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理學論義 第30號 (1997. 8) , 101-124. 

華嚴좋와 永樂數會의 禮拜훌聞에 관한 細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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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pace of Worship in Hwaum Temple and 
Y oungrak Church 

Kyu-Ho Cheon 

요약 : 화엄사와 영락교회의 예배공간에 영향을 끼친 要因들은 한국적 상황의 歷史와 불교와 기독교 

의 고유한 思想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사의 경우 타 신앙계 전각을 수용함으로 

써 내부 공간의 다양화와 외부 공간의 조직화를 들 수 있고， 전각들간의 위계성이 부여되고 전각들간의 

조직적인 배치로 내부와 외부공간들간의 관계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락교회는 기본 공 

간 구조가 통합적이고 구심적인 공간 구조를 보이며 개신교 예배공간이지만 회중석과 강단의 분리， 강 

단의 강조， 성가대의 강단 좌우 후면 배치 등 중세의 위계성이 가미된 미약하게 분리된 공간의 구조를 

일부 반영한다. 華嚴좋와 永樂敎會에는 고유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공간적 계승과 함께 역사속에서 새롭 

게 부각된 의미들의 공간적 반영이 표현되어 공존하고 있다. 

주요어: 예배공간， 원형 예배공간， 예배공간의 위계성. 구성요소의 고유성 

Abstract Hwaum Temple was influenced by its topograhic condition more than Youngrak 

Church, Hwaum Temple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e space of worship, systematic 

organization of open space, and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s and their surrounding 

open spaces. Y oungrak Church shows a unified structure of space of worship following 

Protestant tradition. The Hwaum Temple is organized hierachially according to the hierachy of 

the religious icons at each space. In both Hwaum Temple and Youngrak Church, archetypical 

spatial plans form the foundation of the spatial structures of the space of worship. However, 

these two religious places show some major transformation of archetypical space of ~’이rship. 

Key Words: religious landscape, space and place of worship, hierarchy of the space of worship 

1 .서론 

1.언구목적 

지표상에는 무수한 장소들이 존재한다. 그 중 

에서 諸 宗敎의 構禮가 진행되는 禮拜호間도 많 

은 장소들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의 禮拜室，佛敎

의 法堂등은 信者의 예배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信者의 장소적인 경험이 뚜렷한 곳이다. 이 

곳에서 信者들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여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받기도 한다. 인간은 장소를 만들어가며 새 

로운 장소를 창조한다. 집이 휴식과 보호를 제공 

하는 機能을 하는 것처럽， 종교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창조된 장소들 또한 인간에게 세계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이정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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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佛敎를 수용한 우리나라도 佛敎의 世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에 대한 비교 

界觀을 具顯하고 象徵化한 놓院이 존재해 왔었고 

이 곳에서 信者들은 佛敎의 世界觀을 배우고 정 

립하여 왔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활동과 

교제를 위한 敎會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敎會는 

가 가능하리라 본다. 비교를 통해서 두 i뽑￥홍間 

의 成立과 形成， 그리고 發展에 영향을 준 구체 

적 要因들과 두 禮拜초間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信者들의 신앙활동의 求心的인 장소가 되고 있 두 禮拜호間을 비교하는데는 상이한 종교의 전 

다.좋院과 敎會는 종교적 理想과 目的을 위해 만 형적인 장소로 인한 비교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 

들어지고 새롭게 蠻形되어 왔으며， 이러한 過程 러나 양 종교의 禮拜혈間은 대체로 뚜렷한 外樣

속에서 지역 특유의 禮拜호間이 만들어지고 蠻形 과 構造를 가지고 있고， 또 固有한 原形을 처음 

되어 왔다. 佛敎와 기독교는 오랜 起源의 歷史를 부터 가지고 오면서 發展되었기 때문에 외형의 

가지고 있어서 最初의 禮拜초間과 현재의 禮拜호 구조와 전통적인 원형에 대한 理解를 통해 현재 

間에는 차이와 變形이 있다. 이것은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固有한 世界觀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歷史의 결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좋院과 敎會 또한 最初의 佛敎와 기목교 

의 禮拜초間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국 역사성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반면 역사와 지 

역에 따른 變形과 生成이 있어 왔지만 고유 禮拜

호間의 원형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佛敎의 경우 最初의 예배대상이던 搭대 

의 禮拜호間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禮拜홍間을 形成하는데 영 향을 준 要因들을 

밝힘으로써 현재 禮拜호間의 成立과 完成의 과정 

을 보다 선명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禮拜空間 形成에 영향을 준 

佛敎와 기독교의 고유한 사상과 한국 역사 그리고 

기타의 要因들을 추적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華嚴놓와 永樂敎會 禮拜空

間의 起源과 背景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受容

신 金堂이 예배의 중심 공간이 된 것이라든지， 유 된 過程과 要因들을 밝히고 @양자를 비교함으로 

대교의 전통아래 새워졌던 初代敎會가 유대교 聖 써 佛敎와 기독교적 장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幕의 構造를 일부 가지고 發展되어 온 것은 禮拜

호間이 종교의 固有性과 歷史性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좋院과 敎會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 고유의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佛敎와 기독교의 禮拜호間 

이 가지고 있고 전래되어 온 原形의 흔적을 간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 종교의 禮拜호間은 

다른 어떠한 장소들보다도 오랜 시간동안 形成되 

면서 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經驗과 象徵이 축적 

되어 있는 場所라고도 할 수 있다. 

禮拜초間의 特性을 이해하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국토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 

은 장소들의 연원과 렐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방법과 대앙 

본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분석과 사례분석을 실 

시하였다. 문헌자료분석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佛

敎와 基1督敎 禮拜호間의 生成，蠻形，魔展 過程을 

추적해보았다. 한국 佛敎와 基聲敎 또한 외래의 

華嚴춤와 永樂敎會는 서로 다른 成立時期와 다 傳來宗敎이기 때문에 고유한 신앙체계 뿐 아니라 

른 종교로부터 淵源하는 禮拜호間을 가지고 있 독특한 禮拜홍間의 특징도 함께 들어왔으므로 禮

다. 다른 起源과 원형적 틀안에서 짧展되고 變形 拜호間은 傳來된 原形과 無關할 수 없다. 따라서 

된 두 i뽑후초間이지만 예배를 수행하는 기능과 最初 불교와 기독교 럼뽑￥空間의 起源과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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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는 작업부터 하고， 이후 역사적으로 지역별 우고 비교 기준으로 부터 양 i활￥호間의 특성들 

특징적인 힘뽑￥호間의 모습들을 고찰하였다. 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화엄사는 화엄의 세계를 조형하고 화엄 사상의 비교기준으로 @起源과 形成과정，@禮拜空間 

구현을 목적으로 1400여년 이전에 세워진 한국의 의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지형적인 입지，@화엄 

대표적 사찰이다.永樂敎會는 50여년의 歷史을 지 사와 永樂敎會 禮拜호間의 모체라 할 수 있는 以

닌 大形敎會로 아름다운 중세풍의 외관을 지니고 前 여러 원형적인 禮拜호間의 계승과 흉形 정도， 

있으며 개신교 禮拜호間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禮拜호間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位

華嚴좋와 永樂敎會가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것 階性， 그리고 초기부터 존재하면서 사라지거나 

은 한국 좋院과 敎會의 대표적인 禮拜호間의 특 여전히 남아있는 @고유한 구성요소들의 모습에 

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보다는 한국 불교와 기독 

교의 역사를 나름대로 반영하면서 현재에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華嚴좋는 華嚴{言때界 춤刺로서 신라시대부터 

현존하는 대표적 좋院이며 임진왜란 때 극놓院의 

嚴聞 전체가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좋院 

의 再建過程에서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대간의 

건축양식과 불교 사상의 변화가 嚴聞의 구성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 역사적 상황이 

禮拜호間의 鍵形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례의 

대상으로 삼아 시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대한 반영과 蠻形의 정도를 비교 기준으로 선정 

하였고 이러한 비교 기준을 통하여 華嚴좋와 永

樂敎會의 禮拜혈間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여 구체 

적인 要因들과 특성을 밝혔다. 

ll. 佛敎 춤院과 基督敎 敎會의 禮拜혈間1) 

1.佛敎 츄健 禮拜뿔뼈의 原形과 發展

불교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초기 불교의 成立

당시로 좋院의 起源이 올라간다. 불교 초기 좋院 

의 구성요소는 價院，搭，堂으로 구성되어 있다.慣 

永樂敎會는 북한에서 월남한 信者들 중심으로 院은 승려의 거주처이고， 堂에는 佛像을 안치한 

초기 신도들의 구성이 이루어진 특성을 가지고 佛堂과 講堂등이 있다. 搭은 석가의 舍利나 遺縣，

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永樂敎會는 대구， 부 遺밟을 안치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산， 제주까지 移轉하면서까지 敎會의 永觸性을 成立 初期부터 3가지 구성요소가 좋院올 구성한 

지켰고 이 過程에서 대구， 부산， 제주 永樂敎會의 것은 아니고， B.C 3세기에 慣院과 佛搭의 결합형 

母體가 되는 점 등 시대상황과 결합하여 새로운 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에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 

장소들을 창출한 사례를 특징으로 갖는다. 하기 시작한 佛像의 安置를 위해 佛堂이 생겨나 

화엄사와 永樂敎會의 禮拜호間을 비교하기 위 서 오늘날 좋院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해서는 비교 기준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 비교 초기 인도의 좋院은 동굴이나 오두막의 형태를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정형화된 원형 띠고 있었으며 공공의 장소가 아닌 개인의 수행 

으로 인식된 춤院과 敎會의 모습들을 고찰하고 처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거처들은 중앙의 

춤院과 敎會의 뚜렷한 특징과 동일선상에서의 가 탑(stupa)을 중심으로 늘어서 있어서 방사선적 

능한 비교 기준을 찾고자 하였다. 禮拜호間에 대 

한 연구에서 춧점을 맞춘 것은 공간 구성 방법에 

있어 영향을 주는 要因들과 그 要因의 반영에 대 

한 이해이다. 이 이해를 통해 비교의 기준을 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이러한 유형들은 그 후에 

정형화된 소규모의 집단 수행처로 생겨나게 되었 

고 정형화된 좋院의 모습들은 점차 간다라 지방 

을 중심으로 확산，정착되어 갔다. 결국 원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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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의 춤院들이 탑(stupa)을 중심으로 세워졌 특징이다. 또 산지 지형에 적합하도록 嚴開의 배 

다. 인도는 평지 좋院에서 搭地와 慣地의 구분이 치가 이루어지고 좌우대칭의 堂 搭 構成에 변화 

확실하게 나타나고 배치방향은 동향을 취했다. 가 일어나게 된다. 

인도에서는 불탑이 숭배대상으로 계속 우위를 차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해짐에 따라 점차 한 

지하였다. 간다라 지방에서 佛像이 출현함에 따 국재래의 민간신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춤院 嚴

라 춤院에 佛像을 안치하는 佛堂은 西域地方에서 聞의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七星聞，應鎭戰，靈山願，

생겨나 새로운 춤院경관으로 등장한다. 이 西域 山神開 등 다양한 願開이 세워지게 되면서 좋院 

佛敎 춤院 樣式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과도기적인 過程으로 堂搭의 부정형적인 배치가 억불정책에 의해 輝宗과 敎宗 등 종파별 특성이 

나오지만 왕신사의 당탑배치의 사고가 중국에 전 사라지면서 通佛敎的인 조선불교가 조선후기까지 

해져 중국 사원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 堂搭위 지속된다. 따라서 좋院 嚴聞도 종파별 특성이 사 

치가 확고한 유형으로 변모되었다. 라지거나 혼합되면서 통불교적인 놓院 경관을 보 

중국 永寧놓는 성내 궁전에 절을 세웠고 절 가 여주면서 고려시대때 보다 더 많은 嚴聞들이 나 

운데 대규모의 목탑이 위치하고 가람배치는 남향 타난다. 본당 건물인 大雄嚴 이외에 極樂嚴，播勳

인데， 남에 搭이 북에 金堂을 건축하여 놓院을 願， 觀音嚴， 應鎭戰， 羅漢嚴， 靈山嚴， 莫府戰，祖師

이룬다. 유대교 聖幕과 聖願의 방향은 동서축으 願，山神聞， 鐘樓 등과 많은 승방과 암자를 두었으 

로서 동쪽에 聖幕뜰이 서쪽에 聖幕의 중심인 지 며， 大雄願 전면에는 樓를 만들고， 그 아래에는 

성소가 위치한다. 聖幕과 聖嚴 전체의 中心性도 天王門， 金剛門， 一柱門등을 만들면서 점차 한국 

가운데가 아닌 뒷편의 지성소가 중심이 된다. 이 고유의 좋院경관으로 짧展하게 되었다. 

러한 경향은 기독교의 敎會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다. 그림의 좋院은 대체로 남북축을 이루며 춤院 

의 중심도 佛堂을 중심으로 한 경내의 가운데가 

된다. 

극풍院과 敎會 禮拜호間의 중요한 차이점은， 총院 

전체의 공간이 각 구성요소들의 결합과 공간배치 

로 인하여 中心性이 외부공간으로 결정되는데 반 

해，기독교는 내부공간에서 中心性이 찾아지고 그 

중심은 뒷편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좋院 경내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구성이 있 

고， 춤院 전체의 중심은 외부공간의 배치로 결정 

된다. 이 경우 외부공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佛堂인 大雄嚴，阿播뺨嚴 등은 내부공간의 위계로 

서도 中心性을 구현하고 있다.통일신라시대때 산 

지 사찰이 發展하게 되면서 태백산， 금강산， 가야 

산， 지리산 등 산속에 좋院이 건립된다. 산지로 

놓院이 이동하면서 좋院의 둘레를 경계지워주는 

回願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점은 山地 좋院의 

| 11 강당 I [ 

똘휩| 금당 |똘휠 

많필 
口 口

]1 문 I [ 

출처: 조유전， 1987， 신라 황룡사 가랍배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김일립，p26에서 재인용. 

〈그림 1) 신라의 황룡사 사지 

승원， 탑， 불당이 시기적으로，지역적으로 결합 

하면서 지역별， 시대별， 국가별로 일반화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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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불교가 다른 지역에 전파 은 솔로몬 聖嚴이 등장하기까지 유일하고도 蠻形

될 때 그 지방 고유의 토속신앙과 결합 고유의 이 안된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경관을 形成하고 있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좋院 에서， 좋院의 起源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은 고유의 원형과 지역성의 결합이라는 것처럼， 또 총院은 구성요소인 慣院，搭，堂이 同時에 결합 

비록 좋院의 禮拜호間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여도 되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필요성과 기능 

기존의 일정한 틀안에서의 蠻形과 創造가 이루어 에 의해 결합한 것인데， 유대교의 聖幕은 구성요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국사는 중국이나 인도의 소들이 한 時點에서 일시에 成立하고 그 원형을 

힘뽑￥호間의 구조와는 차이점을 보이지만， 佛國의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 

이상향은 화엄경으로부터 유래하였고， 그 願開들 가 인도， 서역， 중국의 역사에 따른 공간적인 이 

도 화엄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變形의 過程을 겪었는데 

총院 禮拜호間의 창조도 지역별， 시대별 특성과 반해 聖幕의 계승역할을 한 유대교의 聖願은 솔 

함께 초역사적 사실(고유한 경전의 내용)에 대한 로몬 이후 기독교의 成立까지도 유일한 聖嚴으로 

재해석의 결과에 의거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굶廳￥호間은 역사성과 초역사성(불교의 고유 양 종교를 비교해볼 때， 양식화되고 정형화된 

성)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역사성과 초역사 禮拜홍間 원형의 有無는 초기 禮拜호間의 成立에 

성의 兩大輔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한다. 한국 총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유대교를 신 

院의 禮拜호間도 嚴開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외 

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외부공간은 願聞들의 배치에 따른 中心性과 方向

性을 가지고 있다. 즉 좋院의 中心性은 願聞들의 

배치에 의해 구현되고 中心性은 戰聞이 상징하는 

존재적 위계와 좋院 경내의 方向性을 통하여 이 

앙으로 가졌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도 고유한 

i뽑￥호間을 계속 유지하겠금 한 이유중의 하나이 

다. 이스라엘은 주위 국가들과는 배타적인 選民

意識이 있어서 禮拜홍間으로서 聖幕，聖願이 주변 

국가나 민족에게 이전되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聖幕은 견고한 골격과 포장 휘장으로 이루어진 

루어진다. 내부 공간은 특정 존재(불， 보살， 신중 혼합 건축물이다. 골격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 

들)에 대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 며 운반이 가능했다. 聖幕 뜰의 크기는 길이 100 

다. 불당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고유한 종파별 신 규빗(약 45센티미터) , 폭 50규빗이다. 멀리서 聖

앙을 반영하게 되었다. 

2. 基훌敎 敎훌 禮拜뿔뼈의 原形과 훌훌展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아래 成立한 종교이므 

로 유대교의 成立 당시로 禮拜호間의 起源이 올 

幕을 보면 세마포로 된 울타리 포장을 볼 수있는 

데， 동쪽 문을 들어서면 플이 나오고 농제단과 

물두멍이 있다.聖幕 본체는 길이 30규빗， 폭 10규 

빗이며 장방형인 성소와 정방형인 지성소로 나뒤 

어진다. (출애굽기 26:15-3이 성소에는 등대， 진설 

병 상， 금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 

라간다. 그런데 유대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와 특 가 있다. 聖幕은 동서 방향을 축으로 전체적으로 

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禮拜호間의 原形이 整形 장방향의 형태이다. 聖幕은 크게 세개의 공간으 

化되어 존재했다는 것이다. 聖幕이라는 禮拜호間 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구조는 ‘聖幕플’(헌물 

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聖幕의 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들의 자리)이고， 두번째는 

樣式에 대해 계시를 받은 것이었다. 그 聖幕의 ‘聖所’ (제사장들이 예배를드리는 자리)이고， 세 

양식이 最初의 유대교 禮拜초間이 되었다. 聖幕 번째는 ‘至聖所’ (법궤가 놓여진 자리，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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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라와 두루마리와 기타 거룩한 문서를 보관 

했다. 이 궤는 聖願 법궤의 상징으로 전승되었는 

데 聖幕과 聖嚴에서는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가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정한 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반해， 會堂에서는 모든 회중에게 공개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말씀의 대중화가 회당의 

내부 구조에서 이루어 졌다. 이것은 또한 성서를 

법궤에서 꺼내 회당 중앙에 있는 강단 위의 독경 

대에 펴놓고 司察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읽고 해 

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다. 번제단(바깥들)의 중심부에 놓여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고 법궤는 평신도가 접근할 수 없 

는 지성소에 보관한 데 반해， 회당의 경우는 번 

제단 대신에 독경대가 예배의 중심부가 된 것이 

다. 회중석의 배치도 聖戰 예배에서는 성소 바깥 

으로 한 것과는 달리 회당 예배에서는 궤와 강단 

(독경대 포함)과 등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을 제 

외한 흘(Hall)전체가 회중석으로 할애되었다. 장 

회
 줌
 석
 

휘장 

| 언약궤 | 

출처 :H앙ry M. Orlinsky, The Synagogue, p13j 황철호， 
성서의 측면에서 본 예배공간 연구， 1989연대 건축 

공학과， p23,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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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유대교 회담 

임재가 놓여진 자리，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자리)이다. 위계적 질서에 의해 공간이 

나뒤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분리되 

어 있다. 聖幕은 방위와 구성요소의 종류와 배치 

상태가 완성되어진 聖嚴의 原形일 뿐 아니라 이 

후 기독교 禮拜호間의 규범이 된다. 

禮拜호間의 起源이 된 聖幕과 聖願의 원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 敎會 禮拜호間을 일정한 

형식의 틀안에서 發展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경전상에 기술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긴 禮拜호間의 整形性은 禮拜호間 원형의 

변경을 제한하는 要因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대교 신앙의 절대성은 聖幕과 聖願이 유일한 

禮拜호間이라는 고유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 

도하였다. 

유대교의 聖幕，聖嚴은 이후 敎會의 禮拜호間에 

반영되었다. 이 過程에서 聖幕，聖嚴의 외부 공간 

역할을 하던 바깥뜰이 사라지고 바깥뜰의 제단도 

내부 공간으로 들어 온 것이 중요한 특색이라 하 

겠다. 따라서 이후 기독교 敎會 景觀의 중요한 

특성은 좋院과는 달리 내부공간 위주의 禮拜호間 

을 이루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예배 또한 내부 

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내부로 모든 요소들 

이 들어온데는 初代 敎會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 

다. 初代敎會는 追害 가운데 있게 되었고 자연히 

가정 중심의 예배를 보게 됨으로써 敎會의 원형 

이 내부공간위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정 敎會의 예배는 찬양， 설교， 교육， 교제 그리고 

선교로서 오늘날 敎會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사 

가 중심이었던 聖幕과 聖嚴， 교육과 사회활동이 

중심이던 회당 예배가 發展된 자발적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敎會였다. 초대 敎會는 유대교의 聖

幕，聖願과 유대교 회당의 특징이 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회당과 초대 敎會의 경관 

평면도이다. 

유대교 회당은 聖嚴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 

고，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회당의 궤속에 

華嚴좋와 永樂敎會의 禮拜헛間에 관한 鼎究



로석이 회중에 의해 둘러 쌓여있는 점이 마을 중 

심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회중은 지성소 

갚숙히 들어 온 것이다. 

초대 敎會의 구조는 유대교 회당의 구조인 독 

경대와， 성찬대와 사도석이 추가되었다. 성만찬과 

설교가 중심인 가정중심의 예배 경관의 모습이어 

서 소규모이다.초기의 가정敎會에서 나타나기 시 

작한 특징인 설교， 성찬， 세례 등의 예배 기능에 

따른 공간 분화는 이후 敎會 禮拜홍間 분화로 發

展하게 되었다. 

닙} 
C그 

닝} 
ζ1 

닙} 
o 

| A딴석 | 

| 설파H I | 독경대 | 

| 성챈H 1 

회중석 

현관 

출처 :H하ry M. Orlin밟y， The Synagogue, p13j 황철호， 

성서의 측면에서 본 예배공간 연구， 1989연대 건축 

공학과. p23. 26에서 재인용. 

〈그림3) 초대교회 

A.D 313년 콘스타티노스의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동안 숨 

어서 예배를 보던 敎會는 공공연하게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공인 직후에는 기존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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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석 
1 
재단 

됨교꽉 

도드죠즈 
ζ그--， 

출처 : 황철호， ibid, p43, 64. 

〈그림4) 바실리카 敎賣 단면도 

석
 
단
 

대
 

제
 

가
 
면
 

성
 
측
 

출처 : 황철호， ibid, p43. 64. 

〈그림5) 중세교회 단면도 

여기에서 나타난 변화는 주교석이 회중으로부 

터 제단 너머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초대 敎

會의 사도석과 회중은 같은 공간의 位階를 점하 

고 있었으나 敎會가 제도화되고 성적차 중심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主敎席은 사회적 권세와 명 

예를 자리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 변 

화는 법궤가 없어지고， 높인 강단이던 설교단의 

양끝이 열림으로써 회중의 행렬이 그곳을 통과하 

여 제단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성소는 지위가 

이용하여 敎會로 사용했는데， 당시 재판소나 공 낮은 성직자들과 낭독자들， 성가대의 자리로 바 

회당으로 쓰던 바실리카를 敎會 건물로 사용하 뀌었다. 설교단은 양측면에 추가되었다. 

게 된다. 이러한 공간변화로 주교와 성직자들이 회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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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분리되었고， 지위가 낮은 성직자들도 會

聚안의 會짧이 되었다. 그리하여 예배는 점차 회 

중으로부터 성직자의 기능으로 변하게 되었다. 

中世敎會에서는 더욱 성직자 계층과 회중간의 분 

리가 일어났고， 敎會 내부공간도 이에 상응한 형 

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교 聖幕과 聖嚴

禮拜호間에 영 향을주고 있지만， 초대 敎會의 모 

습은 유대교 회당에서 나타난 설교， 회중 중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회당은 聖幕， 成典의 

燮形으로서 마을 공동체 중심의 경관으로 재구성 

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聖幕과 聖戰의 제사중심 

기능이， 마을의 공동체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말 

의 내부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성소와 성소사 씀 중심의 공간으로 蠻形된 것이다. 이렇게 볼 

이의 휘장，그리고 성소와 바깥뜰 사이의 휘장의 때 회당， 初代敎會， 로마 카토릭， 中世敎會는 유 

역할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다만 대교의 聖幕， 성소의 원형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 

회중이 바깥플에서 身願인 내부에 들어 온 것과 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過

성가대가 지위가 낮은 성직자와 함께 하고 있다 程에서 시대적인 사상과 강조점에 따른 새로운 

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간의 

구성은 유대교 회당과 초대 敎會의 구성과는 변 

화된 것이다. 중세敎會는 초기 지성소， 성소， 바 

깥뜰의 원형을 답습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변화 

의 선상에서 후퇴하고 있는 인상을 보여준다. 원 

형에 대한 답습도 다만 특정 계층의 권위를 위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敎會 禮拜호間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m. 華嚴춤와 永樂敎會의 禮拜호間 形成過程

1.華빠휴 해배공관의 形成과 훌훌展 

華嚴좋는 緣起祖師에 의해 진흥왕 5년(서기 

개신교에서는 예배에서의 보고 듣는 기능을 강 543) 에 세워졌다. 우리나라에 華嚴思想이 본격적 

조하고 단일 공간식 설계나 중앙집중식 설계를 으로 소개된 것은 慧藏律師에 의해서였고， 慧藏

선호하였다. 중세의 성소(chancel)가 그 기능올 律師는 華嚴춤의 四獅子三層石搭과 그 옆의 供養

상실하여 禮拜호間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 t홈을 세웠다. 華嚴學의 鼎究가 본격화되고 한국 

이 되었고， 설교가 중요시 되어 설교단은 눈에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 된 것은 원효와 의상의 활 

띄도록 현저해졌다. 성직자와 회중의 거리가 가 약에 힘 입은 바 크다. 의상은 王命을 받고 三層

까와 졌으며 회중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 의 文六嚴을 건립하고， 그 둘레를 石經 華嚴經으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敎會의 로 둘렀는데 이 石經 華嚴經 임진왜란 때 소실된 

원형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聖幕과 聖嚴에서 由來 다. 道說은 華嚴좋의 中始祖로서 玉龍춤에서 住

한다고 할 수 있다. 유대교의 전통이 기독교 敎 錫하고 있었고 도선의 명성으로 憲康王 때 도선 

會 禮拜호間의 창쪼쐐 기여한 것은 크게 2가지인 은 華嚴좋에 養林 大道場을 건립한다.고려시대에 

데 하나는 聖幕， 聖願이고 또 하나는 회당이었다. 들어와서 태조는 도선의 遺빼에 따라 五百輝刺을 

이 양자는 초대 敎會， 초기 로마 바실리카， 中世 건립하고 후에 三千八白총를 세울것을 명하는데 

敎會，改新敎 敎會의 禮拜호間의 구성에 있어 복 이 때 華嚴좋는 기존 사찰로는 제일 먼저 重修되 

합적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聖幕， 聖嚴의 제 었다. 고려시대에는 네 차례의 重修가 있었다. 고 

사 중심은 초기 로마 카토릭과 中世 敎會에， 회 려 광종 洪慶輝師가 堂宇와 魔子를 重修， 文宗

당의 말씀중심은 初代 敎會와 개신교 敎會 내부 (1047-1083)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삼도에서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初代 敎會의 성 매년 곡물을 華嚴좋에 헌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경적 해석과 이에 따른 내부 공간 구성이 改新敎 華嚴놓는 거대한 두채의 좋庫를 一柱門 밖에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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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仁宗(1122-1146)때의 華嚴춤 重修， 明宗 된 覺皇嚴을 왕실의 후원 아래 건립된 것 등이 

(1172) 때 道說國師의 牌 건립， 忠烈王 때 圓招魔 다. 현재의 華嚴놓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을 건립한다. 忠輔王 때 전면적인 중수가 있었고， 

짧뽑王 때 쳐R雄魔을 창건한다. 

임란이후 소실된 願開에 대한 대대적인 復舊가 

진행되는데 좋院의 復舊는 시기를 두면서 1894년 

고종 때까지 꾸준히 진행된다. 대표적인 복구 願

開은 大雄戰과 覺皇嚴의 重建이 가장 큰 규모의 

중수였다. 이 점에서 大雄願과 覺皇嚴이 초기의 

가졌던 모습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는 중 

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華嚴좋는 임진왜란 이후 

좋院의 소실에 대한 복구를 약 200년에 걸쳐하면 

서 보수 공사를 하였다. 華嚴좋가 개창(서기 544 

년)된 이후 최근 세기까지 1400여년에 걸쳐 華嚴

춤의 중건과 보수의 역사가 있어 온 것이다. 

華嚴놓는 단시일내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시간 

의 경과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었고， 때로는 임란 

과 같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 좋院의 대부분이 消

失되는 경우도 있었다. 華嚴좋는 좋院의 경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첫째， 화엄계 사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화엄계 사찰경관은 華嚴思想로부터 유래했다. 이 

원형은 이후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 화엄계 사찰 

유형 경관으로 분류된다. 둘째， 華嚴좋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축， 중창， 중수의 過程이 있게 

재건， 중건한 것이다. 중요 嚴開과 암자의 중수 

및 조성은 다음과 같다. 

定康王 元年(886) 光學願 건립. 

高麗 光宗(949-975) 대규모 중수. 

高麗 仁宗(1122-1146) 定仁王師로 華嚴춤 重修

케 함. 

忠烈王(1274-1308) 圓紹魔 건립. 

忠蕭王(1313-133이 勳令으로 嚴聞 보수. 

않縣王(1351-1374) 쳐Ml훌魔 건립. 

世宗6년 (1426) 輝宗大本山으로 승격. 

宣祖26년(1593) 임진왜란으로 좋院 소실. 

仁祖8년 (163이 寶積魔 건립. 

仁祖8년-14년 (1630-1636) 大雄嚴과 요사채 중건. 

輔宗25-28년 (1699-1702) 覺皇願 중건. 

正祖8년 (1784) 寂默堂 건 립 . 

純祖27년 (1827) 普濟樓 중건. 

憲宗2년 (1836) 擬香開 三願 건립. 

憲宗12년(1846) 鳳束魔 건립. 

憲宗13년 (1847) 覺皇戰 중수. 

高宗4년 (1867) 文珠魔 건립. 

高宗11년 (1874) 靈山嚴건립. 

嚴開과 魔子들의 창건과 중수가 華嚴좋 창건이 

된다. 17세기이후 중건된 大雄願과 覺皇戰은 신 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라때 조성되었던 大雄戰과 文六願(覺皇戰의 신라 히 임진왜란 때 좋院의 全燒로 말이암아 大雄願

때 명칭)과는 다른 내부 구성양식과 규모를 갖추 과 覺皇願의 중건이 최대의 投事라고 볼 수 있 

게 된다2) 조선불교는 신라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 현재 華嚴좋의 단면도를 통해 볼 때 힘뽑￥홍 

교세가 축소됨으로써 嚴開의 외관이 주는 의미를 間은 크게 外部와 內部호間으로 나누어 볼 수 있 

戰聞의 새로운 중건， 증축에서 찾기보다는 願開 다. 외부공간은 掛佛濟，野外法會를 통해 戰開 내 

내부의 莊嚴에 치중하게 된다. 세째， 증축， 중수， 부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하여 야외에서 예배를 

중창의 배경이 시대에 따라 다른 조건에 근거함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華嚴좋에는 이러한 외부 

으로써 교리적 해석과 함께 구체적 시대상황과 공간으로 大雄嚴과 覺皇嚴 普濟樓로 둘러싸인 中

결합되어 탄생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고 展이 있다. 이 中處은 華嚴좋 외부공간의 주공간 

려시대때 도선이 왕실의 지원아래 養林大道場을 으로 야외법회와 패불제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건립한 것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화재로 소실 곳이다. 외부공간은 中展 이 외에도 춤院 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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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通願， 羅漢願， 莫府願， 靈山願， 大雄願， 覺皇嚴)

들 내부에서 신앙대상들에 대한 의식을 통해 形

成되는 내부 禮拜호間이 있게 된다. 

華嚴좋 禮拜호間들의 形成은 불교의 여 러 존재 

들(佛，홈鐘，神쨌遭) , 이 존재들을 모신 戰開들，그 

리고 이 願聞들간의 배치， 경내에서 진행되는 

의식활동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 

화엄신앙계사찰은 전체와 부분의 통합， 전 우 

주적 질서라는 華嚴思想을 구현한다. 이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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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開들 주변을 중심으로 있으며 願開을 대상으로 

각각의 외부공간을 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一柱門， 金剛門， 天王門은 좋院전체의 공간 

을 하나의 方向性을 가지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하고 있어 山門 하나 하나가 외부 공간에 대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天王門의 경우 四

天王은 원래 인도 토속신이었으나 장아함경에서 

불교화하여 護法神으로 변했다. 따라서 天王門을 

通過함으로써 이후 공간은 모든 악귀가 들어 올 

수 없는 淸伊의 호間이 되는 것이다. 

외부공간은 각각의 嚴開들이 의미하는 상징성 

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됨으로써 의미화되거나 질 

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華嚴좋 경내는 일정 

한 方向性을 띤 輔線의 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華嚴춤 願聞의 배치원리를 크게 輔과 

中心의 두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축은 最初의 

華嚴좋 진입공간인 一柱門-金剛門-天王門- 계단

普濟樓-大雄戰을 중심으로 한 嚴開들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산지사찰의 특성상 좋院들은 축선의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는게 보통인데， 華嚴좋도 

전체 嚴開구성 형태가 길게 띠를 形成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中心性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중심은 大雄嚴과 覺皇願 앞의 동서탑이 있는 공 

간이 되고 있다. 이 공간은 華嚴좋의 주공간으로 

4미터 높이의 석축에 의해 中廷의 영역과 諸 佛

嚴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中展을 中心으로 둘 

러싼 각 願開들은 中展을 構式호間으로 聖域化하 

고 있다. 中展은 外部禮佛호間3)의 기능을 담당하 

는데 中慶은 構式을 통해서， 嚴開의 각 존재들과 

그 존재들이 의미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서 성역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華嚴좋의 힘활￥호間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外部호間으로는 大雄嚴과 

覺皇願 普濟樓로 둘러싸인 中塵， 각 嚴開들 주변 

의 외부공간들， 그리고 진입 過程의 輔線上에서 

山門들과 願聞들로 의미화된 方向性이 부여된 통 

합적 공간， 둘째 각 願開(一柱門， 金剛門， 天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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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내의 모든 願聞을 조직화하고 통일화하려는 비춘다는 光明遍照에서 大明光願이라 부른다. 비 

경향이 짙다. 따라서 다른 형식에 비해 건축적인 로차나불이 모든부처의 중심이듯 이를 모신 대적 

中心性이 강조된다. 화엄계 사찰은 조선초까지 광전이 모든 佛 戰聞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단탑제 형식을 고수해 탑이라는 강한 中心性을 화엄의 세계는 불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수용하는 

설정했고， 화엄 선종의 사찰에는 산문을， 조선 중 세계인 것이다. 

기의 다불전형 사찰은 大寂光願이라는 願開의 위 

치를 중심으로 가람을 구성한다. 

신앙형태별로 嚴聞이 구성되는 것은 경관을 통 

하여 목적하는 세계를 조형화하기 위해서이다.그 

런데 전술한 嚴聞들은 비단 화엄경을 所依經典으 

로 하는 願聞은 아니다. 신앙체계에 따른 소의경 

전 및 대표적 願開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앙체계에 따른 소의경전 및 전각의 구성 

2. 永業敎훌 때배공관의 原形과 發展

永樂敎會의 시작은 베다니 전도敎會으로 시작 

하였고， 처음 信者의 구성은 이북에서 자유를 찾 

아 월남한 信者들을 중심으로 成立하게 되었다. 

最初 50여명이던 교인은 이듬해 남하하는 신도가 

급증하면서 1에0명이 넘게 되었다. 베다니 敎會

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탈출한 성도들 

이 세운 敎會라는 소식을 들은 월남 성도들은 베 

신앙체계 l 쐐천 | 전각구성 다니로 모이기 시작했다 敎會가 커짐에 따라 敎
화엄신앙 | 화엄경 l대적광전，비로전，화엄잔문수전，보현전 會는 계속 남하하는 피난민 구제， 敎會의 본래 
법화신앙 l 법화경 |대웅전，영산전，팔상전，융지전，나한처 tf~'d 1 '1 I-Ò-'~t ().t.!.'i.!，1:!. -d'~tO"i.! '~tí 't! .. 'L! 사업인 전도， 교육， 봉사를 하게 되었다. 敎會의 

아미타신앙| 아미타경 |극락전，무량수전，미타처 
| | 」 성도가 늘어나면서 敎會의 조직이 생겨났는데 성 

지장신앙 |지장보살본원경|지장전，명부전 

관음신앙 원통전，관음전 

약사신앙 l 불관약사여래 |약사전 
미록신앙 l 미륙삼부경 |미록전 

출처: 손창수， 화엄사의 배치특성 및 그 요인에 관한 연 

구， 한양대， p4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華嚴츄의 戰聞구성은 

華嚴좋 고유의 嚴聞들 뿐 아니라 다른 신앙체계 

가대， 주일학교， 청년회의 조직이 생겼으며， 부인 

전도회， 농아부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증하 

는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배장소로서의 공간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창립1주년 예배인원 

이 장년 962명， 유년476 명으로 명실상부한 대형 

교회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永樂敎會가 

가지는 독특한 形成배경에 기인한 면이 크다. 피 

난 성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임시책으로 천막 

로부터 들어 온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華嚴思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聖幕과 같 

想 자체의 성격에도 외부적 사상을 수용할 수 있 

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엄경의 주불 

은 비로차나불이다. 이 부처는 모든 부처의 근본 

이며 우주의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하다. 불교 교 

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많은 부처들이 생처나， 

전 우주의 통일적 구심점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 

었고 이에 부응해 뽑盧適那佛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화엄의 연화장세계는 大靜寂의 光明의 

세계이므로 大寂光願，비로차나불의 광명이 t:: a 
TT 

이 광야에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 

였다. 1947년 통계에 의하면 906세대에 세례교인 

1453명， 유아세례 377명， 학습교인 2450명 합계 

4555명으로 실로 2년만에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 상황이 이런 교인의 급증을 야기 

한 것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永樂敎

會는 새 i廳￥호間을 필요로 하게되었고 건축위원 

회를 조직 현재의 고닥 양식의 敎會 본당을 짓게 

되 었고 1949년 3월 착공 1950년 5월 총350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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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을 완성하게 되었다. 永樂敎會는 한국 전 본당은 중세 고닥양식풍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쟁의 와중에서도 敎會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대 1950년 완성한 후 1977년 십자가형으로 증축약 

구，부산로 이전하면서 피난지에 敎會를 세웠다 3500명을 수용한다. 내부 禮拜호間은 평면형태는 

마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듯이 한국전쟁이라는 십자가 형으로 강단을 향하여 세방향에 회중석이 

상황이 제2 제3의 永樂敎會를 세운 것이다. 이 놓여 있다. 강단은 회중석보다 여러단 높이 구분 

기간 중에 부산에 보린원과 다비다 모자원을 창 되어 있다. 설교대와 사회대가 강조되어 강단화 

설하였다. 이처럼 한국 전쟁의 상황속에서 永樂 우에 높이 위치하고 있다. 성찬상은 그 뒤 낮은 

敎會는 당회를 이전하면서 敎會의 예배를 지속했 데에 있다. 永樂敎會는 2층에도 성찬상이 있으며， 

고， 결국 현지에 새로운 敎會를 세우는 데에 이 

르게 되었다. 이 점은 永樂敎會라는 특수성인 월 

남민들 중심의 敎會가 한국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산출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말씀과 교체중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서 이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敎會의 禮拜호 

間 또한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처럼 가정 중심 

의 敎會로 전환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던 바가 

성가대가 강단의 뒷쪽에 회중을 향하여 놓여 있 

다. 禮拜호間은 크게 강단， 성가대， 회중석의 구 

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N. 華嚴춤와 永樂敎會 禮拜호間의 比較

1.起遍과 形熾樞훌 

크고 永樂敎會;의 구성원들이 다른 敎會들 구성원 華嚴춤와 永樂敎會의 禮拜호間의 起源과 形成

들보다 훨씬 결속력이 강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過程은 대체로 華嚴총와 永樂敎會 자체의 起源과 

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경내에 본당외에 교육관， 形成過程에 일치하고 있다. 禮拜호間은 좋院과 

선교관. 봉사관，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 있고 부속 敎會의 가장 本源的인 호間이기 때문에 禮拜호間 

건물에는 영락 기도원， 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 은 좋院과 敎會의 起源과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 

교， 영락여자 신학교， 영락 보린원， 영락 어린이 문이다. 構式活動으로서 예배는 좋院과 敎會의 

집， 영락 모자원， 영락 경로원， 합실 어린이 등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대체로 총院과 敎會의 

있다. 成立時부터 禮拜호間은 우선적으로 形成되기 때 

문이다. 

성가대 禮拜호間의 形成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은 화엄 

〈그림 7) 永樂敎톨 본당 

사가 諸 嚴聞 중심 의 다양한 힘활￥호間을 가진 반 

면 永樂敎會;는 단일한 공간을 가진 점， 화엄사가 

협소한 내부공간을 가진 반면 永樂敎會는 비록 

유일한 공간이지만 처음부터 큰 규모4)의 공간으 

로 조성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화엄사의 戰

開들이 전통적인 목조 양식으로 내부 공간의 확 

장이 곤란한 점， 좋院 경내에 다른 종파계 戰聞

들의 수용에 따라 단독 규모의 큰 禮拜호間을 마 

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신도들의 수용을 

위해 야외에서의 법회(中處의 활용)를 갖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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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禮拜空間의 起源과 形成過程 비교 

화 엄 사 영 락 교 회 

최초성립 544년(대웅상적광전) 1않5년(베다니 전도교회 예배실) 

λ171 670년(장육전)， 이후 다른 전각들 완성 1950년(현 본당 예배실) 

순차적 완성과재건 
일시적 완성 

-1950년 본당 예배당 완성 
-544년 이후 1836년 三願건립까지 지 완성시점 -HJ17년 본당 예배당 증축 
속적인 전각의 建立과 重建

-임진왜란 때 사원 전소로 再建
(대구， 부산， 제주 영락교회 건립후 

각 지방 노회로 분리) 

예배공간의 확보 

성립배경 
화엄신앙의 구현 예배공간의 확보 

아미타신앙의 구현 기독교(장로교) 신앙의 구현 

조선通佛敎영향 

화엄， 미타， 법화， 관음， 지장 신앙 등 개신교 전통의 예배공간으로 일시적 

성립과정 
의 타 종파 신앙의 전각을 경내에 수 인 완성후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갖춘 

용하면서 예배공간이 상기 전각 중심 부속 예배공간의 병합이나 추가가 없 

으로형성됩 이 일시적으로 성립 

표 3. 禮拜졸間 形成의 훌因과 차이점 

화 엄 사 영 락 교 회 

1. 화엄신앙， 아미타신앙의 구현(敎理 1 1. 개신교(장로교) 신앙의 구현(敎理) 

2. 타 종파계 신앙대상의 수용(敎趣/歷史 I 2. 개신교 예배공간 구성(敎理/歷史) 

要 因 I 3 임진왜란으로 인한 전소된 전각들의 재건 I 3 월남 기독교 신자들의 구심점 역할 급증 

차이접 

(歷史 하는 신도로 인한 예배공간의 확보(신축) 
및 증축(歷史) 

1. 諸 願開중심의 다양한 예배공간 
2. 완성시점의 순차성(계속성) 

3. 외부공간의 重視와 전각간의 위계적 배치 

및조화 

4.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갖춘 추가적 예배공간 

건립의 가능성 

5. 내부 공간의 협소 

-다양한 전각들 중심의 예배 

-전통적 목조 양식의 한계 

6. 외부 예배공간의 확보(中底) 

-야외법회， 패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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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한 예배공간 
2. 완성시점의 일시성(단절성) 

3. 내부공간 위주 

4. 기독교 예배공간의 定型的인 특성으로 다 

른 기능과 구조를 갖춘 예배공간 拉存의 

곤란 

5. 예배공간이 넓음 

-설교 중심의 예배공간 

-유일한 예배공간 

-건축기술의 수용 

6. 내부 예배공간위주의 歷史로 외부 예배공 

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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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공간의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禮拜호間의 공간의 규모에 있어서 차 

이점은 불교와 기독교 禮拜호間이 처음부터 안 

고 있는 敎理， 歷史의 差異때문이기도 하다. 

2. 立빼(地形) 

화엄사는 老始遭에서 시작되는 화엄사 계곡이 

다. 이 점에서 新羅 五숍에는 모두 총院이 건립 

되었었고， 남악이던 지리산에도 華嚴좋가 창건되 

었다 할 수 있다. 산록의 경사 면을 따라 구성되 

는 嚴開들의 배치는 最初 진입공간에서 부터 상 

승감을 조성하면서 主호間까지 婆婆世界를 벗어 

나 聖으로의 世界로 향해 올라가는 구성을 조형 

화한다. 대부분의 산지사찰의 경우처럼 산문인 

一柱門，金剛門，天王門등이 외부와의 분리를 유지 

입구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에 계곡 하면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과는 通過構禮의 형식 

을 끼고 있는 관계로 좋院 경내는 계곡을 따라 을 취하고 있는 것은 조형화된 佛國의 신성한 세 

축선상의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고 있다. 화엄사 계를 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호間의 이동을 

주변은 이러한 계곡의 침식을 받아 대체로 경사 통해 聖으로의 세계로 들어오는 상징성을 부여하 

가 15%이하의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 고 있다. 인공적으로 산지의 경사를 극복하기 위 

한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좋院 경내에서는 진입 해 進入 過程 호間5)에서부터 계단과 석촉을 축 

공간인 一柱門， 金剛門， 天王門 그리고 普濟樓와 조하고 있다. 이유고 主졸間에 들어서면서 보이 

中展에 석촉을 쌓고 있고 다른 高度간의 연결은 는 大雄戰과 기타의 嚴開들에서 부처와 여러 보 

계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華嚴좋는 살에 대한 존재로 인해 경외감과 불심을 자아내 

산록 입지형 사찰로 분류된다. 산록입지형은 한 게 한다.華嚴춤는 輔線上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국사찰의 대표적인 입지유형으로 低地，山地(高 있고 中心 호間이라 할 수 있는 大雄願，覺皇嚴，普

地)보다 우세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불교가 전 濟樓로 둘러싸인 곳에서 信者들의 발걸음이 닿게 

래된 초기 삼국시대에는 護國佛敎的 성격이 강해 된다. 마지막으로 覺皇嚴 좌측 뒤로 가파른 계단 

서 사찰은 왕실과 결탁하여 도성 가까이 명지에 을 올라가면 창건주 연기조사의 孝臺가 있게 되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통 어 主호間에 이어 좀 더 상승감을 부여하는 형식 

일신라시대 이후 선종과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은 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록입지로 계곡을 

산지사찰이 크게 증가하였고， 조선시대때는 정치， 따라 완사면을 취하고 있지만 효대의 공간은 조 

사회적으로 불교가 억압당함에 따라 좋院은 산지 금 분리되어 홈地에 배치되고 있는 점이 특이한 

에 은둔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華嚴좋가 창 구성이라 할 수 있다. 華嚴좋의 입지는 화엄 불 

건될 당시의 입지 배경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자 국의 세계를 조형화기에 적합한 산록형이며， 계 

료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화엄십찰의 대부분 곡을 따라 축선상에 큰 무리없이 線形으로 배치 

이 산에 창건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華嚴思想과 된 점은 자연에 순응한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 

관련하여 산지 입지의 배경을 찾는 것이 좋을 듯 다고 볼 수 있다. 

하다. 華嚴츄가 지리산에 입지하게 된 직접적 원 永樂敎會는 禮拜호間의 구성 관점에서 자연적 

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신라에는 산을 신 인 입지적 특성을 찾기는 어렵다. 最初 永樂敎會

성시하는 靈地信때이 있었고， 華嚴思想의 정토 가 영락동에 세워지게 될 때 지형적인 입지적 배 

뿐 아니라 예토또한 보살과 부처가 거주한다는 경과는 무관하게 선택되었다. 예배를 위한 공간 

佛圍土 思想이 결합하여 화엄계 사찰들을 산에 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방후 사용되지 않던 영락 

입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동에 있던 천리교 경성분소를 접수하면서 敎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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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거시적으로 

敎會의 입지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위치함으로서 

信者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입지요인임 

을 말해 주고 있다. 

原形 禮拜호間이란 춤院과 敎會의 禮拜空間으 

로서 最初의 成立時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지역 

별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특징지워진 禮拜호間 

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院과 敎會의 禮拜空間은 처음부 

터 일정한 형태의 공간 구성과 구성요소들로 이 3.原形禮拜뿔뼈 

표 4. 原形 禮拜졸間의 계승과 變形，發展 比較

화 엄 사 영 락 교 회 

기본공간 내부 중심과 외부 공간활용의 구조 
내부 공간 위주의 구조 유지 

구조 유지 

구성요소 당-탑-승원의 전각 중심 의 구성 
지 성 소-성 소-바깥뜰 =)강단-성 가대 -

회중석의 공간중심의 구성 

계 화엄사상(연기사상， 연화장세계)의 반영 

고유신앙 -主佛인 비로자나불을 主願 대적 광 개신교의 말씀중심 신앙의 반영 

/。k 의 반영 전에 안치 -설교대 가 강조되 어 求心點을 이룸 

-主嚴을 중심으로 하는 전각구성 

공간의 집 
분산형 통합형(단일형) 

-다양한 제 전각중심의 분산형 공간 -유대교 회당과 초대교회로에 기원 
중도 

구성 된 단일의 통합 공간 구성 

내부 공간의 多樣化

-대웅전，각황전，원통전，영산전，명 설교대 향한 세방향의 구심적 회중석 

기본공간 
부전， 삼전， 천왕문， 금강문 등 다양 중심이 맨 끝의 지성소에서 강단의 

구조의 변 
한 종파 신앙 반영 설교대로 轉移

형/발전 
외부 공간의 조직화 통합적인 개방적인 공간 구성 

-중심성을 갖춘 폐쇄적 中底 홍間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의 변 

변 
-전각들의 촉선상 배열로 방향성 부 경 반영 

여한 외부공간 

혀。 
타신앙의 

아미타 신앙(각황전) , 법화(영산전) , 중세 카톨릭의 제사중심의 일부 반영 

/ 수용 
지장(명부전)， 관음(원통전) -段을 통한 회중석과 성가대석， 성직 

자석， 설교대의 분리 
발 내부 공간인 전각들간의 위계성 차이 

처\..!. 의 부여로 전각들간의 관계표현 

-主嚴과 副願의 규모의 차이 (5-7칸: 
구심적인 공간 구성 

2-3칸) 
공간간의 -주전 규모인 대웅전과 각황전의 직 

-회중석， 성가대가 중앙 강단의 설교 

관계성 증대 교로 主호間 형성 
대를 중심으로 구심적인 관계로 배 

전각주변 외부공간들의 방향성 부여 
치됨. 

-산문(일주문-금강문-천왕문)-보제 

루-중정으로 이어진 축선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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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었다. 原形 禮拜홍間은 

건축 양식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현 禮拜초間의 

고 있어 대상과 信者사이의 위계적 공간형식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위계적 공간 구성 

원천이 된다. 사원이 내부공간의 확장보다 전각 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외부공간은 앞에서 살 

들의 추가로 예배대상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예 펴본 것처럼 中展과 주변 공간， 축선상의 공간으 

배공간의 다양화의 역사를 가진 반면， 교회는 비 로 볼 수 있는데 中處의 位階性은 大雄願， 覺皇

교적 회중 중심， 설교 중심의 평이한 구성과 단 嚴，동서 5층석탑의 배치에 의해 구현되며， 좋院 

일한 對象에 대한 예배의 역사를 가지면서 현재 전체 축선상에 끝에 조형됨으로써 위계적 강도가 

의 공간 형식으로 바뀌어 진 점이 두 예배공간의 강하게 표현된다. 願開 주변의 외부공간들은 願

구성에 영향을 끼친 원형 예배공간의 역사적 특 聞 내부의 신앙 대상의 位階性에 의해 결정된다 

성이라할 수 있다. 敎會의 경우는 유대교 聖幕과 

聖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교 회당， 初代敎會，

중세 카톨릭， 개신교의 다양하면서 變形된 禮拜

호間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i暫￥호間의 

양식은 현재 비교하고자 하는 永樂敎會 본당 예 

배실의 기준을 제공하는 原形 힘뽑후호間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좋院의 경우에도 초기 인도，서역의 좋 

院 구조와 구성요소들 고리고 중국과 한국 좋院 

시기별로 신라， 고려， 조선의 좋院 양식의 일반적 

특징도 화엄사 禮拜호間의 기준이 되는 원형의 

禮拜홍間이 되고 있다. 

4. 禮拜뿔뼈의 位階性6)

고 할 수 있다. 산문을 축으로 하는 주변공간들 

의 공간들은 진입부터 최종 지점까지 一柱門-金

剛門-天王門-普濟樓-中展-그리고 효대로 올라가 

는 계단등의 선형공간인데 이 공간은 점점 상승 

되는 위계적 강도를 보여준다. 처음 一柱門， 金剛

門， 天王門은 神聚들의 영역이며 中展호間은 부 · 

처와 보살들의 영역이며， 최후 효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서 느끼는 수직적 

상승감과 주변 경치를 조망하는데서 오는 관조로 

인해 고양되는 감정과 함께 이동의 마침으로서의 

안도감을 준다.華嚴좋의 공간은 내부와 외부가 

통합적으로 조화된 位階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永樂敎會의 禮拜空間은 앞서 살핀 것처럼 중세 

禮拜초間이 위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통과 개신교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징이 

禮拜호間의 본질적 특성이다. 禮拜空間은 예배라 있다. 信者들간의 位階性 정도에서는 중세가 개 

는 용어에서 의미하듯이 對象의 존재론적 차이를 신교보다 강하였고， 개신교는 회중 중심으로 운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종교 영되었기 때문에 성직자와 회중 그리고 성가대간 

의식활동의 대표적인 예배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의 위계적 정도는 약했다. 敎會 禮拜호間은 信者

기도와 염원 그리고 헌납의 행위를 통해 대상과 들간이 位階性 뿐 아니라 信者와 하나님간의 位

信者간의 정신적 합일이나 교통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힘뽑추호間은 공간적으로도 位階性을 

구현하도록 조형화되기 마련이다. 華嚴좋를 위계 

階性도 구현되어 있다. 聖幕과 聖嚴에서 하나님 

의 임재를 표현하는 공간은 맨 끝인 지성소였으 

며， 유대교 회당은 휘장으로 가려진 법궤， 中世敎

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선 내부공간에서의 戰 會에서는 사제석과 회중석을 마주패하는 제단이 

聞들은 각각의 부처， 보살， 신중에 대한 예불과 되고 있다. 설교와 말씀 중심의 개신교는 初代

경배를 위한 禮拜초間이 된다. 내부공간은 자체 敎會나 회당의 설교대가 강조됨으로써 하나님의 

적으로 佛↑훌 보살상， 신중상을 가지고 있고 그 임재적 공간이 강단으로 대치되었다. 즉 말씀이 

앞에 신도가 예불과 起源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 신 하나님이 회중과 함께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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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位階性에 관한 비교 

중심성 

그。1 
위치 구성방식 사 례 

간 

對象을 대웅전:비로자나불， 석가 
諸嚴

중심으 모니불，노사나불 
내 開들의 

로한 각황전:아미타불，석가모 
對象(

예배자 니불， 다보여래 
Jf- 가운데 

와대 천왕문:사천왕 
뒷쪽) 

변형 금강문:금강역사등 

화 

엄 

사 

諸願

開들로 中廳:대웅전， 각황전， 명 
외 경내 둘러싸 부전， 적묵당， 보제 

그그 인‘n ’ 루， 종루로 둘러싸 F三

부 字形 인공간 

구성 

강단의 강단:높이 강조된 설교 
여。 설교대 대를 중심으로 한 
락내 본당끝 중심의 세방향의 성가대석 

부분 ‘十’ 과한단낮은세 교 부 
字形 방향의 회중석으로 

회 
구성 둘러싸임 

암아 신앙의 대상과 信者들간의 공간적 위계가 

분리에서 하나로 되었다. 따라서 개신교 힘뽑￥호 

間에서는 하나님과 信者， 信者와 성직자간의 위 

계적 공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고 할 것이다. 

설교대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향성 경사 
위계성 
정도 

방향 구성방식 구성방식 
정도/ 

비고 
구성방식 

樓으로 
강함/諸 

각對 
써 對象

전각의 
嚴開내 

종류에 象들의 
對象과 과예배 

位階에 
자간의 

따른 
直線形 禮拜者

佛，홈麗 따른 
간의 수직적 

상이한 
2중 경 

，神聚의 
對面形

위계적 중심성 
사 

배치 

제 전각 강함/중 

들의 축 정을둘 
경내의 선상배 地形의 러싼전 

主空間 입구로 치(일주 起{k과 각들의 

으로 부터 ~-\ /二디I 石葉，階 폐쇄척 

5:서 ‘J ’ 輔線 강문-) 段을이 배치(佛 

東西 上方 천왕문- 용한수 의 영역 

양탑이 向 〉중정( 직적인 인主嚴 
구심점 보제루， 경사 들과홈 

대웅전 廳願들 

등) 의 영역) 

段으로 약함/ 

써 회중 강단이 
성가대 

석과강 강조되 
와회 

출입문- 단의 수 어 회중 
중석의 直線形

〉세방향 직적 2 석과분 
중심에 (求J心

회중석- 중의 경 리되어 
위치한 形가 

〉강단(- 사(성가 있으나 
설교대 미) 

성가대 대와설 전체척 
가구 

교대의 으로통 
심점 

차등경 합성이 

사) 짙다. 

永樂敎會는 설교단 중심의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개신교 전통의 비위계적 구성 

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단의 강조， 성가대와 

회중석의 분리 등 중세의 位階性을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華嚴츄와 永樂敎會 禮拜홍間을 

- 117 -



華嚴놓와 永樂敎會의 禮拜空間에 관한 鼎究

살펴본 결과 양자 모두 위계적 공간 구성을 가지 여 주전규모인 大雄戰과 覺皇戰 그리고 圓通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華嚴좋의 경우 내부공간에 莫府願， 三願이 배치되어 있어 中處을 ‘ n ’ 字形

서의 位階性은 불교의 신앙대상과 戰開을 중심으 으로 둘러싸고 있다. 願聞들의 배치를 통하여 생 

로 구현되고 있고， 외부공간들도 嚴聞의 축선상 긴 中展도 願開들의 조합과 조화에 의해 구현되 

배치와 中心性을 구현한 배치， 두가지로 외부공 

간의 位階性을 구현하고 있다.永樂敎會는 개신교 

전통에 의해 禮拜호間의 본질적 位階性은 많이 

감소되었으나 중세적 전통의 位階性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柳成훌훌7)의 固有性

구성요소란 禮拜호間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對

象들이다. 禮拜호間의 구성요소들은 처음부터 존 

재한 固有한 구성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구성요소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華嚴좋는 초기좋 

院의 단순한 형태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 

도에서의 훌훌展적 모습 혹은 變形된 모습의 고유 

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신앙 

의 諸 嚴開들과 그 願開들의 조합과 배치로 형성 

된 中展 등은 탑과 승원 금당의 초기의 기본적 

틀은 유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계획되고 창조된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永樂敎會의 내부 공간구성을 볼 때 聖幕과 聖

幕의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금향로， 춧대， 법궤 

와 속죄소 배치공간이던 바깥뜰， 성소， 지성소 공 

로 구분될 수 있다. 총院의 경우에 고유한 구성 간의 위계적 특성은 역사적 過程을 통해 현재 永

요소들은 港， 健院， 金堂을 들 수 있고， 敎會의 경 樂敎會의 공간적 모습에 반영되고 있다. 지성소 

우에는 그 起源이 되는 聖幕과 聖願의 구성요소 의 위계적 공간이 말씀 중심으로 변하면서 회중 

들인 번제단， 물두멍， 향로， 진설병상， 법꿰 등을 석으로 들어온 반면 제단과 법궤를 통해 강조되 

들 수 있다. 그런데 最初의 이 고유한 구성요소 었던 중세교회의 공간 분리노력의 일부가 永樂敎

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게 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말씀과 복음 중심의 교 

됨을 알 수 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初代敎會때 리가 설교단의 형태로 회중의 중심에 들어옴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이 놓여 있던 바깥뜰도 함께 사 써 위계적 공간화 노력을 압도한 것이 가장 큰 

라진 것은 구성요소와 禮拜호間의 상관성을 보여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바깥플에 있던 회중이 내 

준 예라고 하겠다. 부에 들어온 왔으며，제사장과 회중， 사제와 信者

華嚴춤 禮拜호間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구성요 들간의 위계적 분리가 완화되어 현재 공간에 표 

소들 중 嚴開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大雄 현되고 있다. 聖幕의 構式활동이 기독교 신앙의 

嚴， 覺皇戰， 圓通嚴， 羅漢戰， 莫府嚴 一柱門， 金剛 핵심이라 할 복음과 말씀의 영향으로 많이 감소 

門， 天王門 등은 最初 좋院에는 없던 願開들이라 되면서 현재의 공간에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 

할 수 있다. 大雄嚴의 초기 이름인 大雄常寂光願 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고유한 

은 華嚴思想에서 유래한 戰聞이고 覺皇嚴은 播防 구성요소의 일탈이 아니고 역사속에서 새롭게 부 

思想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의 嚴聞 각된 의미들의 공간적 반영이라고 이해해야 할 

들도 인도， 서역， 중국，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토 것이다. 

착화 過程에서 들어온 願聞들이다. 中展은 동서 화엄사와 永樂敎會 구성요소들의 固有性과 蠻

양탑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고 普濟樓와 鐘樓 靈 形에 영향을 준 要因들은 고유한 사상， 역사， 그 

山願 적묵당의 중간 정도의 願開이 中處의 남측 리고 위계적 분리 및 통합 노력을 들 수 있다. 

과 서측을， 동측과 북측은 계단과 석축을 이용하 종교의 고유성은 경전상에 혹은 건축양식에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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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표현되기 마련이다. 永樂敎會 禮拜호間의 禮拜호間을 특정지우는 근본적인 要因은 화엄경 

고유성은 유대교 聖幕， 聖願의 樣式으로부터 왔 으로부터 유래한 화엄사상들이라 할 수있다. 한 

다. 記述된 성경에 근거한 정형적인 聖幕，聖嚴 禮 면 고유한 구성요소들이 공간적으로 變形되어 계 

拜호間 구성 양식은 구성요소들의 固有性을 유지 승되거나 發展되는 데는 역사적 要因이 작용한 

하는 遠因이 된다. 화엄사의 경우 화엄사 특유의 다. 화엄사의 경우 타 신앙계 嚴開(覺皇願，靈山願

표 6. 구성요소의 고유성과 變形에 영향을 준 훌因 

화 엄 사 영 락 교 회 

유대교의 절대성 E 성전， 성막 구성의 
統一性이 강한 華嚴思想 변형 금지를 유도， 이후 다른 건물의 

-타 종파계 전각들의 수용 가능성 부여 추가적 병합이 없이 초기의 평이한 공 
固有한 간 구성을 대체로 유지 
思想(敎

사례)화엄신앙인 대웅상적광전(화엄선 
사례)다른 기능을 갖춘 예배공간의 구 理)

앙)외에 각황전(아미타신앙)， 명부 
성대신 예배당 회중석의 확장(십 

전(지장신앙)， 원통전(관음신앙) ，영 
자형) 

산전(법화신앙)등의 전각 건립 

법궤가 놓여있던 지성소가 사라지고 회 

阿弼院信1.qJ(義뼈大師) 중과 제단이 있던 바깥뜰이 내부로 들 

임진왜란 어옴(유대교 회당， 초대교회) 제사중심 

의 중세교회， 셜교중심의 개신교 교회 

歷史 사례)1. 장육전(각황전) 건립 
사례)1. 회중석과 강단， 성가대의 펑이 

2. 사원 全樓， 대웅전， 각황전 중건 
한공간구성 

(대웅전과 각황전으로 명칭 변경). 
2. 강단과 회중석의 완만한 분리 

및 기타 전각들의 추가적 건립. 
설교대 중심의 통합된 공간 

약사전， 미록전 사라짐 

孝臺(慧藏律師)
사제와 성도간의 계층적 분리(중세) 

지형의 기복을 이용한 산문 전각들의 
萬A 司察說， 지체의식(공동체)으로 인 

축선상 배치로 신중-불， 보살의 위계적 
한 동일한 공간 사용 

구성 전각들간의 규모의 차이 

사례)1. 창건주 연기조사를 위한 효대는 

완사면의 산록입지를 크게 벗어 
位階的 난 가파른 중턱에 건립하여 여 
分離/ 타의 전각과는 다른 위계 질서 

사례)1. 강단， 성가대석의 차별화와 성 統옴 부여 
직자석 마련 

2. 山門(일주문-금강문-천왕문)과 
2. 셜교대를 중심으로한 구심적인 

보제루 측면 진입으로 중정으로 
공간통합 

이어지는 위계적인 공간 구성 

3. 주전(대웅전과 각황전)의 규모 
(5-7칸) , 기타 전각의 규모(2-3 

칸)로 전각들간의 위계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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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漢願， 圓通嚴 등)의 수용이나 임진왜란으로 인 공통적으로 한국적 상황의 歷史와 불교와 기독교 

한 좋院의 전소는 구성요소의 變形과 發展에 중 의 고유한 思想이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요한 要因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變形파 發 수 있었으며 禮拜호閒의 位階性에서는 지형이， 

展에 영향을 끼친 要因은 禮拜호間의 본질적 특 구성요소의 고유성과 變形에서는 위계적 분리 및 

성인 位階性에 대한 표현을 들 수 있다. 위계적 통합노력이 추가적인 要因이 됨을 들 수 있다. 

인 분리 혹은 위계적 정도를 낮추는 공간간의 통 둘째， 兩 禮拜호間을 다섯가지 기준을 중심으 

합성은 구성요소들의 覆形과 發展에 큰 영향을 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친다. 화엄사의 경우는 嚴開들간의 배치， 규모 

의 차이 등이， 永樂敎會는 설교대를 중심으로 한 

全 호間의 구심적인 통합노력이 位階性에 영향을 
1.起풀과形熾훌程 

주고 이런 位階性의 변화가 바로 구성요소의 變 華嚴놓와 永樂敎會 禮拜호間의 起源과 形成過

形에 영향을 미치는 주 要因이 된다. 程을 비교해 본 결과， 화엄사와 永樂敎會의 주요 

역사적으로 위계성 정도의 변화는 신앙 대상과 한 차이점은 완성시점과 禮拜호間의 成立過程에 

信者들간의 관계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간의 관 있다. 화엄사의 禮拜호間이 嚴開 중심의 순차적 

계로 대별될 수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가 불교보 완성과 재건의 과정을 겪었다면 永樂敎會는 일시 

다 이러한 변화가 완만하게 들어나고 있음을 확 적 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할 수 있다. 永樂敎會 또한 구성요소의 변화의 禮拜空間의 形成시기는 華嚴놓와 永樂敎會 모 

그 要因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성소로 대표된 하 두 華嚴좋와 永樂敎會의 成立시기와 일치한다. 

나님의 공간과 성직자들의 공간이 사라지거나 축 오늘날의 전반적인 완성형태를 갖추게 시점은 

소되어 말씀 중심 신앙의 표현인 설교대를 중심 

으로 홉수되어 통합적인 공간의 양상을 띠고 있 

다고 하겠다. 

華嚴춤의 경우 경덕왕(742-762)때로 華嚴좋가 대 

형사찰로 발돋음하게 되는데 대략 200년 정도가 

걸렸다. 반면 永樂敎會의 현 본당 예배당은 敎會

華嚴좋와 永樂敎會는 구성요소들의 고유성과 創立 後 5년이 못미쳐 갖추게 되었다. 

變形에 대한 비교를 통해 禮拜호間이 비교적 많 禮拜훗間의 추가적 건립은， 華嚴츄의 경우는 화 

은 흉形을 겪었고 새롭게 의미화되고 질서화되었 엄의 主嚴인 大雄常勳E嚴이 건립되면서 굶體호 

음을 볼 수 있었다. 華嚴총와 永樂敎會는 고유한 間이 形成되었고 이후 다른 嚴開들의 건립이 꾸준 

구성요소들에 대한과 공간적 계승과 함께 역사속 히 진행되었다. 반면 永樂敎會는 완벽한 整形性의 

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미들의 공간적 반영이 표 힘활￥호間은 아니더라도 내부공간 위주로 이루어 

현되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 禮拜호間을 유지해오고 있다. 기독교 禮拜쫓間 

이 내부공간 위주의 整形性을 갖추며 發展되어 왔 

V. 요약 및 결론 

華嚴츄와 永樂敎會의 禮拜호間에 대한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화엄사와 永樂敎會 禮拜호間에 영향을 끼 

친 要因들은 위의 다섯가지 비교 기준에 대하여 

기때문에 새로운 형태나 기능의 禮拜호間을 건립 

하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永樂敎會도 禮拜호間에 

새로운 형태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2. 효빼(빼形) 

禮拜호間이 물리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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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변의 지형과 연관된 禮拜호間의 구성에 로써 내부 공간의 다양화와 외부 공간의 조직화 

대한 비교를 통해서는 華嚴좋가 더 많은 입지적 를 들 수 있고， 嚴開들간의 位階性이 부여되고 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華嚴춤는 山 開들간의 조직적인 배치로 내부와 외부공간들간 

麗 立地形 춤刺로 분류되는데， 초기 창건과 관련 의 관계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永樂

된 입지적 배경에는 成立당시의 화엄신앙으로부 敎會는 기본 공간 구조가 통합적이고 구심적인 

터 유래한 佛國土思想과 신라의 靈地信때 등 산 공간 구조를 보이며 개신교 禮拜·호間이지만 회중 

을 신성시한 것이 山地 입지의 중요한 홍因으로 석과 강단의 분리， 강단의 강조， 성가대의 강단 

작용했다. 산지입지중에서도 완사면의 산록입지 죄우 후면 배치 등 중세의 位階性이 가미된 미약 

는 한국 사찰의 대표적 유형인데 완사면의 경사 하게 분리된 공간의 구조를 일부 반영한다. 개신 

를 이용한 禮拜호間의 축선상 배열은 聖의 禮拜 교의 설교 중심의 禮拜호間과 함께 중세의 構式

호間으로서 상승감을 부여해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永樂敎會의 禮拜호間이 입지적 특성과 연 

中心의 전통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 敎會의 역사가 서구 敎會보다 

관된 점은 거의 없다.이런 점은 永樂敎會 또한 짧고， 서구 禮拜호間의 형식을 취하는 過程에서 

일반적인 개신교 내부공간 위주의 禮拜초間을 가 개신교 전통과 중세 카톨릭 전통의 혼합적 수용 

지고 있어서 주변환경과 관련되어 禮拜홍間의 구 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성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禮拜뿔뼈의 삶階性 

3.原形 禮拜뿔뼈 
禮拜호間의 位階性을 비교해 본 결과 華嚴좋와 

좋院이 내부공간의 확장보다 전각들의 추가로 永樂敎會 모두 위계적 공간 구성을 하고 있음을 

예배대상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예배공간의 다양 볼 수 있다. 位階性은 中心性， 方向性， 碩剩度를 

화의 역사를 가진 반면， 교회는 비교적 회중 중 중심으로 비교했는데， 華嚴놓의 경우， 내부공간에 

심， 설교 중심의 평이한 구성과 單一한 對象에 서의 位階性은 역사적， 사상적으로 수용된 嚴聞

대한 예배의 역사를 가지면서 현재의 공간 형식 의 신앙대상을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고， 中處인 

으로 바뀌어 진 점이 두 예배공간의 구성에 영향 외부공간도 嚴聞의 輔線上 배치와 中心性을 이룬 

을 끼친 원형 예배공간의 역사적 특성이라 할 수 배치로 외부공간의 位階性을 구현하고 있다. 方

있다. 向性은 直線形과 축선형의 方向性을 보이며 내부 

原形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禮拜호間을 비교는 에서는 遭이， 외부 공간은 석축， 계단을 통해 지 

원형 禮拜호間의 계승과 變形 및 發展에 춧점을 형적 조건에 순응한 자연스러운 경사를 취하고 

맞추었다. 계승의 측면에서는 화엄사의 경우 기 있다. 永樂敎會는 강단의 설교대를 중심으로 한 

본 공간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嚴開 내부공 求心的 直線形의 方向性이 있으며 段으로써 강단 

간 위주의 힘覺￥호間 중심과 외부공간의 활용， 諸 과 회중석의 분리가 이루어져 말씀 중심의 통합 

願開 중심의 분산적인 禮拜호間 구조를，永樂敎會 적인 개신교 전통에 따라 位階性은 많이 감소되 

는 내부 공간위주의 禮拜호間과 단일의 통합적인 었으나 중세 전통의 位階性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공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있음을 볼 수 있다. 

變形과 發展의 측면에서는 기본 공간구조에 있 

어서 화엄사의 경우 타 신앙계 嚴開을 수용함으 5.柳成훌흙의 固有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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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좋와 永樂敎會의 禮拜졸間에 관한 鼎究

華嚴좋와 永樂敎會 禮拜호間 구성요소들의 공 

간적인 반영을 중심으로 고유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본 바， 華嚴좋와 永樂敎會에는 고유한 구성 

전래시기의 격차로 나타난 공간적인 문제로도 이 

해된다. 만약 한국의 위치가 불교와 기독교를 받 

아드리는 역사적 간격을 좁힌 지점에 있었다면 

요소들에 대한 공간적 계승과 함께 역사속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i뽑￥호間의 모습을 가지고 있 

새롭게 부각된 의미들의 공간적 반영이 표현되어 었을 것이다. 역사속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곧 공 

공존하고 있다. 華嚴춤의 경우， 初期 좋院의 탑， 간의 문제이다. 역사속에서 이동을 경험한 禮拜

금당， 승원의 단순한 형태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초間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반영체이다. 

훌훌展적 모습 혹은 雙形된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華嚴좋와 永樂敎會를 통해 본 비교가 한국 좋 

고 할 수 있다. 화엄계 신앙 願開과 타 신앙계 院과 기독교 禮拜호間의 전반적 특징을 보여주지 

嚴開들로서 구현되고 계획된 외부공간(中展과 축 는 않는다. 다만 양 예배 공간의 起源이 대체로 

션상의 공간들)도 의미화되고 질서화된 새로운 한국 좋院과 敎會 起源의 線上에서 떨어져 있지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않고， 禮拜홍間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유사한 

永樂敎會의 예배실 공간구성을 볼 때 聖幕 구 형태로 유지되어 온 건축적 양식의 속성을 가지 

성요소의 배치공간이던 바깥플， 성소， 지성소가 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 좋院과 敎會

그 위계적 특성을 가지고 역사적 過程을 통해 현 의 일정부분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永樂敎會 예배 공간에 반영되고 있다. 지성소， 본 연구는 禮拜호間을 내부， 외부공간을 중심 

성소， 바깥뜰로 분리된 위계적 공간이 말씀 중심 으로 살펴본 결과 두 종교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 

으로 변하면서 회중석 중심으로 통합되었는데， 관성올 보는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점은 더 

말씀 중심의 初代敎會와 유대교 회당의 특성이 많은 자료와 방법론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 

공간의 위계적 분리 노력보다 우세해지면서 설교 다. 다만 구성요소들의 歷史的 起源에 따른 공간 

단의 형태로 중심에 자리잡은 것은 본원적 모습 적 반영에 대한 이해는 어느정도 언급되었다고 

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반면 제 할 수 있다. 

단과 법궤를 통해 강조되었던 中世敎會의 공간 비교하기가 곤란한 佛敎와 基督敎 굶활￥호間의 

분리 노력의 일부가 永樂敎會에서도 나타나고 있 비교기준을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두 예배공간 

다. 이에 따라 제사장과 회중， 사제와 信者들간의 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점， 지리학의 기존 

위계적 분리가 완화되어 공간에 표현되고 있다. 연구관점인 장소의 입지적 특성과 유형화에서 

華嚴좋가 긴 역사의 過程에서 불교 종파성과 나아가 장소의 具體的 形成要因들에 대한 분석을 

시대사상의 반영을 華嚴좋라는 공간에 투영하면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서 變形된 i활좋호間을 창조하는 過程을 겪 었다 

면，永樂敎會는 처음부터 정형화된 禮拜홍間의 원 

형을 받아드렸다는 것 이점이 양자의 禮拜호間을 

이해하는 근본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華嚴좋는 불교라는 외래종교의 좋院이였지만 한 

국의 역사와 풍토속에서 흉흉形의 길을 겪어온데 

반해 永樂敎會는 이미 정형화된 공간의 수용으로 

부터 敎會 禮拜호間의 起源이 시작되었다. 이것 

은 근본적으로 바로 한국이라는 위치로부터 온 

〈註〉

1) 본 논문에서는 예배공간을 예배라는 構式活動을 

할 수 있는 홍間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다. 禮拜라는 用語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 

며， 불교에서는 i劃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서 i劃뼈호間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불교의 願開

들 중에는 부처에 대한 예불 뿐 아니라 홈藏，神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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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 한 혐嚴￥와 패f願行寫도 있고， 圓通願이나 

天王門 등 부처이외의 對象에 대한 信때을 위한 

전각들도 많아서 예배공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禮拜홍間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비록 서로 

기원과 역사가 다른 양 종교지만 의식활동이 일 

정하게 정해진 空間을 中心으로 수행되고 있으면 

서 동시에 서로 다른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 따른 용어의 사용범위를 넓히고자 한 이유에 

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예배공간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내부와 외부공간 

으로 나눈 이유는 외부와 내부로 나눈 것은 가장 

보면적인 공간의 유형이기도 하며， 두 종교의 예 

배공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외부와 내 

부공간을 중심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의 본당 예배당과 사원의 전각 

을 중심으로 예배공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외에 

야외법회가 열리는 사원의 中底도 외부 예배공간 

의 한 유형으로 본다. 

2) 화엄사 각황전은 1699-1703년 걸쳐서 재건된 건물 

로， 임란으로 소실되기 이전에 있었던 건물은 “= 
間四面七間”이었으나 재건되면서 측면이 五間으 

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한다.(이강근， 1994,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46) 

3) 외부예불공간이란 사원내의 각 전각들 佛堂， 輝堂，

價堂 등이 서로 직교로 배치되어 건물들간의 간 

섭작용으로 형성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야외 법회 

나， 掛佛齊등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위한 공간이다. 

4) 최초 예배실의 규모는 하층 279평， 상층 27.5평으 

로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예배실이었다. 현재는 

1977년 십자가형으로 증축 약 35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다. 

5) 일주문， 금강문， 천앙문등의 산문을 축으로 한 사 

원의 입구로부터 주공간까지의 공간. 

6) 모든 종교건축의 공통점은 위계적으로 공간이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공간구성에 위계형식이 

있는 것이다. 예배공간에 있어서 위계성을 고찰한 

다는 것은 그 종교의 본질을 고찰하는 것과 같다. 

예배공간의 위계성을 나타내는 요인은 宗敎性 그 

地理學論護 第30號(1997.8) ， 101-124.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교 사원의 경우， 

금당이나 탑은 천각배치에 있어 중심부에 앉혀짐 

으로써 금당과 탑이 상징하는 대상의 위계성을 

공간적 위계화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 

원의 경우는 삼단(불-보살-신중)의 위계질서로 전 

각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 

한 위계성은 직접적인 인자로 象徵體(對象)와 간 

접적 인자로 聖職， 聖禮， 聖時를 들고 있기도 한 

다.(한규영， 신학의 변천에 따른 교회건축공간의 

위 계 성 에 관한 연구， 한양대， p14-17) 

7) 본 논문에서 구성요소란 예배공간을 구성하고 있 

는 여러 대상들을 의미한다. 사원에 있어서 搭， 金

堂， 講堂， 종각 등이나 교회의 강단， 십자가 등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통칭하여 예배공간내에 예배 

공간의 총체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배치된 

모든 대상들로 파악한다. 이 용어는 대체로 놓院 

내 각각의 願開들이나 탑 등이 전체 사원을 구성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따라 한 

사원의 구성요소들로서의 전각들과 내부 장식물 

등에 대한 개념들로 사용되고 있다.(배병선， 한국 

사찰건축 구성요소의 비교연구，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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