용 가

능 인원 명시 등)가 언급되어 있었다.  

 

[그림3-1] 잡지 ‘활천’ <기은 수양관> 소개글 

 

[그림3-2] 갈멜산 금식 기도원 월별 소식지(2017년 4,5월)48 

                                           
48 총 12페이지의 얇은 소식지 책자이며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소식지 앞뒷

면 : 찬양이나 예배 실황 음원으로 연결되는 QR코드, 매달 변경되는 핵심 말씀 구절, 안양지

점과 강화지점 각각의 월별 스케줄 차트로 업데이트, 기도원 사진란(행사나 계절 변화의 경

관을 전달하는 역할), 시설 개요와 비전 설명, 시설 관련 기관 명시와 선교회 홍보 / 소식지 

내지 : 칼럼과 말씀 구절, 홍보 멘트, 후원 계좌 



54 

 

온라인상에 공개된 설립 배경에는 개별 공동체 마다 다른 스토리나 과정

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시설 소개’에서 밝혀지는 것이 일반이나 

특정 시설이 개교회 소속일 경우 담임 목회자의 인사 메시지에서 언급되거

나 교회 연혁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시설들이 본래는 

은퇴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한 공간의 마련, 불우한 이들을 대상

으로 한 복지 공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설립 

배경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림3-3] <오륜 교회 비전 빌리지> 4대 설립 배경 및 목표 

설립된 지 오래인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모호한 설립 배경49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체계없이 상부 지시로 운영되고 관리되어 왔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시설들은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교계의 분위기에 

따라 명확한 시설(교육공간, 모임 공간, 영성 훈련소, 선교사 숙소, 수목장, 

납골당 등)을 언급하고 법규나 목표를 공개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표3-9] 개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된 기독교 수양관에 대한 정보의 예시 

                                           
49 모호한 설립 배경의 예시 -‘잃어버린 자들에게 은혜의 동산이 되기 위하여’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기도의 샘이 되기 위하여’  

온라인 

후기 문구 

-시설명 

-위치 

-글(접근성,  

시설 설명) 

-해시태그 

”AY수양관 사용후기” AY수양관의 장점은 교통편이 좋다는 것 ! 경부선 이

용하고 수양관까지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좋더라구요-! 전원적인 분

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잔디밭이 있어서 너

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라 좋았고 수양관 

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 AY수양관 강추입니다~ #교회 #Y교회 #YI교회 

(2015-04-15, 네이버 블로그) 

-시설명 ”경기도 교회 수련회 장소, OS수양관의 생생후기1” 안녕하세요 오늘은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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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플랫폼에서는 

기독교 수양관에 대한 전문 정보나 보도된 기사와 비교했을 때는 선택적인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용 후기에 대한 SNS 및 블로그 포스

팅을 통하여 일반이 접근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과 쉬운 언어의 사용 등으로 

정보의 폭이 확대되어 있었다. 체류했던 때의 느낌과 시설 분위기 등의 인

지적인 서술 뿐만 아니라 방문 당시의 활동 사진, 시설 관계자 사진 등을 

게재하고, 관련 검색어들을 해시태그 형식으로 나열하여 타인이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질문이나 연락처 등을 공

유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의 창으로 쓰이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각 시설에 담긴 실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이어지는 도표와 같이 숙박 

제공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내부 시설을 제공해주는 1)단순 수양 시설로서 

활용되는 유형부터 2)복지시설 강화 유형, 3)체육, 부대시설 활용 유형, 4)주

변 자연 조건 활용 유형, 내부 프로그램 강화 유형, 전원 콘텐츠 강화 유형 

(지역 특산물 재배, 주변 관광 재화화) 등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나누어 

-위치 

-글과 사진 

-접근 경로 

-관리자 연

락처(전화번

호, SNS) 

-이모티콘 

수양관의 후기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S교회에서 2박 3일간의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마쳤구요~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즐겁게 쉬고 충전

받고 가셨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 첨부합니다 ^^ / 즐겁게 말씀 나누시

는 중간에 한컷 찍었습니다 ^^ / 바비큐 그릴입니다 그릴이 넓어서 대용량

으로 한번에 굽기 편하고 좋더라구요~ 보통 삼겹살을 많이 구워드시지만 

저희는 이번에 닭을 양념해가서 숯불 닭갈비를 해먹었더니 정말 별미였습

니다 / 여럿이 식사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음식할 때 편하다고 하시네요 / 

직접 심어놓은 가지와 고추 입니다. 이번에 가니까 고추가 많이 붉어졌더

라구요 / 2014년 여름에 만든 샤워실입니다. 샤워장은 남녀 구분 된 두 

곳이 있고 세탁기도 새로 구비해두었으니 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수양관의 하이라이트 계곡 물이 너무 맑은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메기와 다슬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메기 메운탕도 해먹었고 다슬기는 

라면에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 돌아가기 전날 밤에 잔디밭에서 캠프파이

어를 했어요~ 모여 앉아서 함께 찬송도 하고 게임도 하다보니 정말 은혜

스러운 밤이었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수련회였습니

다 예약문의는 010-****-6223 이나 카카*톡 samantha11**로 주시면 상

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4-08-01,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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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명칭이 기도원이라고 해서 꼭 기도처나 리트릿 유형이라고 분

류할 수 있는 이용 행태가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교육원이나 훈련원, 수련원

이라고 명명했다고 해서 꼭 체육 활동이나 영성 훈련을 위한 공간성이 나타

나는 것이 아니었다.   

[표3-10] 컨텐츠 유형별 구분 

구분 기도처 및 수양 
복지시설 

강화 
체육시설 강화 

주변 자연 조건, 전원 콘텐츠 활

용 

내부 프로그램 강화 

시설명 

Acts29비전빌리

지 

제천기도동산 

생명의빛 예수마

을 

십자수기도원 

오륜비전빌리지 

(…) 

감리교육원 

(대안학교 운

영) 

영산수련원 

양수리수양관 

설악새동선수양

관 

새빛전원교회 

사랑의교회수양

관 

광성훈련원 

(…)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성빌립보 생태마을 

광림세미나하우스 

다일공동체 영성수련원 

로스기념관 

모새골 

무척산기도원 

하이패밀리 사랑의가정연구소 

(…) 

개수 65 1 11 19 

 

먼저 기본적인 숙박, 부대 시설을 갖춘 단기 수양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된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들은 도심과는 멀어진 전원 지역에 위치

하지만 산새가 깊지 않고 주변 경관에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논이나 밭이 

있는 평지와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대부분 2~4차선 규모

의 국도와 인접해 있고, 자체적으로 ‘십자가의 길’과 같은 테마 공간, 혹은 

인근 수변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샛길을 구축하거나, 평상을 배치

하는 방법으로 주변 외부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비중

이 주로 예배나 기도회 같은 실내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그림3-4) 

체육 시설을 갖춘 유형은 앞서 언급된 입지 조건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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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공터들을 덧붙여 계획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시설

이 소규모 축구장 및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수영장이나 탁구대, 암벽등반 코스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신청자

에 한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근에 위치한 승마장이나 복합 체육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그 밖에 내부 프로그램이나 전원의 자

연 조건을 활용하여 유기농 채소 판매나 특산물 소매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거나 학습이나 체험 등을 강화한 유형이 있는데 얼핏 첫번째 유형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흔히 수양 시설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수양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명확하여 그 주변 환경, 특히 각종 규모의 

등산로나 산책로, 수변 공간 등 뛰어난 접근성 같은 인프라를 가장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다일공동체 영성수련원, 옥천 수생 식물 학

습원, 성빌립보 생태마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그림3-5)  

한편, 대부분의 시설들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단순 수양시설로서 이

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첫째, 설립 기관의 재정 상황이나 대

상지의 환경 조건 같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처음에 명시한 비전을 이루

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강화 유형의 경우 독거 노인

이나 노숙인, 고아, 미혼모 등 사회 약자들을 위주로 외부에서 배식 배급 또

는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사용하는 사례는 많아도, 일반 

복지 시설처럼 공식적인 접수를 받거나 더불어 지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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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 시설은 위치한 환경에 지배를 받아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을 운영하

게 되기도, 또는 전원의 지역사회에 없던 문화 공간을 제공하면서 인근의 

환경적 틀을 새롭게 만들기도, 또한 도,농 주민간의 교류의 접촉점이 되기도 

한다.  

[그림3-5] 산 아래 구릉에 입지 [그림4-5] 산새가 깊은 골짜기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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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1) 입지 현황 

예로부터 기독교 수양시설들은 대개 산간, 분지, 계곡과 하천 상류, 해변

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왔다. 2010년을 전후로 계획된 시설들은 종

교 시설의 구축에만 치중하지 않고 문화 자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프로

그램이나 시설이 주변 관광자원이나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환경 자

원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둘레길이나, 개인 기도실, 가족묘, 방갈로 군락 등

을 계획하였다. 시설 계획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수준, 예를 들어, ‘소박한 

환경이 바람직하다’ 또는 ‘최상의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각 설립 기관 별 입

장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개는 이런 계획과 상관없이 입지 환경에 따라 (ex)

경사도, 지반, 투수 정도 등) 공간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표3-11] 입지 형태에 따른 기도원과 수양관의 특성50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 

입지별 

특성 

도심과 가장 가까움 

도시기능의 활용 

: 운영상의 유리함 

생활편의 시설의 활용 

(관공서, 상업지, 교통)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 

도시형과 휴양지형의 중간형이라고 

볼 수 있음 : 비교적 넓은 면적 확

보 가능 / 건축 계획의 폭이 확대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입지 

수련과 휴양의 공간 이용이 나

타남 

자체적으로 생활을 해결 

교통과 

거리 

도시내 접근이 용이 도시 중심부에서는 멀다 

시가지에서 1~2시간 이내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  

: 2시간 이상 소요 

국도나 지방도로로 이용 

입지 및 

배치 형

태 

수직성의 동선 체계 충분한 부지 확보는 어려움이 있음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소규모에서

는 저층 집약형 등이 나타남 

동분리형의 공간배치 多 

수평성을 강조한 동선체계  

: 저층 분동형 

단점 

높은 지가로 

신규 부지 확보 어려움 

도시 내 위치로 

경건한 분위기 결여 

그린벨트 등 건축 제한 지역이 많음 토지 비용은 낮으나 

개발 비용이 높음 

생활 편의 시설 원내 설치  

: 운영상 부담이 높음 

                                           
50 장경수(1999), 기도원 시설의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지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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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연구에서 광역 입지적으로 공간 특성을 구분한 예는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형이었지만 대부분의 수양시설이 전원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선정된 리스트를 입지에 따라 동일한 스케일로 맵핑해 

본 도면 결과물은 이어지는 내용과 같이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  

[표3-12]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한 수양 시설의 수 
해변 간척지,평야 강,계곡,호수 농경지, 임야 시가지 

9 4 54 28 1 

   합 96 

 

 
[그림3-6] 해변과 간척지 인근에 위치한 사례 

이미지는 대지 형태, 지역의 등고와 도로 및 대상 건물의 배치 등의 표현

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수변(해변, 강, 계곡, 호수 등과 가깝다)에 

위치하거나 내륙 산간, 평야(강화도)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생활권

을 벗어난 환경적 정취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었다. 수변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 물놀이 같은 친수 활동이 용이할 것이고, 임야나 기타 전원 지역

에 입지할 경우 등산이나 산책로, 채집 활동 등이 용이할 것이라고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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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시설들의 공식 홈페이지나 이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

면 주변 환경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이 약간씩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연환경 외에도 이중 80% 이상이 인근의 공공 관광지

(수목원, 관광단지, 기념관, 박물관 등)와 30분 거리에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시설 홍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3-7] 임야 산간과 농경 지역 인근에 위치한 사례 

임야 산간이나 농경 지역 부근에 위치한 사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시설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인근(반경1km)에 유사시설들이 존재

하지 않는 외딴 곳에 입지하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접근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 배차 간격이 넓은 마을 버스나 시설에서 행사 시마다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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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셔틀 승합차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모든 시설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

우 가장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팀 수양관 같이 특별히 소재지가 서울이

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일과를 마친 후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입지적 특징을 부각하는 등 기독교 수양관 각 시설마

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부각되는 다양한 특징이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는 

고도가 너무 높거나 산새가 험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입이 어

려워서 목적지에 이르려면 1km가까이 도보 산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3-8] 강, 계곡, 호수 등 수변 유역 인근에 위치한 사례 1 

수변과 가깝고 산새가 험준한 곳을 개발한다면 건축 헌금, 또는 기초 

공사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이 몇 배로 더 요구되기에 아예 초기에 개발이 

용이한 입지 환경을 선택하도록 신중하게 합의하여 접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반문의 제기가 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 중 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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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시설이 대상지 면적 전체를 교인이나 외부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사

례, 또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기증받아 나머지를 추가 매입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된 사례가 많다. 설립 기관이 입지 환경을 선택

하지 않으니 시설 계획시 미개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림3-9] 강, 계곡, 호수 등 수변 유역 인근에 위치한 사례 2 

토지 용도 변경 신청 작업부터 시작해서 진입의 편의를 위해 가장 인근

의 도로와 연결되도록 비포장도로를 개척하거나, 하천을 지나는 건널목을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고, 임야 산간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물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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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파내고 길이 없는 곳 사이사이로 평평한 돌이나 나무판자를 얹고 안전 

장치들을 설치하는 작업들도 요구되었다. 거의 모든 사례가 인적이 드문 곳

에 계획되기 때문에 시설의 설립 목적이나 배경을 채 표현하지도 못하고 기

초공사에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공사 도중 부딪히는 환경적인 요인

들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한계점도 존재하나 한편으로는 각각의 지리 환

경에 맞게 각각의 공동체나 설립 기관마다 다른 정서를 공간에 다양하게 표

현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그림3-7)  

  

 [그림3-10] 양재 청계산 기도원(2009) /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2008) 

2) 건물과 부대시설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수련회는 크게 대

형  혹은 중소규모의 하계, 동계 수련회가 일반적이다. 대형 집회가 가능한 

규모라면 성인 2,000명 또는 그 이상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초대형 홀

이 있고, 1시간 내지는 2시간 내에 전 숙박 인원의 식사가 가능한 규모의 

식당,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밤을 지낼 수 있는 숙소까지 갖춘 곳이다. 이런 

곳은 주로 대규모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나 문화 

트렌드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는 일, 또는 기본

적인 결점의 보수 외에 공간 이미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그렇기 때

문에 주변 환경의 심미성이나 부대 시설의 프로그램은 간과되는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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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와 운영차원에서도 숙박 가능한 인원과는 거의 상관없이 무리한 

인원을 수용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용상 불편한 경우

도 적지 않다.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양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운영 상

황에 따라 필요하면 가능한 만큼 시설을 증축하거나 확장시키는 방법을 택

하기 때문에 시설의 형태적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처음부터 고

려하고 계획된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

한 공간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사례들이 보이는 공간

적 다양성은 외장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치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기독교 수양관 건물의 형태를 위와 같이 네 가지로 가장 처음 구분한 것은 

1999년 한 실내건축학회지에 개재된 연구였다. 

[표3-13] 시설 배치 형태에 따른 구분51 
구

분 
집약형 분동형 콜로니형 파빌리온형 

형

태 

    

이

용 

단일 건물을 중심으

로 숙식, 및 기타 모

든 활동이 이루어지

는 단순 유형/ 실내 

영역과 실외 영역의 

인식적 경계가 가장 

명확하고 외부 공간

(운동장, 정원)이 조

성되어 있다면 그 동

선이 짧음 

주변 정원 및 휴게 공

간의 무작위 배치로 

분화되어 있음/ 다소 

넓은 대지면적을 요구

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움직인다면 동선

이 길어지는 유형에 

속하지만 경우마다, 건

물의 규모에 따라 다

름 

객체들(주로 숙소나 개

인 기도실)이 단일 본

동(예배처 세미나실)의 

기능에 기생하고 있는 

형태 

집약형과 비슷하지만 

증설의 개념으로 건물

을 통로와 함께 덧붙

여 나간 사례가 아니

라면 우리나라 수양 

시설에서는 잘 발견되

지 않는 유형 

 

 

ex 
사랑의교회 수양관 

생명의 빛 예수마을, 등 

양수리 수양관 

실촌수양관,  

필그림 수양관 

리버샤인빌리지 등 

필그림 하우스 

 

 

                                           
51 건물 형태의 구분은 다음의 학회지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장경수(1999), 기

도원 시설의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지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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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위성 사진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96개의 건물 유형과 배치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형태는 규모가 다른 여러 건물들과 계획 영

역 안에서 이들의 불규칙적인 산재였다. 이를 상대적으로 배치의 방향성이

나 위계가 두드러진 <콜로니형>이나 <파빌리온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분동형>, 그리고 <집약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개 기능 집약적인 건

물 한 두 동의 계획으로 시작해서 방문객이 늘어나거나 설립 기관의 필요에 

의해 증설 또는 개조함으로써 분동형으로 발전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수양관이 분동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집약적인 형

태는 아니었다. 규모가 큰 집약형 건물 한 동 내지 두 동을 계획하는 경우, 

간단한 슬라브 축조로 용도에 따라 여러 동으로 나뉜 사례들이 그 예이다. 

순서적으로 건물의 배치가 먼저이고 그 입지 구조를 바탕으로 외부 공간 토

지 이용이 결정되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토지를 따로 떼어놓고 소공원이

나 가든으로 계획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건물을 

세우고 남는 자투리 공간 정도의 제한적 필지에 대해 대체로 거의 모든 수

양관이 종교적 컨텍스트의 반영을 시도한다. 보편적인 예는 건물 주출입구

를 기준으로 앞 뜰에는 공유 공간(주차장, 편의시설, 식수대, 설치물 등)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기도터를 마련52하여 개인 기도가 

가능한 소위 ‘기도 동산’ 또는 기도칸이 열을 지어 배치되는 형태이다.  

                                           
52 만리현교회 홍천수양관(&보령수양관)이 그 전형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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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8개의 기독교 수양관 배치도 (a) 

우리나라 기독교 수양관에 대해 선행된 연구들을 돌아볼 때 시설의 공간

적 특성, 공간 배치의 특성은 사례별로 다루어진 바 없는 영역이기에 이를 

조금 더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앞서 추출했던 리스트 중 동일한 스케일로 

건물과 외부 공용 공간을 표기한 경기도 지역 18개의 시설들을 나열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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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8개의 기독교 수양관 배치도 (b) 

면적은 각각 최소 약 ㎡에서 ㎡로 적게는 서른명부터 많게는 천명이상 수

용 가능한 다양한 규모이다. 이중 9곳이 서울 소재 대형 교회의 부설로서 

모두 동서울에서 1시간 이내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

다. 주요 시설로는 숙소, 식당, 예배처, 다양한 성격의 공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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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4] 경기도 지역 18곳에 대한 공간 이용 동선 구분표 

사례 공간 이용 동선 구분 / 건물과 외부공간의 관계 
 

 
   

정동제일교회수양관 

충신교회수양관 / 모새골공동체 

안디옥처치스테이 

창신교회기도원 

다일공동체 영성수련원 

생명의빛 예수마을 

지면과 매스, 이분적 조합으로 구성 

동선이 길지 않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오브제없음, 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죽은 공간이 생기고 황량한 기운을 조성 

공터의 목적이 불분명 :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제한 & 탐색의 한계선이 불

분명 (야생 자연에 노출된 듯한 안정적이지 못한 낯선 정서를 유발시킴) 

 

 

  

 
 

승동기도원 

새문안교회수양관 

오륜비전빌리지 

양수리 수양관 

수동기도원/감리교육원 

사랑의 교회 수양관 / 십자수기도원 

평화교회수양관 / 광성훈련원 

메인 건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유형  (중앙 통로 확보 / 중첩 슬라브) 

건물 주변 순환 유형 

인공의 영역과 주변 자연 영역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음 

공간 분산으로 관리가 어렵고 동선이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음 

중첩적인 slab 혹은 주변 식생에 가려져서 사방의 시야가 답답하고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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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동산 

팀수양관 (소재지 : 서울) 

내부 순환 + 외부 순환 + 부분 간이 동선 

계획의 내용이 종교 context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전체성을 가

짐 

공간 및 기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으로 관리가 쉽지 않음 
 

과거에 한 선행 연구에서 기독교 수양 시설 건물의 형태적 특징만을 조명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사례가 있었다면 외부 공간을 포함한 수양 

시설의 전 체적인 공간성 또한 시설물의 배치나 동선에 따라 보편적으로 묶

이는 몇 가지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유형인 첫번째는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주차장 혹은 집단의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터와 예배나 기도 등 종교적 의미로서의 쉼 또는 수

양이 가능한 건물 이분적으로 구분된다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구분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수부터 첫 번째 유형과 구별된다. 주로 

대상지 내에 여러 개의 건물동으로 분산 되어있는 형태인데 각 각의 건물이 

균등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숙소, 식당, 중소규모 세미나실 등을 모든 건물

에 배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의 무게를 한 개 건물에 중 심 

시켜서 관리실, 중앙 예배처, 숙소, 식당 등이 함께 있도록 하고, 추가 숙소 

또는 각종 규모의 세미나실, 또는 종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소공원이나 

시 설물 등을 주변에 배치한 사례들로 구성된다. 이중 전자의 경우 특별한 

위계나 방향성이 없이 순환적인 동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 

기능이 집 중된 특정 시설이나 상징적 공간을 향한 중앙 통로가 확보되거나 

중첩적인 건물 슬라브 사이사이로 지나는 동선이 형성될 수 있다.    

끝으로 마지막 유형의 경우 먼저 그 규모나 배치의 형태를 보았을 때 첫

번째 에 해당하는 사례들과 쉽고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과는 건물의 수나 대지 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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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면에서 종 교적인 컨텍스트를 전혀 표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번째 유

형에서만 가능한 동선과 공간적 특수성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꼭 종교성이 짙은 물성이 아닌 편안한 감성을 자극하

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과 공간적 탐험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처럼 정형화 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대신 위요 되어 있는 아늑함이 느껴지도록 건물들을 소유지 경계면을 따라 

곳곳에 배치하여 공간과 공간, 건물과 건물의 사이에 전원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화단이나 정원, 전망대 등 친환경적 볼거리로 채우고 있다. 기존의 

기독교 수양 시설들(주로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라는 공간 명칭을 가지는 

사례들)의 경우 용도에 따른 건물 배치와 대지 활용 특성에 대해 공간과 공

간 문화를 살펴봄이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의 대상이 언제나 종교인들과 각종 종교적 집단 활동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목적이라면 숙소, 식당, 예배처

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례들을 토대로 삼아 그와 비슷한, 또는 좀더 현대식

으로 개선된 형태로 유치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번째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 조명되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의미와 기능은 종교적 역할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림욕장, 수목원, 올레길 인프라 등의 컨텍스트가 가지

는 <자연에서의 안식>과 같은 비종교인들도 공감하는 Retreat의 틀을 완성

시키며 기존의 기독교 수양시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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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5] 공간 유형 구분표  

성격 기독교적 context의 표방 비종교적 공간 활용 

유형 건물 시설 조성형 종교 연계 외부공간구축형 비종교적 시설 구축 

 

   

공

간 

서비스 공간(진입로+주차공간) / 건

축물(건물1~2동) 

서비스 공간 + 건축물(3동 이상) 

종교적 context 있는 연계 공간 

서비스 공간 + 건축물(공간 기능 분

산 및 환경조성 목적으로 산재되어 

분포) / 연계 공간 

유

동

성 

중소규모 단체 활동, 단기 투숙 

실내 프로그램에 적합 (사용료, 주변

환경 활용) 

 

종교적 context 함축 공간  

시각적 오브제가 있는 동선 구축 

 

친환경적 레저 및 휴양 인프라 조성 

/ 반드시 종교적이지만은 않음 

: 일반인에게도 효용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형

태 

내부 활동에 집중된 공간성이 나타

남 : 예배, 그룹 모임 등 실내 활동

에 적합 

소극적 외부 공간 계획 : 공간 이용

을 자율에 맡기거나 정규 투어 프로

그램 도입 운영 

적극적 외부 공간 계획 : 비종교인

이 방문해도 자연스러운 시설 프로

그램과 환경  

시

설 

주차장, 예배처, 숙소, 식당 랜드마크, 산책로, 매점, 카페, 쉼터, 

소공원, 체육시설 

둘레길, 정원, 전망대, 순환 동선 

 
교회에 대한 건축적 연구들이 건물 외관의 이미지나 형상에서 시작하여 

내부 구조 및 외장 요소의 분석으로 이어졌던 것은 기독교 공간에 대한 특

성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흐름이다. 더 드물게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로서 

수양관에 대한 분석의 틀은 건물의 형태나 구조, 내부 시설의 실 별 현황 

등으로 소수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한 두 차례의 학술지로 발표되었던 것

이 전부였다. 한번 지어진 후에는 좀처럼 변형이 없는 종교 시설의 특성상 

몇 안되는 연구들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점이 지금처럼 분화되고 

다양해진 기독교 수양관 공간과 그 기능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

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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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국에 위치한 기독교 수양 시설 표본 그룹을 추

출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표본 그룹에 속해있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공간성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실내 활동에 집중된 

첫번째 유형의 경우 대상지로 접근하는 진입로 및 주차장 같은 서비스 공간

과 건물이 양분된 측면이 다른 유형들보다 뚜렷하게 부각된다. 그 중에서도 

계곡이나 호수 또는 인근에 산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더러는 주어진 주변 

환경이 무엇인가에 따라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을 권장하며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양분된 두 가지 구조물 외에는 다른 부대시설을 계획하

지는 않는다. 여기서 경제적 조건이나 설립자의 의중에 따라 두번째 유형으

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개 첫번째 유형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환

경을 활용하여 개발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설의 목적에 따라 종교

적 의미와 상징물을 표현함으로써 장소 활력과 종교 공동체 의식 고취에 기

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한 집단이다.  

만일 다수의 특정 사례들이 첫번째나 두번째 유형의 공간적 특징을 가지

고 세번째처럼 비종교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었더라면 세번째 유형에 대한 

별도의 공간적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양 시설들의 

공간적 표현에 있어서 종교성이 짙은 시퀀스를 주장하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는 것은 종교 집단의 특성상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에 그

와 달리 시설의 성격을 일반화시킨 유형들이 부각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설립자의 취지나 구성원의 의견 반영 또는 재정이나 자연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분화된 양태로 나타나는 기독교 수양 시설에 대해 어떤 

정확한 기준을 두고 분류하기 보다는 그 다양한 상태 그대로를 관찰하여 기

록하는 것이 그 장소적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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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양관 유형별 대표 시설에 대한 고찰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세가지 공간 유형에 따른 대표 시설 세가지의 

공간 문화적 특성을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며 각 시설의 개요, 시설의 규모, 

외관,오브제, 조경 등을 중심으로 시설 관계자가 공개를 허락한 범위 내에서 

공간 수립 과정이나 발견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수양시설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

간 요소는 시설 전체의 분위기나 외관이 주는 느낌 지면에 계획된 시설물들

의 모양새 또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가로 등이 있다.  

[표4-1] 공간 구성에 따른 특징 구분 

공간 구성에 따른 특징 

요소 지면 가로 시설물 

특징 
특정 공간의 성격이 전체 시

설의 정체성에 지배적인 역할 

흥미 요소가 특정 가로

에 국부적으로 나타남 

①특정 시설물을 기점으로 공간 

활동이 유발됨 

②특정 물상으로 경관을 조성 

 

또한 수양시설의 공간조성과 리트릿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연결고리로서 

리트릿 공간이 가지는 주요 쟁점을 접근성, 편의성, 다양성, 보편성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관찰 내용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격

에 따라 건물의 입지나 기타 시설물의 현황, 교통편, 진입로 등의 공간 구성 

요소들과 프로그램이나 시각적으로 포착되는 공간의 생활 문화 등을 기록하

는 방식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 

 

 



75 

[표4-2] 공간 분석의 틀 

성격 관찰의 내용 

접근성 
어떤 공간적 특징으로 Retreat 및 수양 시설의 특성을 고려

한 입지라고 볼 수 있는가 

교통편이나 진입 방법 등 공간으로의 연계 

입지, 교통편, 진입로 등 

공간으로의 접근 방식 

편의성 
이용 특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구조는 어떠한가 

서비스 공간의 존치 여부 

서비스 시설, 

공공 시설물 

다양성 
자체적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의 공간 문화적 특징이 어떠한

가 

종교적 기능 외에 어떤 일반적인 유휴시설을 갖추었는가 

자체 프로그램, 

공간 문화 

보편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공간이 설치되어있는가 

프로그램 성격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수양 시설의 경우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

았지만 전원의 자연 경관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에서의 종교적 모임이 가능

한, 또는 일반 학술 세미나나 모임이 가능한 드문 유형이다. 수도권이나 대

도시 부근에 위치한 기독교 수양 시설 대부분이 상가 건물에 숨은 듯 조성

된 폐쇄적인 형태라서 관계자 외 종교 그룹이나 일반이 접근하기엔 더욱 쉽

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과 다른 공간성, 또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 행

태가 두드러진다.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기독교 

수양 시설의 양태를 대표한다. 사실상 지금은 이전에 비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오래된 사례이기도 하나 아예 사라지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변형을 거

듭하면서 지금도 일일 방문자 천 명을 기록하며 오래도록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세번째 유형에 대한 시설은 기독교 수양 시설로서는 가장 낯선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식물 학습장의 형태를 하고 있는 사례이다. 겉으로 표방하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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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문구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도 기독교적인 색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도 연간 ()명이 방문하고 있는 우수한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인근 지역 목회자인 설립자의 오랜 사역 경험에 따른 취지와 

의도가 반영된 운영 방침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에 대한 사례는 창신교회수양관(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71-4번지, 설립년도 : 2008), 둘째는 청계산 기도원(서울 서초구 원지동 510, 

설립년도 : 1965), 세번째 유형에 대한 사례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충북 옥

천군 군북면 대정리 100-10, 설립년도 : 2003)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 설립

되는 기독교 수양시설들이 대형 건설사를 통하여 지어지는 반면, 이 세가지 

사례는 모두 건축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설립 주체의 지인이나 소속 교인

들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획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각각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의 인원을 한번에 수용

할 수 있는 규모여서 관리 집단이 시설에 대해 사무적이거나 영리적인 접근

을 하기보다는 장소 애착을 가지고 시설을 꾸미고 발전시키고 있는 특징이 

드러난다. 각 시설의 설립년도(1965, 2008, 2003년)는 처음 인가를 받고 첫 

건물을 지은 시점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생각

보다 그에 대한 자료들이 상세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그래서 개별 시설들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대

상이라고 보았고, 처음 설립 당시의 배경이나 시설에 대한 설명 등 관계자 

3인과의 전화인터뷰, 대면 인터뷰 등 대화를 시도하였다.  

2017년 1-4월 중 세 차례 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설 관계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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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설립 당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1차적으로 구술 그대로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직접 현장 관찰했던 내용

에 덧붙여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공간 구성과 이용 특성에 시

설별 설명과 특징으로 기록하였고 대화체 그대로 적어냄으로써 설립자의 이

야기나 건축 당시의 느낌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1) 창신교회수양관 

창신교회 수양관은 현재 ‘창신교회 기도원’이라는 명칭으로 서울 서초동 

소재인 본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수양

관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로 북한강변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울에서 

차로 한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독

특한 점은 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내규53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회계 보

고를 올리도록 체계화 한 것이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개재되어 있다는 점

이다. 과거에 운영 및 관리법에 대한 규제나 경비 공개의 투명성을 간과해

왔던 대다수 기독교 수양 시설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계획 초기에는 법규에 

명시된 운영 방침 내규에 적힌 것처럼 ‘교인의 신앙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관계자들이나 성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외부 기관

에서도 대관료를 지불하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곳은 앞장

                                           
53 …제2조 (위치) 창신기도원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71-4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창신기도원은 교인의 신앙 향상과 교육 및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관리) 본 기

도원은 동산관리부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5조 (재정) 기도원 관리운영 경비 교회 예산으로 

하며, 자체 수익금은 기도원 운영에 관한 사업회계로 입·출금한다. 제6조 (결산) 기도원의 

사업회계는 매년도 말 결산하여 당회와 제직화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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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본 그룹에서 분류했던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 중 가장 그 공

간적 특징이 뚜렷한 시설이었다. 진입로와 시설물의 양분된 공간 구성을 중

심으로 주변 외부 영역에는 포장된 주차장 겸 앞 뜰로 쓰이도록 둔 채 별다

른 묘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4-1] 창신교회기도원 배치 도면 

시설 면적은 ㎡, 건물은 ㎡로 표본 그룹 중 최소 규모이다. 관계자 인터뷰

(창신교회 기도원 계획,관리,운영 총괄 사무장)에 따르면 당회에서 시설 계

획 당시 대형화하지 않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여 교인들 중심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던 이유는 주변의 다양한 기도원 사례들을 보았을 때 수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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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놓고 관리나 운영 면에서 공급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폐허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답습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그렇게 밝힌 바와 같이 

이곳은 주중에 한차례 기도회 형식으로 정기 본교회 프로그램에 모이는 2-

30명이 여유롭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모이고 단체 인원 60명이 사용시 적

정 규모로 지어졌다. 다음은 창신교회 기도원의 주요 시설의 개요와 사진 

및 도면그리고 공간 이용 시퀀스에 관한 표이다.  

[표4-3] 창신교회 수양관 시설 개요 및 관련 사진과 도면  

 개요 사진 도면 시퀀스 
1 

대지면적  

:약1,800

㎡ 

 

건물면적  

:약300㎡ 

 

<구성요소> 

1층 예배실 

및 목양실, 

교제실, 식

당, 화장실, 

샤워실 등  

 

2층 숙소와 

옥상 데크 

 

 
 

 
 

 
 

 

◎지형에 따라 굴

절된 진입 방식 : 

계곡면을 따라 방

향이 진행될 것 같

지만 개울 건널목

으로 우회하여 건

물에 도달 

 

◎강변 전망 : 

시설 2층 테라스에

서 한정된 범위의 

북한강 원경을 조

망 

 

◎건물 주변 샛길

을 통한 공간의 접

속 : 

냇가나 계곡, 부활

의 장지 등으로 연

결 

2 
시설명  

:부활의장

지 

 

면적  

:약2,000

㎡/기도원

으로부터 

직선100m 

거리  

 

 
 

 

◎진입 방향에서는 

숨겨진 공간성 : 

메인 건물 뒤로 형

성된 샛길을 따라 

돌아 들어간 첨탑 

아래에 위치 

 

백색의 건물 외관과 통일성 있게 설치된 고전적인 백색의 십자가 탑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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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건물의 전형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면에 사용하였다. 흔히 인용구나 

말씀구절이 새겨진 석상 등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수양 시설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과하지 않은 외장적 표현을 해두었다고 볼 수 있다. 복층 구조인 건

물 내부는 교제실이나 기타 관리자공간 및 예배 모임이 가능한 1층 홀과 숙

소가 있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 규모가 작은 만큼 준공 시에도 교

회 일반 성도들이 함께 공사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나서서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개개인이 직접 애착을 가지고 필요

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 유형과 

구별된다.  

[표4-4] 창신교회 수양관 프로그램 구분표 

구분 내용 

주요시설 예배실 / 숙소동 (독방, 단체실) / 관리동 

<부활의 장지> - 자연 장지 (23구 안치)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기도회 (11시~15시) 

예약 방문 및 숙식 가능 

실내 실외 

 
소규모 세미나와 집회 

 
행사나 절기 음식 장만(김장)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청소년 단체 물놀이 

 

백색의 건물 외관과 통일성 있게 설치된 고전적인 백색의 십자가 탑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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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건물의 전형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면에 사용하였다. 흔히 인용구나 

말씀구절이 새겨진 대형 설치물이나 조각된 석상 등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수양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하지 않은 외장적 표현을 해두었다고 볼 

수 있다. 복층 구조인 건물 내부는 교제실이나 기타 관리자공간 및 예배 모

임이 가능한 1층 홀과 숙소가 있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 규모가 작

은 만큼 준공 시에도 교회 일반 성도들이 함께 공사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

에 나서서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개개인이 직

접 애착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서 다른 두 가지 유형과 구별된다.  

2) 청계산 기도원 

설립된 지 50년이 넘은 청계산 기도원은 약 308m의 완만한 경사길(그림

4-2)을 따라 오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평균 수고가 5m를 넘는 벚나무

들이 열식 되어 있는 경사 진입로를 따라 오르다보면 가장 먼저 기도원 주

차장에 이르게 되고 가파른 산새 가장 초입에 위치한 부대시설(식당, 카페)

이나 관리실을 먼저 접하게 된다.  

 

[그림4-2] 청계산 기도원 벚나무길 진입로 
 

숙식 문의나 예약 접수 절차 또는 간단한 차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두개의 

관리동 각 뒷편으로는 숙소 및 모임공간이 칸칸이 줄지어 있고 더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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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게 되면 평지가 이어지는데 그곳에 허름한 샤워장, 세탁실, 화장실, 

창고, 채소밭 등 기도원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과 상주하는 이들의 생활 영

역이 발견된다. 주요 시설물이나 화단이 사이사이 배치되어 있는 중앙로를 

따라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오르면 50년 전 지어졌던 원형 그대로 쓰이고 

있는 40평 남짓 되는 예배당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청계산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주 목적지로서 3장에서 밝힌 두번째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간성 중 

하나인 대상지 내에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동선이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수십년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숙식

하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건물터를 지나 함성에 가까운 기도 소리, 예배가 

끝난 후 울리는 옛날 종소리, 스피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 등 

청각을 자극하는 오래된 한국형 기도원 문화들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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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예배당 뒤 산기도터 
 

예배당 출입구에서 나와 뒤로 돌아 숲으로 들어가면 뒷산 전부를 거의 기

도터로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는 청계산 산기도터가 있다. 숲 속 깊은 곳까지 연결되는 기도원의 

연속적 공간성에 대해서는 산행 진입 지점에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터골 주변에 형성된 빼곡한 침엽수 군락의 배경 뒤로 숨겨진 기도

터가 있다는 것으로 기도원 방문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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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숲 속에 조성된 기도 평상 

따라서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 평상의 형태인 기도 자리 시설물 약 10~15

개 정도(그림4-4)가 설치 되어있지만, 꼭 그 자리에서만 기도를 하도록 제한

된 것이 아니라서 뒷산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터를 

조성해 놓기도 하고 산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큰 바위나 각종 규모의 목재 

판자 등으로 소규모 계단을 만들어둔 모습들이 발견된다.  

 [표4-5] 청계산 기도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표 

구분 내용 

주요시설 숙소동 (독방, 단체실) / 관리동 / 예배당 / 샤워장 / 창고  

뒷산 기도처  

채소밭 

프로그램 운영 매일 기도회, 예배 

상시 일반적인 방문 및 숙식 가능 

실내 실외 실외 

예배 및 세미나 산기도 카페 및 식당 이용 교제 

개인 기도 실외 개인 기도 채소밭 관리 

소모임 실외 단체 기도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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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청계산 기도원 전체 시설물 도면 (원터골 진입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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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립된 지 7년 뒤인 72년에 이 일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나 보수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면 보수로는 환

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데 허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짐작케하

는 다양한 공간, 특히 숙소는 2015년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남녀 각 

독방, 2인실, 단체실이 있는데, 둥글게 모여서 단체로 모임을 갖거나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이 8인실, 15인실(3개), 30인실, 40인실로 시설의 명맥

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청계산 기도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원 중 하나인데 요즘 시대의 건축 계획처럼 앉을 수 있는 시설

물이나 설치물의 구조 및 전체 공간의 느낌, 건축물 및 주변 외부 공간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단번에 구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증받거나 구입한 

것들이 필요한 곳에 놓여있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서 통일된 분위기보다는 

산만하지만 일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림4-6] 한국 기도원의 좌식 문화 
 

  

[그림4-7] ‘기도 명당’ 의식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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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기도원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한국형 기도원들의 대표적인 오랜 

전통은 기도를 위한 장시간의 좌식 문화이다. 장시간 앉아 있기 위하여 각

자 앉은 자리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응용하는 것

도 기록할만한 하나의 특이한 점이었고 특히 실내가 아닌 외부에 나와서 앞

서 언급된 기도터 영역 내에 특정 자리를 잡고 편히 앉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의자나 텐트를 설치한채 몇일 밤낮을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 등의 활

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간혹 ‘기도 명당’ 자리를 놓고 다툼이 일기

도 한다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계산 기도원만이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문화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림4-8]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는 품종, 시중에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초화 식재 

기도원 주변 수목의 종류는 잣나무나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우

리나라 산림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다. 

관목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회양목, 

사철나무 등 관공서 조경에 자주 쓰이는 흔하고 자생력이 강한 종류로 이루

어져 있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벌어진 틈새, 계단과 건물 사이, 길목 곳

곳에 벽돌 마감 혹은 시멘트를 바른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화단을 만들어 

단가가 저렴하면서 시중에서 포트 단위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초화류인 백일

홍, 꽃잔디, 펜지, 채송화, 붓꽃, 등 소박한 식재로 꾸며 두고 있었다.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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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론하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초기 한국 기도원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한국의 유명 목회자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기도 훈련터로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 정

의하는 잘 조성된 종교 시설의 특성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목가적인 풍경이

라던지 채광이나 주변 경관 투영에 용이한 통유리 등 현대적이고 세련된 요

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가장 소박하고 친근하

며 전원의 특성이 잘 드러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

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형 기도

원 시설이 전국적으로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하루 방문자 천 명 이상씩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곳의 시설이 현대적으로 잘 정비되었거나 편리해서

라기보다는 오래된 기도원 시설에서 느끼는 신앙인들만의 향수54가 있어서

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4 기도에 대한 열망,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정서적 안정감 또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

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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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생식물학습원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이 학습원은 과거에 포도밭이었던 자리에 2003년부

터 다섯 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수생 식물을 재배, 번식, 보급55이 

가능한 관경농업장으로 가꾸기 시작한 곳이다. 현재의 수생식물원은 주서택 

목사가 매입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과 열대지방의 대표적인 수

생식물을 재배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확장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수련이 아

닌 전인적 휴양과 교육의 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재 이 학습원은 물을 정화시키는 수생식물 재배와 전시를 통해 어린 학

생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호수와 산 하늘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내면적인 상처를 입은 현대인들의 심신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

년 10월 28일부터 충북 교육청 지정 과학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일반적인 수생식물을 포함하여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수생식물 등 1만여본이 재배되고 있다. 또한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충북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자연 체험 교육 현장으로도 명소로 꼽히게 되었는

데 대상지 삼면이 대청 호수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에 다른 시설의 성격이

나 경관과 섞이지 않는 원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다. 

                                           
55 세계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수련이 70종이라면 이곳에는 그중 50여종의 수련이 재배, 전시

되고 또 수생식물을 재배하기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waterpl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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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위성 사진 (방아실골 일부 포함 면적) 



91 

 [표4-6]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주요 시설 개요 및 관련 사진과 도면  

 개요 사진 위성사진과 도면 시퀀스 

1 

면적  

:약290㎡ 

1층 단체 

식당, 교제

실  

2층 숙소와 

다락 
 

 

 
 

◎좁은 계단길을 통

한 진입, 근경에 수

공간(수질 정화 연못) 

위치 : 수생 식물 학

습원으로서의 장소성 

명시 

2 

면적  

:약215㎡ 

1층 부엌, 

교제실  

2층 숙소와 

다락 
 

◎1건물로부터 수평

진입 

수변의 테라스가 한

정된 영역의 장소성

을 확보해줌 

3 

면적  

:약220㎡ 

1층 부엌, 

교제실 2층 

숙소와 다

락 
 

◎내부에서 창을 통

해 수공간의 중경, 

원경을 동시에 조망 

4 

면적  

:약400㎡ 

1층 교제홀 

예배당 2층 

숙소와 다

락 
 

 

◎경사로를 통한 진

입 

수변을 통과하는 굴

절된 진입, 건물 내

부로는 길과 계단에 

의한 공간의 접속 

5 

면적  

:약170㎡ 

1층 부엌, 

교제룸, 숙

소 2층 숙

소와 다락 
 

◎진입 방향에서는 

숨겨진 공간성 : 

경사로와 굴절에 의

한 진입 

6 

면적 (각) 
: 약430㎡ 

: 약280㎡ 

: 약210㎡ 

: 약210㎡ 

<구성요소> 

수련 및 수

생 식물 재

배장 / 열

대 식물 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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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7]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표 

구분 내용 

규모 

면적 : 표4-4에 각 시설 면적 명시  

건물 높이 : 주로 3층은 다락으로 처리  

외관, 오브제 : 철제, 목재, 조적(점벽돌) – 지역의 자연석과 같은 색상으로 구현함 

조경 : 천사의 나팔 등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나기가 어려워서 노지에 식재하지 않는 식물들 다

수,  수생식물 10,000여본  

주요시설 

100만여평의 호수 정원 위 5개 수도원풍 건물과 학습장  

수생식물 (수련, 가시연, 연꽃, 부레옥잠화, 물양귀비. 파피루스 등 150여종) 10,000여본을 재배

하는 수생식물 농장 조성 

생활 오폐수를 수생식물로 정화시켜 1급수로 흘러 내보내는 자연 정화시설 설치 

대형 온실 4동 안에 수생식물 전시관 운영 

물사랑, 자연사랑 홍보관 및 교육실 운영(waterplant.or.kr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프로그램 

운영 

상시 일반적인 방문 및 숙식 가능 

수생 식물 학습원 해설사   

내적치유세미나 

목회자영성세미나 

전원교회  

2018년 (기존의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 단기 수도생활 합숙 프로그램 

 
예배 및 세미나 

 
수생 식물 학습활동 

 
체험 학습의 장 

치유 프로그램 수도 영성 프로그램 문화의 밤 

 
소모임  

수도 생활 체험 
 

수변 산책 

 
전망대 관람 

 
결혼식 

 
수생 식물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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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 휴식 

 
다락방 명상 

 
둘레길 산책 

 

 
[그림4-10] 중세 수도사의 의복과 일반적인 현대 수양 시설장의 옷차림 

 

이러한 공간 프로그램으로나, 건물이나 외장 등의 물리적 요소가 주는 느

낌으로나, 그 밖에 모든 면에서 볼 때 겉으로 이곳은 종교적으로 표현된 측

면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라는 기독교 바

탕의 사역 단체 주관으로 계획된 곳으로, ‘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일반

인도 공감을 얻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학습원 형태로 조금씩 갖추게 되었다(부록의 설

립자 인터뷰 전문 참조).  또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착용하는 의복에 있어

서도 중세 수도원처럼 수도사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대개 종교 시설의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조금 덜 갖춰입은 듯한 캐주얼 양복 차림으로 

수양 시설을 드나드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 지도자의 의복 체험은 외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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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어우러져 정말 수도사처럼56 단기간 지낼 때에 인격적으로 지친 몸

과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장치의 일부로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

한 문화의 틀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림4-11]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수련 연못 수질 정화 시스템 
 

대청호수는 대전의 식수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부근의 모든 시설은 오수나 하수의 처리를 철저히 관리 받고 있다. 옥천 수

생식물학습원 역시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호수로 방

                                           
56 ‘수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의복을 입힌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으로 

교화 시키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카톨릭의 떼제 정신에 담겨있는 수도의 침묵과 컨텍스트를 

치유의 틀에 어느정도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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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도록 관리 되고 있었는데 근처의 펜션이나 호숫가 식당 등 많은 

시설들과 달리 수생 식물 학습원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형을 이용하여 흘러

내리는 물을 4단계 과정을 거쳐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수련 연못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앙 잔디와 가장 가까운 첫째 연못가에는 심미적으로 아름다

운 연못 정원처럼 조성하기 위해서 난초, 목수국, 수국, 등 화단을 꾸미고 

다양한 종류의 꽃나무를 함께 식재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돕고 있지만 하

단부로 내려갈수록 그보다 덜 화려한 수목이나 관목 또는 수생 식물들을 식

재하여 연못으로 많은 시선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숨겨두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이용자들의 시각적인 감각을 사로잡고 주변 

경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한 장소적 포인트가 몇군데 

있는데, 첫째는 수변 까페와 프론트, 둘째는 수변 데크 산책로, 셋째는 전망

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4-12] 2009년 / 2017년 수변 프론트의 활성화 
 

수변의 프론트의 경우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

다. 호숫가 방면으로 돌출되어 있는 팔각 정자에서만 대청호수의 경관을 열

어두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50평 남짓한 목재 데크의 설치로 치유 프로그

램의 일부분인 문화의 밤 행사나 점심 저녁 야외 행사 시 사용하고 행사가 

없는 평일에도 방문객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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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한 색감의 목재를 사용하여 대청 호수변을 따라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너비로 굽이굽이 좁은 산책로도 산 아래와 위 두 곳 모두 

합쳐 200m 이상 조성해두었다. 과거 수도원 건축의 정신에서 착안하여 전

체적으로 원래 이 지역의 자연이 가지는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띈 시설이 

되기 위해 건축물에는 흑색 점벽돌을 사용하고 조형물도 표면이 매끈하기 

보다는 거칠은 표면을 가진, 밝은 색상보다는 짙은 옹기색으로, 작은 화분들

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수집했다고 하였는데 실제 대상지에 위치한 다섯개

의 건축물 녹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대상지에 위치한 자연석 주변에 들

풀이 자라나고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한다.  

   

[그림4-13]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의 건물 녹화 사례 / 자연 암반과 들풀 

수변에 식재된 키가 큰 수림 사이로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반대편에 

산을 타고 형성해둔 둘레길을 걷는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 내며 암

반에 설치한 지지대가 목재 데크길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

험적인 분위기와 대상지 중심부와 분리되어 고요한 상태에서 대청 호수를 

향한 시야를 열어서 호수의 경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스펙타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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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의 화분들 (수련화분(둥근,각이 진), 절구공이, 버려진 배 등)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은 기존에 

일반의 상식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기독교 수양 시설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 안에서 설계자가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에도 거북하지 않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계획의 

주체라면 거의 성직자로서 목사나 장로 등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공간만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와 달리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의 경우 종교적인 단어

나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고 힐링의 테마에 어울리는 정원이나 커뮤니티 시

설 등을 조성하였고 자동차로 접근할 수 없도록 샛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서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온듯한 묘사로 계획되어 있다.  

거듭 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방

법으로 계획하고 보존할 경우 종교공간의 벽을 넘어서 활용될 것이고 꼭 정

원이나 조경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리트릿의 형태로 파급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나아가 수양 시설이 속한 지역의 장소

적 가치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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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Retreat 시설들은 쉼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힐링을 테마로 하는 공간의 발전은 전국적, 범종교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고립된 수도 생활의 모태라고 여겨지는 카톨릭 수도원

에 대한 통념이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과

거 사회와 달리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성이 내적인 휴식과 전인적 치유 

프로그램의 병행으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

는 기독교 수양관의 계획과 관리 및 운영상의 변화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복합적이고 개방된 성격의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피정이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식처로서 기능

하고 있는 종교 공간은 크게 카톨릭의 수도원, 불교의 절, 기독교의 기도원 

등이 있다. 본래에도 카톨릭교의 공간적 본체는 수도원이고 불교의 공간적 

본체는 절이어서 이용자들이 기존 헤드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곳에 

이미 내제되어 있던 공간적 틀이나 원색적으로 표현된 문화의 전달에 이입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본체인 ‘교회’의 부설기관

처럼 이용되고 있는 ‘수양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왔다. 교회는 고정된 성도 

집단이 주기적으로 드나들며 서로 소통하면서 곳곳에 기독교적 색채를 입히

고 문화적 표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양관은 이용자의 유입이 수양 

철을 따라 한시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간판만 바꾸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느끼

기 어려울 만큼 가변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프로그램 진행에 필

요한 기본적인 내부 공간적 세팅으로 숙식 제공 역할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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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에 장소적 정체성이나 이용자의 몰입도가 낮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발전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실

증적인 분석과 관찰의 틀, 구체적인 고찰을 위한 기록화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표5-1] 세가지 수양 시설 사례에 대한 구분표  

구분 설명 

양평 

창신 교회 수양관 

설계 : 창신교회 

대상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71-4번지 

활용 대지 면적 :  

규모 : 건물 (1채 지상 1-2층)  

주요 용도 : 기독교 수양 시설 

준공 년도 : 2008년 

청계산 기도원 

설계 : ? 

대상지 : 서울 서초구 원지동 510 

활용 대지 면적 : 

규모 : 건물 (1채 지상 1-2층)  

주요 용도 : 기독교 수양 시설 

준공 년도 : 1965년 

충북 옥천 

수생 식물 학습원 

설계 : 주서택 목사 

대상지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100-10 

활용 대지 면적 : 

규모 : 건물 (1채 지상 1-2층)  

주요 용도 : 수생식물학습원 / 기독교 수양 시설 

준공 년도 : 2003 
 

현존하는 기독교 수양 시설이 세가지 서로 다른 유형적 특징을 가지는데 

첫번째 유형 같은 경우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주차장 혹은 집단의 야외 활동

이 가능한 공터와 예배나 기도 등 종교적 의미로서의 쉼 또는 수양이 가능

한 건물로 양분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구분한 사례들은 주로 

대상지 내에 여러 개의 건물동으로 분산 되어있는 형태인데 종교적 연계 공

간이 있는 곳으로 발전한 집단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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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규모나 배치의 형태를 보았을 때 첫번째에 해당하는 사례들과 쉽고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과는 건물의 수나 대지 면적

으로는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성격 면에서 종 교적인 컨텍스트를 

전혀 표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번째 유형에서만 가능한 동선과 공간적 

특수성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꼭 종교성

이 짙은 물성이 아닌 편안한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과 공간적 

탐험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기독교 수양 시설들(주로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라는 공간 명칭을 가지는 사례들)의 경우 용도에 따른 건물 배치

와 대지 활용 특성에 대해 공간과 공간 문화를 살펴봄이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가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의 대상이 언제나 

종교인들과 각종 종교적 집단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세번째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 조명되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의미와 기

능은 종교적 역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림욕장, 수목원, 올레길 인프라 

등의 컨텍스트가 가지는 <자연에서의 안식>과 같은 비종교인들도 공감하는 

리트릿 Retreat의 틀을 완성시키며 기존의 기독교 수양시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열린 공간성의 실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 수양 시설의 

공간적 양태를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아직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수양관이 모든 사람들이 벽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은 아

니라는 점이 드러났을 수 있다. 그러나 리트릿Retreat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현실과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 쉼을 필요로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 공간

일 수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종교 공간이 가지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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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 의무를 극복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표본 그룹에 속해있는 기독교 수양 시설의 공간성을 세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배치를 고려하고, 대략적인 규모나 면

적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구분이었지만 한편, 종교 시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외장의 특성이나 각 시설물 내부

의 구체적인 성격은 반영되지 못하고 수양 시설을 단순한 덩어리로 인식하

고 구분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또한, 리트릿 Retreat의 관점에서 본 수양 

시설들의 실제 사회적인 기능과 심리 안정화의 효능에 대한 증명이 관계자

나 해당 시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뒷받침되었더라면 더 

실증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 같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는 기독교 수양 시

설에 대한 공간적 연구 자체가 양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생겨날 수양 시설들의 새로운 모습과 더불어 이 연구의 부족함

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완성되어질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환경적 맥락

의 읽기를 바탕으로 종교와 공간이라는 분리된 영역을 뛰어넘어 좀더 다양

한 관점을 응용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 방향의 전개를 통하여 앞으로 실현되

어질 수양 시설들의 계획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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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수생식물학습원 주목사님 인터뷰 녹취록인터

뷰 일자 : 2017년 5월 1일  

인터뷰 장소 :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호수 위의 까페  

■ 장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획이 된 건가요 ?

- 중세의 수도원같은 영성과 이미지를 가진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곳이 관광지

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쉼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힐링 장소로

개발하고 싶었어요. 대청호수가 식수원이에요. 대전, 청주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다 

보니까 워낙 규제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는 15년 전에 내가 여기 들어

와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심고, 길이 열리는대로 집 하나하나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 집도 워낙 규제가 심한 곳이니까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조건을 다 맞춰야되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이 주변 자연 환

경과 어울리는 .. 그런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내가 독일의 건축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범죄

다 이런말을 했더라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딱 박혔어. 그래서 어떻게하면 최대한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같이 파묻히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

래서 인제 여기 보면 모든 건물들이 검정 벽돌, 점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창덕궁 

덕수궁 같은 고궁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왜그런가하면 여기에 모든 자연석

들이 여기 벽돌 색깔과 똑같애. 다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석과 같이 

튀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점벽돌을 선택했던거에요. 

건축비는 많이 들었지만 자연과 어울리는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국

의 고건축물을 보면 까만 기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자연과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지었던건데, 여기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건물이 세

워졌음 좋겠다. 너무 많은 건물이 아니라 이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했죠.  

- 푸른 산과 푸른 하늘과 푸른 물 이 세가지가 어울린 곳에 사람 몸이 들어가면 뇌

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힐링에 가장 적합한 장

소를 찾다가 이 장소를 찾은거죠. 결정하고 그 때부터 나무를 심었지만 이 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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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한게 아니야. 자연에 맞추어서 느낌이 흘러가는대로, 아 여기다는 소나무

를 심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층층계단을 만들

어서 길을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으로 만들다 보니 전체가 어우러지는 작품처럼 되었어요.  

 

■ 혹시 가지고 계신 도면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 

 

-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설계 도면좀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설계사 없이 그냥 

내가 한거거든, 그냥 느낌이 가는대로. 저는 오래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을 한번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도 새집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래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세 수도원풍이 느껴지는 건물들을 만들고 싶

어서 재정도 돈을 충분히 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했어요. 대기

업에서 했으면 몇 년만에 후다닥 했었겠지만 15년동안 이곳을 이렇게 가꾸었지..  

 

- 사람들은 대개 직선 의식을 가지고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방법을 택하는

데 자연을 보면 하나의 나뭇잎도, 달과 별과 해도, 사람의 지문도, 그러니까 하나

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곡선으로 되어있지. 그러나 빨리 돈벌어야 되고 효율성 

높여야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직선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걷다가 멈

춰서서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조금은 내려가고 돌아가기도 하다보면 나를 볼 수

가 있는데 .. 그래서 곡선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반듯하고 

수직적이게 짓지만 이곳은 둥글고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공간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의지가 내 안에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들을 마

무리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수양관이나 기도원같은 양식은 아니야. 원래 

그런 곳들은 홀도 크게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려야하는데 이곳은 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깊은 내면을 터치해주는 자연, 내면을 터치해주

는 곡선, 내면을 터치해주는 조경, 그래서 꽃하나가, 나무하나가 사람에게 어떤 느

낌을 줄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염두해두면서 했지요.  

 

■ 15년 전부터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조금조금 생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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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큰 그림은 있었지요. 그리고 아마 돈이 있었다면 한번에 마스터플랜 딱 세워가지

고 했겠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 부지만 있었던거죠 처음에 정말 아무것 없이?  

 

- 부지만 있었죠. 여기가 원래 포도밭이었어요. 나무 하나 자라지 않았었으니까, 그

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는 인제 보통 기도원들 하는 것처럼 큰 

숙박시설이나 큰 강당 지어놓는 대형교회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주시는 

만큼 진행을 했죠.  

 

■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설 범위를 넓히거나 더 증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 지금 현재는 건물을 더 지을 생각은 없어요. 둘레길을 만들고 자연속에서 사람들

이 더 휴식했으면 좋겠죠. 휴식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을 보면 나무에 기대어 사람

이 자기자신을 돌아보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람이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메시

지가 많아.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 여기는 기도원 수양관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았고 식물학습원이라는 말을 쓰죠. 

모두 물을 정화하는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사회성을 고려해서 만

들어진거라 종교적인 색채는 거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런 영성가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영성을 맑

게 만들었었죠. 여기도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의 요

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 80-90년대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원짓고 수양관짓는 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1년에 몇억씩 운영비가 드는거야. 전혀 생산성이 없는대도! 그렇지만 이 장소는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영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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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면을 치유해줄수 있는 센터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한국 교회 수양

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기도원만의 

독특한 영성이 있었는데 현대화가 되다보니까 기도원이 일반화되고 직선 의식 속

에서 변하게 되고, 여기만은 좀 떼묻지 않게 자연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어요.  

 

- 목회를 곧 조기은퇴를 하게될텐데..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곳에서 마음과 뜻이 일

치하는 사람들과 모여 정말 수도원 같은 공동체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천주교

에서 쓰는 피정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피할 피자에 고요할 정자를 쓰는데 우

리도 그러한 형식으로 노동하며 흙도 만지고, 자연과 교류하며 특별 프로그램을, 

예를들면 음악회나 가족 합창대회를 하면서 가족들이 방마다 모두가 한 방에서 

살과 살이 부대끼며 자는 것도 실현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토요일에 여기 와서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시 삶터로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치열

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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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spa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hristian Retreat centers 

: An empirical research of the centers  

located in Yangpyeong, Mt. Cheonggye and Choongbuk okcheon 

 

Hong, Suera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Lee, Yumi  

 

The field of environmental study commonly paid attention to the city and 

rural area and their characteristics but there are some places isolated from the 

world to pursue healing and rest under the notion of retreat in our living spaces. 

They’ve been in the spotlight including facilities with various religious and 

psychological backgrounds among the malady or irrationality of modern society and 

culture but there are only few research cases. Thu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imary purpose and role of discipline center which is known as assistant of church 

ministry in Christian view and choose a group of discipline centers where has been 

commented often in Protestantism media and actual field so that not only spatial 

characteristics but also both culture of place and operation method was viewed at 

the same time and several cases was analyzed from more micro perspective. 

 

Mainly, how much each facility was released on SNS or on-line i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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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tual accessibility was enumerated to select the object and the coordinates of 

literacy was closely looked. Fo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discipline center, 

the history of status of the Christian discipline center in Korea was discovered,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regarding the spatiality of abbey which was the 

matrix of the retreat center and the recreational facilities for foreign missionary of 

the past in Korea. In addition, through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ial 

analysis (placement and mapping on satellites), statistical data, literature data and 

official web site analysis to extract subject of study, the group was made by type 

(accessibility, building form, arrangement of building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based on the materials of Korea’s representative 109 Christian discipline centers 

and several spat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specific facilities was viewed by 

conducting survey and exploring. 

 

There were no works or try to record and reveal the actual condition and 

it was nonexistent to record Christian retreat which has been dealt with in religious 

and institutional terms. And the this study made reference to lack of ability which 

was slow compared to the current of times in terms of literacy that revealed on-

line and it’s expected to be a work to prepare the foundation to take action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local condition.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suggestion in future plan,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the possibility 

as the tourist attraction in future that continues the tradition of Korean religious 

space, maintenance and vitalization and put them on record that can help. 

 

■ Keywords : Retreat Centers, Korean Christian Retreat Center, spac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 Student No. 2013-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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