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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봉 희

본 연구는 근대 초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도성 내 확산 과정과 개신교 교
회의 다양한 건축 실험 및 변화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1884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도성 내에 장로교, 감리교 소속
의 교회들이 확산되어 입지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1897년 정동제일교회
를 시작으로 건립되게 된 대형 예배당들의 평면과 구조에 있어서의 건축적 실
험과 그에 따른 영향과 변화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근대기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는 실물이 대부분 현존하고 있는 천주교 성당
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신교 교회 건축은 근대기에 천주교 성당
만큼이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서울에서 큰 영향을 끼쳤음에
도 불구하고 전쟁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실물 사료 등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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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의 근대기 개신교 교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각
교회의 교회사 편찬, 선교사들의 일기 및 편지류 등의 번역, 외국 아카이브 자
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의 개신교 교회의 도시적 특성 및 건축적 특성 등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입지 및 확산 과정은 장로교∙감리교 정동 선교기지 시기를 거친 후에 도
성 내로 확산하게 된다. 먼저 교회는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용이한 곳과 병원
및 학교 시설이 세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
은 4대문과 시장 주변으로 세워짐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의 교회의 확산은 선
교부 사이에 맺은 선교지 분담 정책과 3각 거점 계획에 의해 도성 내 지역적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많은 선교부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에 세워졌음에도 서로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될 수 있었던 것은 정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 협정한 선교지 분담정책의 영향이다. 또한 교회 내의 신자간
갈등과 지역갈등이 교회 확산 및 입지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선교지
개척에 소외되었던 북쪽의 양반 계층 거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역
할을 하였다.
한편, 대형 예배당이 건축되기 시작한 이후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은 평
면과 구조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평면에 있어서는 미국교회의
설계 도면의 수용과 적응,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삼랑식 평면의 실험, 2층의 갤
러리 공간을 고려한 장방형의 평면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는 ‘가위형 가새 트러스(sissor-bracing truss)’가 정동제일교회를 짓기 위해 보
내온 도면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울어진 천장에 중앙부분만 평평한
특징을 보인다.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roof truss)’는 안동교회에 적용이 되
었고, 인장력을 받는 대공을 목재를 대신하여 철제로 사용한 특징을 보인다. 이
는 왕대공 트러스가 갖는 경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 ‘쌍대
공 트러스(queen post roof truss)’는 승동교회에 적용이 되었다. 근대 시기에
쌍대공 방식은 드문 경우이다. 또한 쌍대공 트러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
천장 구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천장 보의 일부를 이동하여 천장이 움푹 파인
구조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근대기 서울의 교회 건축을 둘러싼 여러 시도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 및 학교 건물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평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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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인천의 내리교회가 정동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식 평면을 도입하
여 건축하였다. 평양의 남산현 교회는 외형, 구조, 평면 등에서 상동교회와 매
우 유사한 건축적 특성을 보인다. 장로교의 정방형 평면은 동시기의 목포의 양
동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이후 시기의 건물에서는 정방형보다는 장방형
의 평면으로 귀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구조의 측면에 있어서는 ‘가위형 가새 트
러스’가 정동제일교회에 도입된 이후로 상동교회 등의 감리교 교회 및 학교 건
물 등에 꾸준하게 활용되었고, 교파를 뛰어넘어 장로교와 성결교의 학교 및 교
회 건물에서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主要語 : 교회 건축, 교회 입지, 근대 초기, 서울, 지붕 구조, 평면
學 番 : 2013-2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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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선행 연구의 분석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근대 초기 서울에서의 개신교 교회의 도성 내 확산 과
정과 개신교 교회의 다양한 건축 실험 및 변화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개신교는 1884년 북 장로교 알렌(N.H Allen)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선
교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1884년부터 1910년의 한일 합방을 전후 한 시기는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큰 부흥을 이룬 시기이다. 특히 서울은 모든 행정기관과 외교관들
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개척 선교사들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장소였다. 자연히 초기 한국에 정착한 여섯 개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회
중 다섯의 선교회가

한국의 수도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1) 서울을 거점

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회 건축 활동도 매우 활발히 일어났으며, 다양
한 건축적의 실험적인 시도 또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기 기독교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는 천주교 성당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신교 교회 건축은 근대기에 천주교 성당만큼
이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서울에서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실물 사료 등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연
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근대기 개신교 교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각 교회의 교회사 편찬, 선교사들의 일기 및 편지
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학교 교회사 연구소, 2002,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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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등의 번역, 외국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이 활발해지면서 당
시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적 특성 및 건축 활동 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환
경이 조성이 되었다.
기존의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가 평면과 입면 등의 유형 분류와 같은 양식적
인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도시적 상황 안에서 개
신교 교회 건축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개신교 교회는 선교 초기 정동 시기를 거친 후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부가
1910년경까지 15개 이상의 교회를 서울 각 지역에 설립하였다. 이는 선교 초
기부터 파리외방전교회가 주도한 명동성당과 약현 성당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천주교 교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도시적 맥락 안에서 입지와 확산
을 살펴보는 것은 이전의 건물 중심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축소되었던 개신교
교회의 도시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신교 교회 건축이 다양한 곳에 지어졌지만, 서울에서 보이는 특징 적
인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세기 말부터 한일합방을 전후 한 20세기 초
까지 서울에는 많은 교회 건축이 지어졌다. 당시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전보
다 크고 웅장하며,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에 이러
한 변화와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교회 건
축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교파 간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
이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의 서울에서의 개신
교 교회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새롭게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 예배당의 여러 실험적 시도들에 대한 고찰이다. 19C말에 처
음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활동에 필요한 대형의 집회 공간에
대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의 예배공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건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축을 실현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
와 실험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실험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
다. 미국 교회의 건축을 그대로 도입하고자 한 시도도 있고, 한국인 건축가가
자생적인 교회 예배당을 시도한 시도도 있으며, 건축을 공부한 선교사에 의해
시도된 사례도 있다. 또한 기존의 한옥의 목구조를 변형하여 교회 건축을 실현
하고자 한 시도도 있다. 이러한 여러 실험적 시도들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
러한 것의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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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884년부터 1910년 전후까지이다. 1884년을 시작점
으로 잡은 이유는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으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1884년에

처음으로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입국함으로써 조선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이며, 1910년 전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삼은 이유는 한일 합방을 맞이하
여 선교 활동이 주춤하였고, 이 시기까지가 서울에서의 교회들이 골격과 체계가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선정하였다.
장로교는 새문안교회(1885), 연동교회, 승동교회(1893), 남대문교회, 묘동교회,
안동교회를 선정하였고, 북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1885),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중앙교회를 선정하였으며, 남감리교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선정하였다.
「새문안교회」는 1885년에 창립되었으며, 서양식 벽돌 예배당은 1907년에
착공하여 1910년에 완공하였다. 설계자는 알려져있지 않으며, 시공은 중국인
건축업자 해리장(Harry Chang)이 담당하였다. 「연동교회」는 1894년에 창립
되었으며, 한양절충식 목조예배당은 1907년에 경복궁을 짓던 늙은 목수를 통해
완공하였다. 「승동교회」는 1910년에 착공하여 1912년에 완공되었다. 설계는
승동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곽안련(C.A Clark) 선교사가 하고, 시공은 중국인
건축업자 모문서(慕文序)가 담당하였다. 「남대문교회」는 재동 제중원 부속 교
회로 시작하여 1884년 창립되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독립하여 1910년에 한양
절충식 건물로서 세워졌다.「묘동교회」는 1910년에 창립되었다. 「안동교회」
는

서울 북부에 1910년에 설립되었으며, 교회 건축은 1913년에 중국인 건축

업자 모문서(慕文序)가 담당하였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에 창립하였고, 이후 1898년에 서양식 예배당을
짓게 된다. 설계는 ‘요시자와 토모타로(吉澤友太郞)’가 하였고, 시공은 ‘심의석
(沈宜碩)’이 담당하였다. 「상동교회」는 남대문 안쪽 상동에 1889년에 상동병
원교회로 세워졌고, 이후 서양식 예배당의 건축은 1901년에 심의석이 하였다.
「동대문교회」는 1890년에 세워졌으며, 1910년에 서양식 벽돌조로 건축하였
다. 「중앙교회」는 1890년에 세워졌으며, 1922년에 가우처 박사를 기념하는
가우처 기념 예배당을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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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교회」는 1897년 켐벨 부인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후 한옥의 예배당에
서 예배를 보다가 1922년에 현 위치에 서양식 벽돌조 건물을 짓게 된다. 「종
교교회」는 자교교회에서 독립해서 나와 도렴동에 자리를 잡았으며, 1910년에
서양식 벽돌조 건물을 건축하였다.

[표 1-1] 연구 대상 목록

도

사

면

진

새문안교회

○

○

해리장

1893/1913

승동교회

○

○

클라크
모문서

-

1894/1907

연동교회

x

○

한국인

4

-

1884/1910

남대문교회

x

○

한국인

5

-

1910/1910

묘동교회

x

x

미정

6

-

1910/1913

안동교회

○

○

모문서

7

감리교

1885/1898

정동제일교회

○

○

요시자와토
모타로

8

-

1889/1901

상동교회

○

○

심의석

9

-

1890/1910

동대문교회

x

○

미정

10

-

1890/1922

중앙교회

x

○

미정

11

남감리교

1897/1922

자교교회

△

○

미정

12

-

1907/1910

종교교회

x

○

미정

No.

교파

교회창립/
건축

교회명

1

장로교

1885/1910

2

-

3

4

건축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근대기 교회 건축 관련 선행연구
를 분석하였다. 학회지 논문 및 학위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성격에 따
라「교회 평면」,「재료 및 구법」,「건축가」,「비교연구」등의 4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각 주제 별 연구의 상황이나 내용들을 파악하였고, 이전의
교회건축 관련 연구의 흐름 및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서울의 근대 시기 교회의 입지와 확산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교
회의 교회사 책 및 한국기독교사, 각 종파별 선교회사, 선교사들의 일기, 지도
류 등을 참고하여 입지를 추적하였다. 특히 「1912년 토지조사부」를 통해서는
1912년의 각 교회의 소유 필지와 면적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1912년 지적원도」와 「1907년 최신경성전도 」를 통해

표기하여 교회의 입지와 확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3장에서는 선교 초기 개신교 교회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천주교 성당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하였고, 19C 후반에 등장하는 대형 예배당의 등장 이유 및 교파에 따
른 건축 활동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교회사」와 각 교회의 내부 변화를 추적
하였다.
4장에서는 각 교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각 교회의 역사관 및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수합하였고, 일부는 「외국 대학
의 한국학 아카이브」에 공개된 사진집을 참고하였다. 또한 당시 교회의 내부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뷰」 등을 통해 추정 평면도를 그렸고,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자 하였다.

1.3 선행 연구의 분석
개신교 교회 건축 연구는 해방 후 근대 건축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가 진행되
었고, 본격적인 시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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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교회 건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교회 건축의 연구는 한국 천주교 성당 건축의 변천
과정과 토착화에 대한 연구2)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후 개신교 교회 건축에 대
해서도 근대 초기부터 일제시기까지의 개괄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평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로 한옥교회의
토착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3) 개신교의 예배의식과 예배공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4), 교회 건축 평면의 변천과정과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5).
1990년대 중반에는 당시 교회 건축에 참여하였던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등의 감리교 계통 건
축에 대한 설계와 실무를 담당한 심의석(沈宜碩)에 대한 연구6), 남대문 세브란
스 병원, 연동 선교사 사택, 경신학교 등의 장로교 계통의 건축을 담당한 고든
(H. B. Gordon)에 대한 연구7),

1910년대부터 한국에서 개신교 관련 건축을

많이 설계한 윌리엄 보리스(W.M.Vories)에 대한 연구8)가 진행되었다.
2) 김정신, 「한국 천주교 성당 건축의 변천과정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론,
3) 신인식, 「선교초기 한국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1910년이전 토착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론, 1985
4) 김성한,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론, 1988
5) 홍순명, 홍대형,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10권 제 2호, 1990 : 연구의 범위를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선정하여 초기의 건축 평
면 유형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토착 교회의 생성에 있어서
‘네비우스 선교전략’ 뿐만 아니라 남녀 공간의 구분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하고 있
으며, 기본 ㅡ자형의 평면 유형에 공간이 부가되면서, ㄱ자형, T자형, 十자형의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평면 유형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한
옥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구체적인 평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한 한옥식 교회와 서양식 교회를 구분하여 평면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구분
없이 배열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된 다는 점이다.
6) 우대성, 박언곤, 「한국의 근대 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제 16권 제 2호, 1996 / 심의석의 생애와 그가 관련한 건축물 목록을
밝히고 있으며, 감리교 계통의 건축 활동, 관직에서의 건축 활동, 독립협회에서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7) 김정동, 「캐나다인 건축가 고오든과 그의 조선에서의 건축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
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1994-06), 1994 / 고든(Gordon)의 입국 경위와 그가 설계하
거나 관련한 프로젝트(세브란스 병원, 경신학교, YMCA건물, 교회 건물)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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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는 ‘ㄱ자형 한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ㄱ’자형 평면
의 한옥 교회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교회 평면으로서, 이후 2000년대 후반까
지 두 명의 연구자가 ㄱ자형 평면의 유형과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ㄱ
자형 교회의 탄생기원과 전개의 원인을 ‘증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10), 당시
의 유교적 관습의 산물로서 ㄱ자형 교회를 살펴보았다.11)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에 현존하는 건물들의 답사 및 실측을 바탕으로 장
로교 선교 건축의 특성과 근대건축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실측 등을 통해 주거, 학교, 병원, 교회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
았고, 규모와 공간, 재료 및 구조, 형태와 의장 등을 살펴보았다.12)
2000년대 중반은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한 미국 선교사의 건축 활동을 재
평가한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근대기의 미션 월간 잡지인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바탕으로 선교사들의 건축 활동과 의의를 재평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3) 그 외에도 광주, 안동, 청주 등의 근대 교회의 성격과 특성을 새
롭게 밝히고자 하였다.14)
8) 윤일주, 「1910-1930년대 2인의 외인 건축가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 1985 / ‘보리스
(Vories)’에 대한 연구는 오사카 대학에 소장된 설계원도와 그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9) 홍승재, 이명관, 「ㄱ자형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98
10) 정창원,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11) 이희준, 윤인석,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이 평면 형태 변천 연구 – ‘남녀 유별’ 관념과
회중석의 남녀 위치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05 / 평면 형태의 변천과정을 ‘남
존여비’, ‘남녀유별’의 유교적 영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래 가지고 있던 유교적
영향이 초기 교회의 평면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교의 영
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게 된 평면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12) 도선붕, 「한국 근대 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 건축의 특성」, 충북
대 박사논문, 2002년
13) 정창원, 「한국 미션 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 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그래함 리’」, 건축역사연구(Vol.13 No.2), 2004, 정창원, 「한국 미션 건축에 있어서
장로교 개척 선교사들의 건축 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건축역사연구(Vol.13 No.3),
2004 / 평양에서 활동한 ‘그래함 리(Graham Lee)’, 광주에서 활동한 ‘윌슨(R. M.
Wilson)’, 선천(宣川)에서 활동한 ‘샤록스(A. M. Sharrocks)’, 서울 및 대구에서 활동한
‘클라크(C. A. Clark)’ 선교사의 건축 활동 및 전개 양상을 다루고 있다.
14) 신웅주,한충한,박강철, 「광주지역 초기 개신교 교회 건축의 평면형태와 변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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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연구는 구체적인 건축 구법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칸 x
4칸의 한옥 교회의 평면 형식 및 구조 형식을 분석한 연구15)가 있고, 주로 성
당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 ‘정동제일교회’의 트러스 구조를 분석한 연구16)가 있
다.
현재까지 연구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1980년대 말에는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와 평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고, 당시 교회 건축에 참여하였던 국내외 건축가 및 시공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1990년대에는 한국 교회 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인 ‘ㄱ’자 교회 건축
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교회 및 학교, 병원들의 실
측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근대기에 발간된 미션잡지를 통한 선교사들의 건
축 활동과 당시 북한의 교회 건축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시 개신교 교회는 서울, 평양, 원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 안
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이 어디에 입지하였으
며, 각 교회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도시 안에서 갖는 의미에 대
하여 소홀하였다.
둘째로, 개신교 교회의 특성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교파가 선교활동을 하였
고, 그들이 각자의 선교모국 및 교파의 배경에 맞게 건축 활동을 하였지만, 이
들의 건축 활동의 특성 및 차이점 등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
셋째로, 각 교회의 구체적인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보다는 개신교 교회
건축 일반의 특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건물이 현존하지 않고, 당
시에 사료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구-해방 전 건립되어 성장•분립한 68곳의 교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6
15) 김기주, 「20세기 초 4칸 x 4칸 교회의 평면 구성 및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 건
축역사연구, 2008
16) 김정신, 「한국 근대 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 내부공간 형태에 관한 연구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교회 건축의 지붕틀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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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서울이라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 아래에서 교회들
이 어떻게 도시 내에 입지하게 되며 확산되게 되는지, 근대 도시에서의 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에 다양한 교파들이
건축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으며,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료들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보다
교회 건축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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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교회 건축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1장

서론

2장

교회의 입지 및
확산과정

정동시기

도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개신교

도성 내 확산 시기

교회 건축

개신교 교회 건축의
일반적 특성
→ ‘건축 개념’과 ‘내부 공간’

바라본 개신교

3장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성

건축적 관점에서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의 특성
→ ‘대형예배당’의 등장과 확산

1. 교회 건축의
일반적 특성과

대형 예배당 건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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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험과 영향
4장 개신교 교회 건축의
건축적 실험과 영향

1. 교회 건축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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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회의 입지 및 확산 과정
2.1 정동 선교기지의 설립
2.2 교회의 입지와 확산

2.1 정동 선교 기지의 설립
1884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N. H. Allen:1859~1932)이 입국한 해
이며, 갑신정변(1884)에 의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미국공사관 및
외국 공사관이 밀집하였던 정동17)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으며, 당
시 외국인들은 가옥 및 토지 구매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알렌이 미국공사
관 옆 정동 1-11번지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18)
1년 뒤인 1885년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1859-1916) 또한 미국 공사관 옆 정동 13번지에 자리를 잡게 되
었다.19) 본래 미국 공사관과 인접한 땅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회가 구매하려고
했던 땅이었지만, 알렌이 먼저 입국하게 됨으로 공사관 주변으로 장로교 선교기
지가 구축하게 된다. 같은 해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17) 본래 외국인들이 4대문 안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외국 사절단의 수가
많아지자 고종은 제한을 완화하고 정동지역에 외국 사절단이 머물도록 하였다. 그리고
1883년 미국 공사가 정동에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주선으로 이루어
졌다. 그 외에 정동에 많은 공사관들이 입지하게 된 이유는 한강 마포나루와 서대문으
로 이어지는 길에 인접한 성곽 내의 지역이었으며, 경복궁에 접근하기 용이하였기 때문
이다. (출처: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p. 15,65)
18) 김갑득 외, 「구한말 서울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17 No.7 [2001]
19) 미국 장로교 선교기지는 경운궁과도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 확
장 공사 때, 대부분의 영역이 경운궁 내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예원학교, 중명전 등이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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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zeller :1858-1902)가 정동의 장로교 선교부지 맞은편인 정동 34번지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곳에 감리교 선교 부지를 구축하게 된다.20)

[그림 2-1] 근대기 서울에서의 정동의 지리적 입지
(출처: 「1907년 최신경성전도」에 표기)

1885년 당시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기지의 입지 및 구성은 당시의 선교사들
이 본국에 보낸 편지와 기록21)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감리교의 경우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글뿐만 아니라 도면 등의 자료를 통해서
감리교 선교부가 소유한 대지의 입지와 주변 상황, 구매를 원하는 주변 대지 등
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① 1885. 8. (날짜미상) 편지22)
선교부는 두 개의 부지를 구입했는데, 언덕의 남쪽에서 도시 성벽 사이에
20)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
회 정동제일교회, 2011, p.72
21) 「아펜젤러」 선교사 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편지
22) 이만열,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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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선교부는 서대문과 서소문 사이 중간 쯤에 자
리잡고 있습니다.
② 1885. 8. 17. 편지23)
안사람(Mrs. Appenzeller)에게 부탁해서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지(property)에 대한 다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쪽 반은 스크랜튼
박사가 사용하고 서쪽은 제가 사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곳은 “주거
용(house proper)”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축우리”(stables)는 제거될 것
이고, “하인들의 방”(servants quarters)은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본래 용도
로 사용될 것입니다. 스크랜튼 박사의 부지는 폭이 103피트, 길이가 272피트
요, 반대편 서쪽 부지는 남쪽 정면이 197피트, 뒤쪽이 80피트로, 길이는 스크
랜튼 박사 부지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고자 원하는 소유지”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
서 동쪽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 소유지는 언덕 전체에 걸쳐 있고, 미국 공사
관과 거의 인접해 있으며 미공사관은 현재 우리가 묵고 있는 곳에서 한구역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서쪽에는 장로교의 선교부
소유지가 이웃하고 있습니다. H.G. Appenzeller
그는 편지에서 감리교 선교부의 입지가 언덕부터 도시성벽 사이에 있으며,
서대문과 서소문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매입한 부지 안에는 두
개의 ㅁ자형 가옥이 있었고, 각각의 가옥을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튼 선교사
가 사용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곳의 위치가 미국 공사관뿐
만 아니라 장로교의 선교부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23) 이만열 편, 「아펜젤러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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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편지에서 밝혔던 것처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 선교기지는 매우 가까
운 곳에 인접하여 위치하였었다. 1885년 당시의 정동은 현 정동 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경운궁과 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미국 장로교 선교기지가 입지
하였었고, 남쪽으로는 감리교 선교기지가 위치하였었다. 길을 마주보고 두 선교
부의 선교기지가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림 2-2] 알렌 공사가 1897년에 본국에 보낸 정동 조계지 안내도
(출처: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p.103 )

본래 장로교 선교기지는 미국 공사관과 인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운궁 영역
과도 인접했었다. 그리고 장로교 선교기지는 현재의 중명전 영역까지도 포함하
고 있었다. 당시 이곳은 장로교 여선교사들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었었지만,
이후에 경운궁 확장 공사의 영향으로 정부에 매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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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동 시기(1889년)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기지의 면적
(출처: 「일필매지형명세도(1928)」에 표기)

[그림 2-3]를 살펴보면, 경운궁 남쪽에서 서대문 대로변을 이어주는 「정동
길」을 중심으로 두 선교부의 선교 기지가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장로교의 선교 기지의 경우,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끼어 있으며,
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일부가 길 건너편 감리교 선교기지
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기지’의 경우 정동 길의 남쪽
부지와 서쪽의 서소문과 서소문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성곽을 끼고 자리 잡
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선교부의 선교기지의 입지뿐만 아니라 다른 큰 특징은 선교기지의
면적에 있다. 이들 선교기지의 면적은 경운궁의 면적과 비교될 만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운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같은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선교부 선교기지의 면적이 궁궐의 면적과 비교될만
하다는 사실은 당시 선교기지의 면적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준다고
하겠다.

15

그림 2-4. 1885년 장로교∙감리교 선교기지의 면적
(출처:「일필매지형명세도(1928)」에 표기)

그림 2-5. 1889년 장로교∙감리교 선교기지의 면적
(출처:「일필매지형명세도(1928)」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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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교부의 면적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모두 1885년에 정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장로교
는 정동 13번지를 구입하여 시작하였고, 감리교는 정동 34번지 땅을 구입함으
로 시작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하게 된다.
본래 선교기지에는 선교사 사택과 교회와 학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큰 땅
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경운궁과 비교될 만큼 큰 땅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두 선교부가 조금은 서로를 의식하며 땅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
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친한 동료였지만, 한편으로는 각 선교부를
구축하고 안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가진 선교부의 대표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두 선교부는 선교 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변의 땅을 매입하였
고, 이는 「한성부래거문」에 잘 나타나 있다.24) 「한성부래거문」은 조선조 고
종(高宗) 건양(建陽) 원년(1896) 9월 1일부터 순종(純宗) 융희(隆熙) 원년
(1907) 12월 24일까지 11년 4개월 동안, 한성부(漢城府)가 다른 기관, 혹은 개
인으로부터 접수한 공문(來文)과 한성부가 다른 기관 혹은 개인에게 발송한 공
문(去文)들을 집성한 자료집이다.25)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토지를 구입
하고 증명하는 내역은 (上)권 「각국가계(各國家契)」부분에 소개되어 있다. 언
더우드 선교사는 서부(西部) 황화방(皇華坊) 취현동(聚賢洞)에서 강씨(姜氏) 집
노비 한복(韓福)의 기와집 117간, 빈터 1,000간을 가격 8,700냥으로 구입한 것
을 시작으로 주변으로 기와집 28간과 초가 및 빈터를 더 매입하였고, 남부(南
部) 회현방(會賢坊) 미동(美洞)의 땅도 구입하였다.26)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부
(西部) 황화방(皇華坊) 취현동(聚賢洞), 서소문안(西小門內), 왜송동(倭松洞), 오
궁동(五宮洞), 대정동(大貞洞) 등에서 가옥 및 빈터를 구입하였다.27)
24) 김갑득 외, 「구한말 서울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17 No.7 [2001]
25) 박찬수 역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저, 「(國譯)漢城府來去文」, 서울特別市史編纂
委員會, 1996, p.4
26) 남부(南部) 회현방(會賢坊) 미동(美洞)은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美墻.고은담) 교회
가 위치했던 곳이다. 선교부는 이곳에 남자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한옥을 사두었고,
1891년부터 선교사 게일이 그 건물을 맡아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이후 1893년에 무
어 선교사가 거주하면서 정식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 교
회의 시작이다. (출처: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
회100년사 :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p.106)
27) 박찬수 역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저, 「(國譯)漢城府來去文」, 서울特別市史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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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래거문」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동에 땅을 구입한 것보다 아펜젤
러 선교사가

더 넓은 땅을 구입한 것을 나타는데, 이는 1885년 감리교 여성

선교회 정동 32번지를 중심으로 감리교 선교부에 가세하여 더 넓은 땅을 필요
로 하였기 때문이다. 두 선교기지에는 이러한 선교지 구축을 통해서 그 안에 선
교사 사택 및 교회, 학교가 들어서게 되었고, 감리교 선교기지에는 감리교 병원
까지도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지 구축작업은 1889년이 되어서야 완료
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은 외국 공사관이 들어선 이후에 외국인 거류지역의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과 접촉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 또한
입원실을 포함한 병원 시설 및 교육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의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따라 두 선교부 모두 정동을 중심으로 하되 비교적 근거리인 서소문, 서대
문, 남대문 등으로의 확장을 꾀하게 된다.

委員會, 1996, p. 257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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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의 입지와 확산
정동시기 이후, 교회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도성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하
게 되며, 1910년을 전후하여 각각의 교회들이 겹치지 않고 각자의 세력권을 갖
게 된다. 본 절에서는 교회들이 정동을 벗어나 도성 내 어떠한 지역으로 입지하
였으며, 교회들이 겹치지 않고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
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정동 선교기지 외부로의 진출
정동 시기 이후의 교회 입지는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용이한 곳과 병원 및
학교 시설을 세울 수 있는 큰 필지에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개신교의 선교 정책
이 상류 계급보다는 하류층 및 부녀자들에게 선교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로부터 정식적인 선교 허용을 받지 못하고28),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만
을 부분적으로 허용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대중들은 전염병 및 각종 질병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일반 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는 주로 ‘성문(城門) 주변’과 ‘시장(市
場) 주변’이었다. 당시 선교사들도 서울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1885.8 아펜젤러 일기]29)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성곽도시로서, 그 형태가 약간 불규칙하고, 제 짐
작으로는 사방이 5 내지 6마일 정도 됩니다. 북쪽에는 높고 헐벗은 산들
이, 동쪽으로는 평야가, 남쪽에는 모든 한국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남
산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굽이굽이 비옥한 시골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교외는 남쪽과 약간 서쪽, 동서쪽 부근에 있으며,
도시 가운데 몇 개의 작은 언덕들이 있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계곡에 몰려
28)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의료 및 교육사업에 대한 선교를 허락을 받았
고, 1886년 한불수호조약을 통해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였으나 효력이 없었다. 1898년이
되어서야 선교의 명목으로 선교사들이 정식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29) 이만열 편, 「아펜젤러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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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좁고 불결하기 때문에 늘 오물이 널려있습니다. 한 두
개의 넓은 도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동대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왕궁(경복궁)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서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서울은 성벽
도시였기 때문에 성문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였었고, 그와 더불어 성문 주변
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었다. 또한 시장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17세기에는 남대문 밖과 서소문 밖에 채소 어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18세
기 중반에는 동대문 밖에 채소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근대기인 18세기 후반
에는 도성삼대시(都城三大市)라고 하여 이현(梨峴), 종루(鐘樓), 칠패(七牌)가 주
요 시장이었다.30)

[그림 2-6] 이현(梨峴)의 위치 (출처:「도성도 동여도」에 표기)
30) 박일향,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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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1907년 대경성전도에 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현(梨峴)은 ‘배오개’
로서 동부 어의동 근처에 위치(종묘의 남동쪽)하여 있었고, 종루(鐘樓)는 종로를
중심으로 동서쪽에 종루시전이 형성되어 있었다. 칠패(七牌)는 남대문 밖에 위
치하였고, 1897년에 선혜청(宣惠廳)안으로 옮겨진다.31)
이에 따라 감리교에서는 상동병원교회가 남대문 안쪽 상동에, 동대문 병원 교
회가 동대문 성곽과 접하여서 세워졌다.

[그림 2-7] 초기 교회의 입지 및 확산
(출처: 「1907년 최신경성전도」에 표기)

장로교에서는 새문안 교회가 서대문과 인접한 대로변에 세워졌고,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 교회는 원구단 북쪽에 세워졌는데, 이는 천민인 백정이 많이 모
이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동교회가 세워진 연못골 일대는 도성삼대시 중
하나인 이현(梨峴) 있었던 장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갖바치, 나막신바치, 배추장
수, 병졸 등이 살고 있던 서민 거주 지역이었다.32)
31) Kocca 문화 콘텐츠 닷컴.
32)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894,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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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는 당시 서울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종각을 중심으로 종로 2가와 3가에
는 여러 상점과 노점상들이 집결되어 있던 평민들의 주 거주 지역이었다. 감리
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각종 수선공들, 숯 장수들, 부적을 파는 이들이 살고 있
던 종로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였다.

33)

대종(大鐘) 근처의 종로에는 모자 상인들이 노란 종이로 덮은 커다란 짚으로
된 통에 담은 물건을 가지고 견본을 전시해 놓고 있으며, 저만치의 모자 수선
공들은 길 한가운데에서 과자를 파는 상인들과 짚신 수선공, 땔감용 장작을
실은 소들과 등에 높이 쌓아 올린 땔감더미를 진 숯 상인들 사이에서 수선일
을 하고 있다. 보다 저쪽에는 동대문로를 따라 촛대, 조그만 제단, 가마 등과
같은 붉은 색의 나무공예품 상점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은 제사용품 혹은 화려
한 장례행렬에 이용되는 것들이다. 같은 거리의 반대편에는 복제화와 종이를
파는 상인들이 모여 있다. 몇 전만 주면 용이나 호랑이, 날개돋친 말, 옛 전사
들의 환상적인 형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문짝에 붙여 놓으면 집에서
악귀를 쫓아낸다고 한다.

34)

그에 따라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대동서시(大東書市)」 및 「향정동 예배
당」이 개척되었다. 1890년 1월에 아펜젤러는 종로에 한옥 세 채를 구입하였는
데, 그 중 종로 남쪽 거리에 접한 집을 ‘종로서점’이라고 명하고 개점하였다. 이
서점은 이후에 「대동서시」로 개명이 되었다. 이곳에는 성경, 찬송가 외에도
학문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책을 판매하였다.35) 향정동 예배당은 ‘향정동’에 ‘이
조집리’ 벼슬을 하던 오상연의 저택을 말한다. 이 집은 본래 전도인 사택과 교
회 기지로 구입한 것이었다. 이 후 1894년에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
가 살게 되었고, 향정동 집의 대청은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사용이 되었다.36) 이
것이 곧 감리교 중앙 교회의 전신이다. 감리교 내부의 사정에 의해 1902년부터
1910년까지 정동 제일 교회에 편입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종루((鐘樓) 또한
선교사들이 일반 민중과 접근하기 좋은 장소였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33)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107년사(1890~199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
교회, 1998, p. 16~17
34) 까를로 로제티(서울학 연구소역),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 나무, 1996. p.62-63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107년사(1890~199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
회, 1998, p. 16~17
35)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107년사(1890~199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
교회, 1998, p. 19
36)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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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의 「상동교회」와 「동대문교회」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장로교보다 의료 사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에
병원 및 입원실을 세울 수 있는 큰 필지를 찾아들어가게 된다.37) 당시 많은 사
람들이 질병에 의해 남대문과 동대문 바깥에 버려졌었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남대문과 동대문 인근에 교회가 세워진다.
당시의「지적원도(1912)」와 「일제시기의 근대엽서」를 살펴보면, 당시 교
회의 입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상동 교회의 경우에는 남대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남대문과 종로를 잇는 큰길가(현 남대문로)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남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서양식 건물이 눈에 들어오
게 되었는데, 하나는 상동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명동성당이었다. 상동교회는
남대문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당시 이곳을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상동병원)이자 교회였다.

[그림 2-8] 남대문과 상동교회 (1910년 이후)
(출처: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4(관광)」, 민속원, 2009, p.127)

37) 상동교회, 尙洞敎會90年史, 상동교회, 1980, 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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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동대문과 동대문 교회 (1910년 이후)
(출처: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4(관광)」, 민속원, 2009, p.367)

동대문 교회 또한 동대문과 종로를 잇는 큰 길의 북쪽의 언덕에 세워져서 동
대문을 드나드는 서민들이 쉽게 병원 및 교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근대
엽서 사진에는 동대문 주변으로 많은 서양식 건물들이 세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1910년에는 동대문 주변의 유일한 서양식 건물이었다.

[그림 2-10] 감리교 상동 교회, 감리교 동대문 교회의 필지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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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토지 조사부」를 보면, 당시 감리교 교회의 입지와 면적을 알 수가
있다. 상동 교회가 남부 남미창정 1번지와 4번지에 약1,300평의 부지에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대문 교회의 경우, 동부 종로 6정목 65번지와 72번지
에 2,600평의 부지에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상동 교회의 경우 2,200
평의 규모로 땅을 매입하였지만, 이후에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병원보다는 교
회에 집중하게 되면서 부지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 교회의 경우,
1892년에 주변의 대지 및 가옥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후에 이곳에 정동의 「보구여관」이 옮겨오게 되고,
「흥인 배재학교」및「볼드윈 여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그림 2-11] 남대문에서 내려다 본 상동교회
(출처: 상동교회 김종설 사무국장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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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선교지 분담 정책과 지역별 분포와 확산

1893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는 한국 내에서의 불필요한 선교 경쟁을 피
하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계예양’이라는 선교지 분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장로교, 감리
교는 1909년 정식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협정을 존중하고
하나의 관례처럼 실행하게 된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00명 이하의
지역은 한 선교회가 점유하고, 인구 5,000이상의 도시와 항구는 공동으로 점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평양, 원산은 모든 선교회가 공동 점유하
게 되었다. 특히 서울은 모든 행정기관과 외교관들이 위치한 도시로서 개신교의
5개의 선교회가 서울을 거점으로 삼았고, 문서적으로 특정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선교지 분할이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서울의 주요 교통 및 민중의 거점에 자리를 잡되, 서로 겹치지 않게 위치
하였고, 이후 1896년에 들어온 미국 남감리교의 경우는 장로교 및 감리교의 손
길이 미치지 않은 사직동·내자동·필운동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다.
또한 장로교·감리교 선교부는 기본적으로 각 교파의 교회들이 겹치지 않는 선
에서 ‘서부-중부(남부)-동부’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였다. 장로교는 서부에 새문
안 교회, 남부에 곤당골 교회와 구리개 제중원, 동부에 연동교회를 두었다. 제
중원이 남대문 밖으로 1904년에 이전하게 되자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종로에
부지를 매입하여 승동교회를 세우고 보다 중심부로 진출하였다. 감리교도 마찬
가지로 서부에 정동제일교회, 남부에 상동병원교회, 동부에 동대문교회의 틀을
일찍부터 갖게 된다. 이러한 방침은 1906년의 장로교·감리교 연합집회를 서울
의 세 구역에서 나누어 개최한 것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38)
서울에서의 교회의 확산은 선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교
회 내의 지역적 갈등과 신자 간의 갈등이 교회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승동교회
의 설립과정에는 중간에 합류한 곤당골 교회 신자들의 남대문 밖 이전 반대가
영향을 끼쳤다.
38) 1906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울 서남쪽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교인들은 정동
교회에서, 동북쪽 교인들은 연동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남쪽 교인들은 상동교회에서 각
각 연합 부흥회를 가졌다. (출처: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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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부의 신도 간 갈등은 선교지 개척에 소외되었던 북쪽의 양반 계층 거
주 지역에 교회가 확산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교회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모
인 장소로서 내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양반 거주지역과
천민 거주지역의 접점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회 장로 임
용, 교회 신축, 주일 학교 운영 등의 문제는 양반과 천민의 갈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결국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양반이 중심이 되어 북부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동교회로부터 안동교회가
자립하여 세워졌고, 연동교회로부터 묘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1)거점 계획
장로교·
감리교 선교부는 기본적으로 각 교파의 교회들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
서부-중부(
남부)
-동부’
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였다.이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장
로교 감리교 선교회의에서 행한 연설「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을 통해 알 수
있다.
1
888.3「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39)
나는 송도,평양,의주 등과 같은 도시에 두 개의 선교회가 있는 것은
불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우리는 적이 아니며,더욱이 경쟁자도 아닙니
다.다만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으로,이전 도시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
.
(
중략)
.
.
.그러나 대도시는 작전
계획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도시에서는 결정하
는 것이 쉽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송도,평양,의주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여러 개의 선교회
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은 불리하지 않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하지만 대도시에의 선교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그에 따라 아펜젤러 선교사는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구
체적인 계획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그리고 결과적으로
39) 이만열 편, 「아펜젤러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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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감리교 선교부 모두 서울의 중심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자 하였음을 추
측할 수 있다.
장로교는 서부에 새문안 교회(
18
95년)
,남부에 곤당골 교회(
18
93년)
와 구리개
제중원(
1
887년)
,동부에 연동교회(
1894년)
를 두었다.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서부
에 정동제일교회(
1885년)
, 남부에 상동병원교회(
1890
년)
, 동부에 동대문교회
(
1
890년)
의 틀을 일찍부터 갖게 된다.이러한 방침은 1906년의 장로교·
감리교
연합집회를 서울의 세 구역에서 나누어 개최한 것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4
0)
있다.

[그림 2-12] 선교부의 거점 계획(1895년)
(출처: 「1907년 최신경성전도」에 표기)

하지만 장로교의 교회들은 이러한 거점을 유지하기 위한 내외부적 갈등을 겪
게 된다.중부와 남부를 담당하고 있던,곤당골 교회가 1902
년에 선교부에 의해
폐쇄되고,제중원이 남대문 밖으로 1
904년에 이전하게 되었다.

40)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p.410-411, 재인용

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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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그렇게 되자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1904년에 종로 인사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승동교회를 세우고 보다 중심부로 진출하였다. 기존의 중부와 남부에 있던 교회
가 없어지고 장로교 교회의 거점이 될 만한 교회가 없어지게 되자 중앙으로 진
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의 「The Korea Mission Field」를 살펴보
면,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승동교회 보다 「중앙교회(Central Church)」로 불린
것41)을 통해 서울의 중앙에 세운 교회로서 의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서부의 거점 역할을 하던 새문안 교회도 정부와의 갈등을 겪었었다. 1895년
에 정동에 있던 새문안 교회를 서대문 안 쪽 대로변으로 이전을 하고,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정동의 선교기지의 언덕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당
시 장로교 정동 선교부는 덕수궁 영건 공사에 의해 대부분의 구역이 편입된 상
태였다. 그에 따라 본래 원했던 부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서소문 밖과 서대문 밖의 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거절하였고,
1905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서대문 안쪽의 염정동 땅을 구매하였다. 여기
에 1907년에 새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42)

[그림 2-13] 서대문 안쪽에 자리잡은 새문안교회 (1910년대)
(출처 : 「새문안교회 아카이브」)
41)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승동교회, 2004, p.119
42)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p. 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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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지 분담정책
1893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는 한국 내에서의 불필요한 선교 경쟁을 피
하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계예양’이라는 선교지 분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장로교, 감리
교는 1909년 정식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협정을 존중하고
하나의 관례처럼 실행하게 된다.43)
1893년 감리교와 장로교 간의 협정서44)
[... 8개의 합의 조항은 1893년에 개정한 것인데, 개정서에서는 제 8항
이 삭제되고 없다. 이 합의 안은 감리교 감독 포스터(R. S. Forster)의
반대로 폐기되었지만, 여러 선교부의 실제적인 정책으로 사용된다.]
1. 일반적으로 소도시들과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공통적인 점유는 우리
각 선교회에 유익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5000명이 넘는 항구도시와 읍
들은 공통으로 점유되어야 한다..
2. 5000명 미만의 읍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에 의해 하나의 선교구
가 설치될 때, 그곳은 해당 선교회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협정의 내용은 총 8가지였지만, 그 중 8항은 개정할 때 삭제되었기 때문
에 7가지였고, 그 중 처음 2가지가 선교지 분담 중 지역정책에 대한 것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00명 이하의 지역은 한 선교회가 점유하고, 인구
5,000이상의 도시와 항구는 공동으로 점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반도를 배경으로 6개의 선교회가 각각 분할하여 점유하게 되었고, 인구 5,000
이상이 되는 서울, 평양, 원산은 모든 선교회가 공동 점유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은 모든 행정기관과 외교관들이 위치한 도시로서 개신교의 5개의
선교회가 서울을 거점으로 삼았고, 서울을 둘러싸고 선교부 안에서 문서적인 특
정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선교지 분할이 암묵적으로 마찰 없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졌다.45) 이러한 협정에 따라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들이 각각 서울
4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연구소, 2002, p.323
44) 이만열,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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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교통 및 민중의 거점에 자리를 잡았지만 서로 겹치지 않게 자리 잡게
되는 큰 배경이 된다.

[
그림 2-14]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른 남감리교 교회 및 선교부의 입지(
1898년 이후)
(
출처:「1907년 최신경성전도」에 표기)

선교지 분할 협정의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로는 「남감리교 선
교부」의 예이다. 남감리교 선교부는 1896년에 리드(C. F. Reid) 선교사가 한
국에 들어오게 됨으로 선교를 시작하였다. 본래 남송현(南松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여 선교부 캠벨(Campbell, Josephine Eaton Peel) 선교사가
1897년에 입국하게 된다. 그녀는 이미 남송현 지역이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
들에 의해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선교를 위한 새로
운 부지를 물색하게 된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부가 개척하지 않았던 내
자동지역을 개척하게 된다. 캠벨 선교사에 의해 1898년에 고간동에 ‘케롤라이
나 학당(자골학교)’이 세워지고, 이후에 종교교회와 자교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사직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지 개척이 이루어지자 남송현에 있던 남감리교
선교부도 1906년에 사직동 311번지의 언덕으로 옮겨 오게 된다. 이에 따라 남
4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 연구소, 2002,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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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교부는 사직동·내자동·필운동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다.46)
이러한 선교지 분담 정책에 딱 들어맞지 않는 예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종로
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종로는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최병헌 목사에
의해서 서점「대동서시」와「향정동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다.
1889년 개척이 된 이후에 처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최병헌 목사의 노력으
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1902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순교한 후에 최병헌 목사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있던 정동
제일 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종로 중앙 교회가 정동 구역으로 편입되
게 된다.47) 그 이후에 1904년에 장로교 승동교회가 인사동 137번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감리교 중앙 교회는 1910년에 정식으로 목사를 파견하여 중앙 교
회가 다시 시작된다. 그에 따라 1910년 이후에는 매우 인접한 곳에서 장로교의
승동교회와 감리교의 중앙교회가 함께 공존하였고, 1922년에 감리교의 중앙교
회 자리인 인사동 246번지에 가우처 박사를 기념하는「가우처 예배당」이 세워
짐으로 두 서양식 교회가 마주 앉게 되었다.48)

그림 2-15 1912
년 당시 승동교회,중앙교회,YMCA의 위치
(
출처:「1
912년 지적원도」에 표기)

46) 김진형, 「사진으로보는 한국 초기 선교 90장면, 감리교 편」, 2006, p.112~117
47)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p.22-31
48) 술집들로 가득 했던 종로에 놀랍게도 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대로변에는 YMCA
건물도 세워지게 되었으며, 종로가 개신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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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左)감리교 가우처 예배당,(
右)장로교 승동교회
(
출처:googl
e
.
c
om)

가우처 예배당은 1922년에 지어졌으며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현재는 출판사
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승동교회는 1912년에 지어졌으며 현재까지 승동교
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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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을 통한 확산
서울에서의 교회의 확산은 선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교
회 내의 지역적 갈등과 신자 간의 갈등이 교회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승동교회
의 설립과정에는 중간에 합류한 곤당골 교회 신자들의 남대문 밖 이전 반대가
영향을 끼쳤다.
교회 내부의 신도 간 갈등은 선교지 개척에 소외되었던 북쪽의 양반 계층 거
주 지역에 교회가 확산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교회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모
인 장소로서 내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양반 거주지역과
천민 거주지역의 접점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회 장로 임
용, 교회 신축, 주일 학교 운영 등의 문제는 양반과 천민의 갈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결국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양반이 중심이 되어 북부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49) 이러한 과정에서 승동교회로부터 안동교회
가 자립하여 세워졌고, 연동교회로부터 묘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
그림 2
-17] 갈등을 통한 교회의 확산 (
안동교회,묘동교회,종교교회)
(
출처:「1
907년 최신경성전도」에 표기)

49)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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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파 별 교회 확산
정동 시기 이후 1910년 전후까지의 장로교, 감리교 교회의 확산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당시 서울에서 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교회사」 책을
수집하여 연표로 정리한 것이므로 확산과정 및 교회 간의 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장로교의 경우, 두 갈래의 근원이 있다. 하나는 ‘정동 선교부’이고, 다른 하나
는 ‘제중원(濟衆院)’이다. 제중원이 선교부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885년 언더
우드(H. G. Underwood) 선교사가 본국에서 파송을 받아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1884년에 알렌(N. H. Allen) 선교사가 의료선교사로서 중국으로부터 입국
을 하게 된다. 그는 입국 한 이후에 국립병원인 ‘재동 제중원'의 원장을 맡게 된
다. 그리고 이곳은 1894년에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장로교 선교 병원으로서 역
할을 하게 되고, 명동성당 정면 부지에 위치하였던 ‘구리개(銅峴) 제중원’을 거
쳐 1904년에 남대문 밖으로 이전하게 되어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 그리고 세브
란스 병원 교회로부터 1909년에 교회가 따로 설립되어 「남대문 교회」가 세
워지게 된다.

[그림 2-18] 구리개(銅峴) 제중원의 위치
(출처: 전봉희, 이규철, 서영희 공저,「근대건축도면의 원점」, ‘미국여의사
가사구매계약서급지적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 5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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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선교부로부터의 갈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교부는 1884~1892년
까지 정동 선교 기지의 구축에 힘을 내었다.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
사를 중심으로 고아원, 언더우드 학당, 정동 여학당(정신학교)이 개설되었다. 감
리교 선교부가 1889년부터 정동 외에 다른 지역에 거점을 잡은 것에 비하면
보다 늦게 서울 각 지역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림 2-19] 서울에서의 「장로교 교회」의 확산 과정(1885~1907)

언더우드 선교사와 당시 성도들에 의해 1895년에 정동 선교사 사택에 있던
교회가 서대문과 인접한 지역에 옮겨지게 된다. 이 후 1907년에 현재 새문안
교회의 위치인 염정동의 땅을 구입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정
동 장로교 선교부의 대지는 정부의 경운궁 중건 때문에 1902년에 매각되어 대
부분의 정동 선교 기지가 연지동으로 옮겨지게 된다.50)

50)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 p.
115~120, 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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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당골

교회’는

무어(Samuel

Foreman

Moore:

1860-1906) 선교사에 의해 1893년에 개척이 된다. 곤당골 교회는 원구단 북
쪽에 위치했었다. 본래 장로교 소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주택을 짓고 들어갔지
만, 그곳은 백정들이 사는 곳 이었다. 당시 양반과 백정의 갈등에 따라 1895년
에 교회가 두 개로 분리되지만, 다시 합해졌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
어서 선교부에 의해 1902년에 폐쇄되고 만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인
접 교회인 ‘구리개 제중원 교회’로 편입되었다가 1904년에 제중원이 남대문 밖
으로 이전하게 되자 선교부에서 1904년에 종로에 대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세
우게 된다. 이곳이 현재 인사동 승동교회이다.51)
연동의 경우, 1894년 기포드(D.L.Gifford) 선교사에 의해 연지동 136-17번지
의 집을 구매함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후에 1895년에 ‘정동 여학당(정신학교 전
신)’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소학교도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1902년 장로
교 정동 소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연지동에 부지를 매입함으로 이곳이 장로교
연동 선교부가 된다. 이곳은 연동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 사택, 경신학
교, 정신학교가 포함된 ‘장로교의 선교기지’가 된다.52)

감리교의 경우, 1885~1889년 정도까지 정동 선교 기지 구축에 힘을 낸다.
당시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스크랜튼(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 스크랜튼 대부인(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 선교사
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시병원‘(施病院)이 설립되
고, 스크랜튼 대부인에 의해 '이화학당’, ‘보구여관'이 정동 32번지에 세워지게
된다. 이후 1887~1889년 시기에 정동을 벗어나 서울의 지역을 개척하게 된다.
상동 교회는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1889년에 상동에 2,200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시작되게 된다. 명칭은 상동병원교회였고, 병원과 교회가
연합된 형태의 교회였다.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1895년에 달성궁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이후에 감리교 본부의 재정문제로 병원이 문을 닫게 되자 다시 병원
의 자리로 옮겨와 교회의 건물을 세우게 된다.53)
51)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승동교회, 2004
52)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894
53) 상동교회, 「상동교회 90년사」, 상동교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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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서울에서의 「감리교 교회」의 확산 과정(1885~1907)
아펜젤러 선교사는 1890년에 종로를 개척하게 된다. 종로에 '대동서시'(大東
書市)라는 기독교 출판 서점을 세우게 되었고, 이후에 현 인사동 가우처 예배당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한 1902년에 임시로 폐쇄
되고 정동제일교회에 편입되었다가 1910년부터 다시 개척이 되었다. 이후에 현
중앙교회로 발전하게 된다.54)
스크랜튼 대부인은 1887년에 동대문을 개척한다. 스크랜튼 선교사(W. B.
Scranton) 또한 동대문 지역을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녀에 의해 동
대문 부인 진료소가 설치되고, 1891년에 여선교부를 위한 가옥 및 대지를 구입
하게 된다. 그 이후에 정동의 '보구여관'이 옮겨오게 되고, 이곳이 동대문 교회
의 전신이 된다.55)

54)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55) 윤춘병, 「東大門敎會百年史 : 1890-1990」,기독교대한감리회동대문교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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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성
3.1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성
3.2 대형 예배당의 등장과 확산
3.3 교파의 특성에 따른 건축 활동의 차별화

본 장에서는 선교 초기 개신교 교회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개신교 교회 건축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과 서울에서의 교회가 가졌던
특수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신교 교회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교회 건축이 갖는 「일
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
건축 외에 천주교 및 성공회 건축을 ‘교회 건축의 개념’ 및 ‘내부공간의 특성’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개신교 교회
건축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근대기 서울에서 개신교 교회 건축이 가졌던 특수성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1897년 정동 제일교회의 서양적 조적식 예배당 건축을 시작으로, 도성
내 다른 지역에 위치하였던 교회들도 대형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
게 교회 건축을 변화시킨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파 간의 차
이도 추적해보았다. 이전의 연구는 장로교, 감리교, 남감리교의 구분 없이 개신
교 교회 건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었다. 건축이나 건축
활동의 측면에서 교파 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
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이 있다.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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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성
본 절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성공회 등의 교회 건축
의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교파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에 비교하여 근대기 개신교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는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 전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
로 하였고, 당시 건축을 주도하였던 선교부 및 전교회의 교회관 및 정책을 참고
하였다.

3.1.1 ‘신의 집(하나님의 집)’과 ‘신자들의 집회소’으로서의 교회 건축
「한국건축개념사전」에서 교회 건축을 정의하기를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고 의식·의례 행위이며 상징을 통해 이해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교회당은 신을
표상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교회당은 ‘신의 집’일 뿐만 아니라 전례의 기능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자들의 집회소’이기도 하다.”라고 정의하였다.56) 이처럼 교
회 건축은 ‘신의 집(House of God)’으로서의 의미와 ‘신자들의 집회소(House
of Believer)’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으며, 모든 기독교 교회의 건축 형식
은 두 개념 사이에서 존재하며, 두 개념을 상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기 서울에서의 천주교의 교회 건축의 경우에는 전자의 의
미가 보다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개신교의 교회 건축의 경우 후자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의 교회 건축은 ‘신의 집’으로서의 의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당시 천주교가 갖고 있는 ‘교회관’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외형적
이고, 위계적이며 제사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구
원의 기관이며 하늘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한 신앙을 수용하
는 교회건축도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교회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무형보다는 유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57)
56)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저,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p. 182
57) 이러한 천주교의 교회관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0~1965.12)를 통해 변화하게
된다. 주요한 두가지 원칙 중 하나인 ‘participatio actuosa(active participation)’는
미사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고무하게 된다. 본래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회중들의 완전한 참여였으나, 중세에서는 일반 신자들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다시 처음의 방식으로 회복하여 신자들의 적극적인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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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회 건축에 대한 가치관이 근대 초기 천주교 선교의 시작에 있어서
교회 건물을 중심의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58) 천주교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韓佛修好通商條約)을 통해 선교의 자유가 획득되자 1887년부
터 명동 성당의 부지의 터를 잡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후에
1892년 명동성당의 부지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건물의 착공이 시작되어
1898년에 명동성당을 완공하게 된다. 또한 그 사이에 1891년 현 중림동 종현
의 언덕에 약현 성당을 착공하여 1892년에 완공하게 된다.

[
그림 3-1
](
左)1898년의 명동성당 과 (
右)1892
년의 약현성당
(
출처:구글이미지검색)

특히 약현 성당과 명동 성당 모두 중세의 고딕(Gothic)양식을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딕의 양식이 ‘신의 집’으로서 중세의 신학 사상과 신념 체계를 가
장 잘 반영한 건축 형식이기 때문이다.59) 특히 명동성당은 고딕 성당의 수직성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다. (출처: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 172-173)
58) 천주교의 경우 한불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약 14,000명의 신도가 지하교회
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지상교회의 건
립이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였다. 그에 따라 매우 시기의 건물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처: 홍순명 외, 「한국 기독교 교회의 건축형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1990년 8월,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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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벽체의 투명성을 통해 ‘신의 집’으로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 주었다.

[그림 3-2] (左) 명동 성당 단면도 (출처: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 44)
(右) 명동 성당 내부사진 (출처: 「명동성당 아카이브」)

명동성당의 내부의 높이는 23m로서, 인간적인 척도(Human scale)를 뛰어넘
는 내부 공간을 구성하여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또한 내부의 열주도 중간에 장
식이 없이 리브볼트로 연결되어 중량감을 약화시키고 수직의 상승감을 주었다.
로마네스크부터 이어진 수직성은 하늘에 이르는 문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중시켰다. 또한 벽체의 투명성은 하나님
은 편재하며, 우주의 중심임을 보여주었다. 로마네스크 시기의 성당 건축이 두
꺼운 벽체에 의해 내부와 외부가 단절된 형식이었다면, 벽체가 구조에 의해 분
리되고 투명해짐으로써 더 이상 은신처의 이미지가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하
며 주변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성당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스테인드 글
래스가 끼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비현실적이고 신성한 이미지를 사람
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60)
59) 김정신, 「한국에서 활동한 2人 聖職者 建築家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년 8월,
60)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153~158 / 비난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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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신교의 교회 건축은 천주교에 비해 ‘신자들의 집회소’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개신교의 교회관은 교회의 본질을 건물의 외형보다는 ‘성도들의 공동체
로서의 상호 교제’에 기반을 두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61) 천주교의 교회 건축과 같이 건축이 곧 하나님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었다. 따라서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울 내에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신의 집’으로서의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개인의 주택의 대청 혹
은 사랑방과 같은 일부 공간에서 시작하여 교회를 시작하였고, 교인수가 증가함
에 따라 공간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회의 건물이 확장되는 특
징을 갖고 있다.

[
그림 3
-3](
左)새문안 교회의 시작 -언더우드 선교사 사랑채(
출처:
「새문안 교회사」)
(
右)정동제일교회의 시작 -아펜젤러 선교사 사택(
출처:
「아펜젤러편전」)

예를 들어, 장로교의 새문안 교회는 정동 13번지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택의 사랑채를 교회로 하여 예배를 보았고,62) 이후에 교인수가 늘어감에 따
라 4칸의 한옥으로, 그 이후에 12칸의 한옥으로, 그 이후에 염정동의 새문안
교회로 점차 확장되었다. 장로교의 연동 교회 또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인다.
동부 연못골의 기포드 선교사의 한옥 사택을 시작으로 교인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3,4번의 교회 증축 과정을 거쳐서 1907년에 한양절충식의 교회를 짓게
라센 저, 심우갑∙조희철 공역, 「서양건축사」, 대우출판사, 1990, p. 130~131
61) 홍순명 외, 「한국 기독교 교회의 건축형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0년 8월
62)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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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63)
이러한 경향은 감리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감리교의 모교회인 정
동제일교회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택의 한 방을 선택하여 예배처소로
삼았다. 그 이후에 배재학당이 개설이 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회로서 1887년에 달성궁 후문 근처에 작은 집(8자 x 8자, 6
자 높이) 한 채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벧엘 예배당’이라고 명명
한다. 비록 작은 집에 불과한 교회였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건물을 가진 정식
예배당을 가졌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표현했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888년에
이 예배당이 정부에 의해 폐쇄가 되어 다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이후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수용 능력의 한계가 되
었을 때, 정동제일교회를 건축함으로 정식적인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다.64)

63)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984
64)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하늘 사명의 전당, 벧엘 예배당 :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p.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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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내부 공간의 특성

개신교의 교회 건축이 ‘신자들의 집회소’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개신교 교회 건축 안에서도 각 교파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종교 개혁으로 구교와 신교로 분리된 이후에 구교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벗어났
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구교로부터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
기 때문에 신자들의 집회소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감리교의 경우에
는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의 일부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성공회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분파 중 하나이지만 오히려 천주교보다 더 예식을
중요시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1] 개신교 교파별 특성
(출처: 김정신의「(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바탕으로 편집)

구분

장로교
종교 개혁 당시 칼뱅의 신학

시작

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
여 발전한 개혁 교회의 지파

감리교
18C 영국 국교회 내의 종교
부흥 운동에서 발전한 프로
테스탄트의 한 교파. 존 웨
슬 리가 창시.

·‘신적인 섭리와 주권’에 대
한 확고한 고백
특징

·성경의 말씀을 교회와 전통
의 권위에 두고, 성경을 정
확하고 무오한 것으로 받아
들임.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 노선
을 따름.
·웨슬리의 표어인 ‘기독자의
완전’을 향한 체험 신앙 강
조
·말보다는 사랑의 행동을 앞
세움.

성공회
16C 종교 개혁을 통하여 교
황권의 관할청과 교리상의
지배에서 불리되어 나옴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일
반 프로스테스탄트도 아닌
중간에서 양쪽을 포용함.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
회파’로 나뉨.
·대한 성공회는 ‘고교회파’로
서 가톨릭보다 성사와 전례
를 중요시함.

개신교 교회의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예식주의를 거부하고, 비 예식주의를
추구하였고, 예식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교회와 전통의 권위 위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 중심의 교회 예배가 진행되었다.65) 그에 따라 내부공간의
65) 김정신,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미세움, 2012, p. 166

45

사용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한 집회 장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공간을 추구하였다.

[그림 3-4] 교파 별 내부 공간의 성격

예식에 따른 내부 공간적 요소를 제단의 유무,삼랑식 구성,앱스의 사용,평
면 구성,그리고 외부적 요소이지만 종탑의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교파별 내부 공간의 특성
(연구대상: 1884년부터 1910년 전후에 지어진 교회)
요소

내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

제단(apse)

x

o

o

o

삼랑식구성

x

△

o

o

정방형 및

장방형 및

장방형

십자형

십자형

십자형

x

o

o

o

평면구성
외부

종탑

66) 감리교의 경우
제단(
aps
e)
의 경우는 장로교의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에는 정동제일교회(
1898)
와 상동교회(
19
01)
에서 확인이 된다.정동제일교회에는
사각형의 평면을 갖는 간략화된 형태의 제단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승동교회
에는 오각형의 육중한 제단이 예배당의 후면에 위치해 있다.성공회의 경우에는
한옥교회인 성공회 장림성당(
1891)
에 제단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으며,대
한 성공회성당(
19
26)
에서도 제단 부분이 십자형 평면의 머리 부분에 계획되었으
66) 새문안교회(1910), 연동교회(1907), 승동교회(1912), 안동교회(1913)에는 제단이 존재
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반원형의 강단이 주로 사용
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강단이 제단과 같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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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내부에는 반원형의 돔이 계획되었다.천주교의 경우에는 약현성당(
18
92)
의
제단부와 명동성당(
1898
)
의 제단이 다각형의 평면으로 건축 평면에서 중요한 요
소로 고려되었다.

[그림 3-5] 정동제일교회의 전경
(출처: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 111 )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장로교는 정방형의 평면과 장방형의 평면이 사용되었
다. 서양벽돌조 건물이었던 새문안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에는 정방형의 평면
이 사용되었고, 한양절충식 건물이었던 연동교회와 남대문교회에는 장방형의 평
면이 사용되었다. 감리교는 십자형의 평면과 장방형의 평면이 사용되었다. 정동
제일교회와 종교교회(1910)에는 십자형의 평면이 사용되었고, 상동교회와 동대
문교회(1910)에는 삼랑식(三廊式) 구성을 갖는 장방형의 평면이 사용되었고, 자
교교회(1922)와 중앙교회(1925)에는 장방형의 평면이 사용되었다. 성공회의 대
한 성공회 성당에는 십자형의 평면이 사용되었다. 천주교는 약현성당에는 장방
형의 삼랑식(三廊式) 평면이 적용되었으나 평면의 좌우에 계획된 출입문에 의해
외부에서는 십자형의 평면과 같이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명동성당에서는 십
자형의 평면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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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의 요소는 아니지만, 외부 요소인 종탑은 각 교파별로 큰 차이를 보
인다. 종탑의 경우에는 장로교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연동교회, 새문안
교회, 승동교회 등 모든 교회에서 종탑이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감리교 교회
에서는 종탑을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자교교회(1922)와 중앙교회의 가우처
예배당(1925)을 제외하고 정동제일 교회, 상동교회, 종교교회, 동대문 교회 등
대부분의 교회에 종탑이 있으며, 비대칭적인 종탑 구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평
면의 중앙에 배치하거나 두 개의 대칭되는 탑을 구성하기 보다는 평면의 한 쪽
부분에 종탑을 구성하였다. 성공회의 경우에는 대한 성공회 성당에서 종탑을 적
극적으로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십자형 평면의 교차점에 탑을 도입하였을뿐
만 아니라 평면의 꼭지점 부분에 탑을 배치하였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약현성당
과 명동성당 모두 입구부분의 상부에 종탑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내부 공간의 특징 및 각 교파 사이의 교회 건축에 대한 생각의 차이
는 한옥을 활용한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즉, 한옥을
활용한 교회 및 성당을 지을 때에도 각 교파의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림 3-6] (左)성공회 장림성당 (출처: 「서울의 근대 건축」)
(右)장로교 승동교회(출처: 「승동교회 110년사」)

천주교의 경우에는 5량가 한옥을 통한 3베이 방식을 고수하였다. 2층 지붕을
활용한 고측창을 도입하였고, 최대한 고딕의 양식에 부합하는 한옥 성당을 구현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67) 마찬가지로 성공회의 경우에도 천주교와 마찬가지의
67) 김정신,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미세움, 201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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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인다. 1891년에 현재 대성당 위치에 30평의 한옥을 사들여 세운 장
림성당(The Church or Advent)은 5량가 한옥의 3베이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제단부분을 강조한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장림 성당은 강화 및 다른 지역의 초
기 성공회 한옥 성당의 기초가 되었다.68)

[그림 3-7] 하프팀버구조를 활용한 평양 장대현 교회
(출처: Davis, George Thompson Brown, 「Korea For
Christ」, New York : Fleming H. Revell, 1910)

장로교의 경우에는 예식보다는 말씀을 듣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경우처럼 대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프팀버구조를
활용한다거나 남녀가 따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존의 ㅡ자형 한옥을 증축
한 ㄱ자형 한옥을 발전시켰다.69) 1904년에 건립된 승동교회 한옥 예배당의 경
우에는 교인 수 증가에 양쪽 날개채 부분을 증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70) 이
처럼 한옥 교회를 통해 고정된 예식을 지키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사람을 수용
할 수 있으며, 말씀을 듣는 것에 최적화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68)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p. 110
69) 정창원,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1호, 2004, p.178-179
70)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승동교회, 2004 , p. 119-120

49

정리해 보자면, 개신교 교회 건축은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집회소’로서의 의미
가 중요하게 고려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교파에 따른 가치
관의 차이가 각 교파의 교회 건축을 짓는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앱스
의 사용, 평면의 형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외부 공간적 요소이지만 종탑에
대한 교파 안에서의 차이도 나타난다. 성공회는 개신교 교파 안에 속해있지만,
대한 성공회는 성공회 안에서도 고교회파에 속하기 때문에 천주교보다 더 예식
과 의례를 중요시하였다. 그에 따라 다른 개신교 교회 건축과는 큰 차이를 보이
며, 오히려 천주교의 성당 건축과 더 유사한 측면이 많이 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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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형 예배당의 등장과 확산
1897년 정동의 정동제일교회의 준공을 시작으로 서울에서의 개신교 첫 대형
서양식 예배당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1901년 상동교회, 1907년 연동
교회, 1910년 새문안 교회, 1910년 동대문 교회, 1912년 승동교회 건축 등과
같은 대형 예배당 건물이 진행된다. 1907년에 종로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한
성결교단도 1912년 무교정 교회의 예배당을 600명이 앉을 수 있는 서양식 벽
돌 건물로 짓게 됨으로 이러한 양상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예배당의
1884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건축에서의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3-3] 근대기 서울에 건립된 대형 예배당
착공

준공

교파

교회명

양식

규모

1895

1897

감리교

정동제일교회

서양조적식

1층

1900

1901

감리교

상동교회

서양조적식

1층, 지하층

1907

1907

장로교

연동교회

한양절충식

1층

1907

1910

장로교

새문안교회

서양조적식

1층

1910

남감리교

종교교회

서양조적식

1층, 80평

1912

장로교

승동교회

서양조적식

3층

감리교

동대문교회

서양조적식

2층, 연건평 221평

1910

장로교

남대문교회

한양절충식

1층

1912

성결교

무교정교회

서양조적식

1층

1913

장로교

안동교회

서양조적식

2층

1910
1910
1910

1912

본래 개신교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를
위해 입국한 이래로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었
다. 교인수가 적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아펜젤러 선교
사가 배재학당을 서양식 벽돌 건물로 지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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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감리교 본부의 경비와 ‘미국인이 한국에 주는 선물’로 지어진 아
름다운 벽돌 건물이 봉헌되었다. 그것은 길고 낮은 단층 건물로서 이 나
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벽돌 건물이었다. 물론 높게 할 수가 없었으니,
높은 건물은 왕국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그 건물이 왕으
로부터 품팔이꾼까지의 모든 한국인이 살고 있는 나지막한 전통 건물보다
더 높았더라면, 그것은 한국의 예절 관념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71)
이처럼 배재학당은 보다 높은 복층 건물로 지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의심을
사지 않으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건물로 지어진 것이
다. 뒤이어 배재학당 옆에 지어진 삼문출판사(1888)의 건물 또한 1층의 낮은
건물로 짓게 된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천주
교가 정식 선교의 허가를 받았는데 반해 개신교 선교사들은 정부에 정식 허가
를 받지 못하고 의료 및 교육 분야의 교육자로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그림 3-8] 정동 배재학당 공사 모습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

71) 이만열 편, 「아펜젤러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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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에의 경우도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추구한 ‘네비우스 정책’72)에
따라서 서양식의 대형 예배당보다는 서양식의 큰 예배당 보다는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경제적 환경에 맞는 작은 한옥 건물등과 같은 교회 건물을 선호하였
었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스 선교사(H. G. Underwood)와 언더우드 부인
(L. H. Underwood)이 쓴 책을 보면, 당시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 건축
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들 周有한 樣式으로 건물을 짓되 그들의 힘에 맞도록 짓는 것이 오히
려 더 좋다."73)
교회 信者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 도배쟁이, 木手, 가게 점원, 農夫,
巡檢, 譯官, 軍人, 書記, 筆生 심지어는 교구꾼 行商들이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여러분들이 손수 教會를 지어 자기 것으로 할 때 그 때에는 여러
분들이나 남들이나 모두 그것이 外國人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74)
이처럼 선교 초기에는 각자 교회의 형편에 맞는 작은 한옥을 매입하여 예배
당을 건립하거나 서양식 건물을 짓더라고 정부 및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상황
을 고려하여 예배당 및 학교 건물 등을 신축하게 된다. 이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졌던 선교정책과 정부로부터 정식 선교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선교사들의 입
장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1895년 정동제일 교회의 착공을 시작으로 서울
도성 내에서의 개신교 교회 건축의 양상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무
엇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2) 네비우스 선교 정책 [-宣敎 政策, Nevius Mission Plan]: 선교 초창기 미국 북장로교
회가 한국에서 채택한 선교 정책. 한국 장로교회의 보편적 선교 정책이 되었으며, 타
교파 선교부도 이 정책의 영향을 받아 훗날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정책으로 자리잡았
다. 네비우스는 선교 정책의 기본을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治理)", 곧 '3자
(三自) 이념'에 두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진취적인 토착 교회를 형성
하는 것"이 네비우스 선교의 궁극적 목표였다. 1893년 1월 28일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
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10개 정책'으로 제시했다. (출
처: 네이버 검색,「교회용어사전 : 교파 및 역사」, 생명의 말씀사, 2013)
73)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근대사 연구실, 1987,
p.59-60 / 언더우드, 「한국의 소명」 p.109~110
74)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근대사 연구실, 1987,
p.59-60 /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생활」, 뿌리깊은나무, 1984,
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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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천주교 성당 건축의 영향
정동제일교회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약현성당(1892)과 명동성당
(1898)로 이어지는 천주교의 대규모 서양식 건축 역사에 자극되어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인의 설계와 한국인 목수의 시공의 건축된 것이다.75)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나 편지 등은 발견된 것이 없으나, 당
시 개신교 교회가 천주교 성당 건축을 의식하고 있었음은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가 있다.

[
그림 3-9]종현의 언덕에 자리잡은 명동성당
(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관계는 원활하지가 못하였다.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1890년대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 초엽까지 계속
되었다.76) 둘 사이의 관계는

1888년 삼남지방의 가뭄을 구호 모금에 있어서

75) 도선붕 외, 「개화기 한국 개신교회 건축의 형성에 대한 연구」, 건설기술연구소 논
문집 제 16권 제 1호, 1997.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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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있었고, 블랑주교의 장례식 참석에 대한 갈등 등이 있었다. 특히 아펜젤
러 선교사의 지도를 받던 개신교 교인들이 명동 성당 신축 현장에서 천주교인
과 갈등을 일으킨 사건은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 및 교인들이 명동 성당의 신축
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명동성당은 종현(鐘峴)의 언덕에 자리
잡았다. 언덕 위에 50m에 가까운 종탑을 가진 건물은 정부와 큰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도성 내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건물이었다.
그리고

당시 정동제일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중심 되는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남녀가 따로 나뉘어져서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77) 이미 아펜젤러 선교사는 새로운 예배당의
필요를 알고 있었고, 1892년 안식년 기간 동안 미국에 방문하여 교회당 건축을
구상하며 본부 선교부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곧 바로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의 자립”에 대한 생각이었다.
경제적 자립(self support)은 장로교 선교사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들 사이
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아펜젤러 선교사는 예배당 건축을 보류하고 교인들의 모금으로 새
예배당의 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교인들의 대부분이 학생이었기 때
문에 모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약현과 종현의 언덕
에 자리잡은 약현성당과 명동 성당은 새 예배당 신축을 가속화 하는 동기가 되
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정동제일교회 또한 내부적으로는 개신
교 선교의 중심이자 기치로서 주변의 흩어져있는 예배처소를 응집할 수 있는
대형의 예배당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서 개신교 첫 대형 예배당의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76)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2, p.349-351
77)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하늘 사명의 전당, 벧엘 예배당 :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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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교인수 증가
대형 예배당 건립의 다른 배경으로는 교인수 증가를 들 수 있다. 교인수가 늘
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선교부의 적극적인 교육 및 의료 사업으로 말미암은 영
향, 근대기의 혼란스러웠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대부
흥 운동의 영향 때문이다. 교인수가 증가하게 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
자.
첫째, 근대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다. 1895년 청일전쟁과 명성황후 시해 사
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처를 찾
게 하였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장로교 선교지
역 세례 교인수」78)를 따르면, 1894년에 740명이던 교인수가 1896년에
3,232명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04년의 러일 전쟁때에는 선교사
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표 3-4] 북 장로교 선교지역의 세례교인 수
(출처: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1894

740

1896

1898

3,232

4,776

1899

6,056

둘째, 한국인 교역자들의 활약이다. ‘정동 제일 교회’의 경우, 1902년에 아펜
젤러 선교사가 순교함에 따라 1902년부터 종로 교회를 맡고 있던 ‘최병헌’ 목
사가 부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교인수의 증가가 나타난다.79) ‘상동교회’
도 1899년에 교인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스크랜튼 선교사가 안식년 휴가를 떠
난 사이 이윤승 전도사가 주일 설교를 맡게 되었고, 그의 한국말 설교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 영감에 넘치는 우리말 설교에 교인들은 두 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에도 지루해 하지 않고 경청하였다. 그에 따라 주일 아침 예배에 325명 넘
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80)

1896년 190명이던 교인수가 1900년에 316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예배당이 부족해서 여성들은 달성궁 한옥에
서 천막을 쳐서 예배를 보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교인수의 증가는 상동교회의
78)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
79) 정동제일교회구십년사 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구십년사」, 정동제일교회, 1977 p.
80) 상동교회, 「상동교회 90년사」, 상동교회, 198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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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예배당의 건립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10](
左)
감리교 최병헌 목사(
출처: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12
5년사」,
2
011)
(
右)
장로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사진(
출처:해리 로즈 지음,최재건 옮김,「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1,1
884-1934」,연세대학교 출판부,200
9」

셋째, 근대기에 일어난 기독교 부흥 운동의 영향이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03년 하디
(Robert Alexa Hardie:1865-1949) 선교사의 회개와 그로 말미암은 부흥 운동
은 원산뿐만 아니라 서울, 평양, 개성 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04년에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여 서울의 자교교회와 정동제일교회에서 감리
교 부흥 집회가 열리고 많은 교인수 증가를 가져왔다.81) 또한 그 영향으로 말
미암아 장로교∙감리교 연합회가 조직되고 1906년에 정동제일교회, 승동교회, 연
동교회 등에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81) 원산부흥운동은 남 감리교 의료선교사 하디(Robert Alexa Hardie)가 1903년 8월말
원산 기도모임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만,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부족"등의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시
작된 부흥운동이다. 하디의 고백은 모인 이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고
백한 죄악들은 교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선교사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이었다.
이 회개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원산을 중심으로 서울, 평양, 개성, 송도 등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에서는 이러한 영향에 따라 1904년 4월 자교교회에서 부흥회가 열
렸으며, 10월에 정동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출처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
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 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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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더욱더 많은 교세의 증가를 가져왔다. 평
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사경회가 발단
이 되어 시작된 전국 교회 부흥 운동이다. 선교사와 한국인 지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녁 집회의 인도를 맡았는데, 선교사들과 참석자들 모두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
었다. 그리고 원산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은 곧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으
로 퍼지게 되었다. 평양 부흥운동에서 설교하였던 길선주(吉善宙: 1869~1935)
장로가 전국의 교회를 돌며 집회를 인도하였다. 서울에서는 1907년 2월에 승동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인도하는 장로교 연합 사경회가 열렸고,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교파를 초월해 지속되었다.
82)

서울에서의 이러한 부흥운동의 영향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연못골에 있던 연동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였
고, 승동교회도 1907년에 두 배 가까이 교인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새문안교회
도 마찬가지였다.83) 이러한 영향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남감리교와 북감리교에
도 마찬가지였다.84)
[표 3-5] 대부흥기의 교세 증감표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p.312)
연대

교회수

전도인수

세례 교인수

헌금(원)

1905

321

470

9,761

1,352,867

1907

642

1,045

18,964

5,319,785

증가율(%)

100

111.2

98

198

「대부흥기의 교세 증감표」를 보면, 1905년에 교인수가 2배 정도 증가하였을
82) 박용규, 앞의 책, 2002, p. 415~434
83) 박용규, 앞의 책, 2002, p. 438
84) 남감리교는 1906년에 입교인 1,227명, 학습교인 1,694명, 합 2,921명이었던 것이
1907년에는 입교인 1,973명, 학습교인 3,205명 합 4,988명이었고, 1908년에는 입교
인 3,545명, 학습교인 2,536명 합 6,081명이 되었다. 북감리교도 마찬가지로 1906년
과 1907년을 비교할 때, 입교인은 38%가, 학습교인은 98%가, 초신자는 5,316명에
서 16,158명으로 303%가 성장하게 되었다.(출처: 박용규, 앞의 책, 2002, p.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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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헌금 액수도 4배 증가하여, 이러한 것이 교회 건축에도 영향을 끼
쳤다. 당시 1907-1908년 교회 전체 결산이 $40,574.87인데, 그 중 교회의 걸
립과 수리에 $15,421.60이 사용되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이러
한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의 교회 예배당 건립이 촉진되었고, 서울도 이러한 영
향을 받았다.85) 이러한 영향으로 1907년에 장로교 연동교회가 양철 목조 예배
당의 착공과 준공이 되었고, 1907년 장로교 새문안 교회의 착공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1910년에 준공된 남감리교 종교교회도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 지
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11] 한국 장로교·감리교의 교세 증감표
(출처: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8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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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대형 예배당의 등장에는 당시 교회가 가진 특별한 프로그램 또한 영향을 끼
쳤다. 특히 「사경회 운동」은 대형 예배당의 확산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03년의「원산대부흥운동」과 1907년의「평양대부흥운동」은 각 교회의 사경
회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이처럼 사경회 운동은 근대기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86)
당시 유행하였던 사경회 운동은 다음과 같다.
“사경회 운동은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개최되고 모든
큰 중심지에서는 도사경회가 열렸다. 사경회 기간은 가능한 모든 교인이 만
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모여 매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개
인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통 농한기 겨울에 한 주간 혹은 그 이상을
잡는다. 사경회는 5시에서 6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가지며, 9시에서 10시까
지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데, 크기에 따라 반을 나누어 공부를 한다.
10시에서 10시 45분까지는 기도회를 갖고 그 후 15분간 휴식한 후 다시
11시에서 12시와 점심시간 후인 2시부터 3시까지 성경공부를 하고, 그 후
에는 교회 교직원들과 함께 축호 전도를 나가 사경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일종의 부흥집회인 저녁집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보통이다.”87)
사경회는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개최되고 모든 큰 중
심지에서는 큰 도사경회가 열렸다. 보통 1주 혹은 2주간 개최되는 사경회 운
동은 오전, 오후, 저녁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성경공부
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였다. 저녁때에는 전도한 사
람들을 초청하거나 지인들을 초청하고, 주변 각처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저녁전도집회를 하였다. 보통 300명에서 500명, 많게는 1,000명이상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었다.88)
86) 윌리암 블레어 선교사는 자신의 Gold in Korea에서 “50여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급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나
는 서슴없이 사경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근대시기 한국 교회
에서의 사경회 운동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참고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461 )
87) 박용규, 앞의 책, 2002, p.461
88) 박용규, 앞의 책, 2002,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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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서울 감리교 교회 남자 사경회 (1910년 이전)
(출처: Davis, George Thompson Brown, 「Korea For Christ」,
New York : Fleming H. Revell, 1910)

이러한 사경회 운동은 당시 서울에 있던 큰 교회들의 연례행사로서 매해마다
각 교회에서 열렸고, 뿐만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에서는 연합의 형식으로
열렸다. 1904년 2월의 자골교회(종교교회,자교교회 전신) 감리교 부흥집회, 같
은 해 10월의 감리교 정동제일교회 사경회, 1906년 1월 정동교회, 상동교회,
연동교회에서 열린 장로교·감리교 연합집회는 해당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이
웃한 교회의 교인까지도 다 모이는 행사였고, 또한 저녁때에는 교인들의 지인과
주변 교회의 교인까지 함께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수를 뛰어넘는 대
형 예배당 건립이 필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장로교 승동교회의 예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1910
년에 착공하여 1912년 준공된 인사동 승동 교회는 선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교회당을 웅장하게 신축하게 되었다. 당시 건축 설계의 목적을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규모 도 사경회(Annual Bible Conference)를 열기에 적
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새 건물”이다.89) 라고 밝히고 있다. 교회 건물의 목적
89)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승동교회, 2004,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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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인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 사경회’를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였고,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13년 1월 12일~20일에 ‘경성 대 사경회’를 승동교회에서 개최하게
된다. 전국에서 선교사와 목사, 장로와 조사들이 다 모여왔고, 예배당 건물의
장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경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는 백여리 밖에서 온 성도들도 상당수 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 2회 총회
또한 승동 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00년대 초기의 부흥운동에 의한 교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경회」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들의 예배당 대형화를 촉진하였고, 보다 웅장하고 중심이 되는 건물을 짓게
하였다. 1912년에 지어진 승동교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어진 다른 예배당
들 또한 사경회를 염두에 두고 보다 큰 수용능력을 가진 예배당을 지었을 것이
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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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파의 특성에 따른 건축 활동의 차별화
근대 시기 서울의 교회 건축에서의 큰 특징은 한양절충식 교회 건축과 서양
식 교회 건축이 공존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경우, 지방에서는 교유
촌을 중심으로 과도기적인 한옥 성당이 지어진 반면, 대도시와 개항지에서는 프
랑스 신부님들의 주도 하에 중세 양식의 벽돌조 성당 건축이 지어졌다..90) 하지
만 개신교 교회 건축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
과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근대 시기의 교회 건축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교회의 양식에 관
한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한옥, 한양절충식, 서양식이냐의 구분은 근대의 교회
건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91)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한옥에서 점차 서
양식으로 발달했을 것이라는 인식과 재정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회 건축에
서 양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교파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목사의
성향과 성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

3.
3.
1감리교
감리교의 정동 제일교회는 서양식으로 지어졌고, 뒤이어 지어진 상동교회 또
한 서양식으로 지어졌다. 아펜젤러는 한국 최초로 서양식 벽돌학교인 배재학당
을 설립하였던 선교사로서 그의 꿈은 조선 땅에 서양식 벽돌 학교와 교회를 짓
는 것이었다.
감리교의 경우는 감독제로서 감독인 목사가 다스리는 제도로 그 체계가 계급
적이다. 이에 따라 목사의 성향과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 교회 건축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감리교의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동대문 교회 모두 당시 목사였
던, 아펜젤러, 스크랜튼, 벙커 선교사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이들의 가치관에 따
90)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30
91) 천주교 성당 연구의 대표작인 김정신 교수님의 연구논문, 개신교 교회 건축 연구에서
도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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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 감리교 선교사들은 서양식 예배당 건
축에 상당히 마음이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6] 근대기에 지어진 감리교 교회

정동제일교회(1897)

상동교회(1901)

동대문교회(1910)

예배당 신축이 결정되자,아펜젤러 선교사는 미북감리교 교회 확장국(
Boar
d
ofChur
c
hExt
e
ns
i
on)
에 교회 도면을 요구하게 되고92),그것을 바탕으로 서양식
예배당을 신축하게 된다.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의 정동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인천의 내리교회도 개척을 하였었는데,내리교회 또한 유사 배치 및 구성을 보
이는 서양식 예배당을 1
901년에 짓게 된다.

[그림 3-13] 북감리교 교회 확장국에서 발행한 건축 도면 N.25
(출처: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141 )
92)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
회 정동제일교회, 2011,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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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양식 예배당의 선호는 1922년에 중앙 교회의 예배당으로 지어졌던
가우처 예배당에서고 그래도 보이며,남감리교 교회인 종교교회(
191
0)
나 자교교
회(
1922)
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아직 종교교회의 건축이 어떠한 배
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자교교회의 경우에는 1
922년에 현 위
치에 예배당이 신축이 될 때,189
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
북감리교 교회 확장
국'
에 교회 설계를 자문했던 것처럼,미국 본부의 '
남감리교 교회 확장국'
에 자
문을 요청하게 된다.

[그림 3-14] 1910년 준공된 종교교회의 모습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이와 같이 북감리교 선교부나 남감리교 선교부 모두 서양식 건축에 상당의 열
린 마음이 있었고,그에 따라 서양식 교회 건물의 추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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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長老)들을 통한 신정정치(神政政治)를 지향하고 있으며, 장로들
의 협의체인 장로회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감리교와는 달리
신자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들이 목사와 함께 교회의 치리(治理)를 담당한다.93)
이에 따라 장로교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의 의사결정에 의
한 교회당 건축이 진행되었다.
장로교의 모교회인 새문안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채를 벗어나 1895
년 서대문 안, 경희궁 건너편에 첫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선교사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 선교사들은 교회를 짓
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인 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
시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태도로 그 일을 시작하였다. 교인이
었던 홍 집사와 이 집사가 각각 건축 실무와 건축비 조달을 책임졌으며, 나머지
교인들이 직접 공사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2칸의 ㅡ자형
한옥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94)
연동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도 「건축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교인들
의 투표에 의해 교회 건축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동 교회는 1907년 효
제동 47번지 대지 위에 가로 10간, 세로13.3간, 높이 3간, 면적 133평, 좌석
1,200석의 양철 목조 교회당을 설립한다. 건축비의 2/3를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교인 참여도가 높은 교회당을 짓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의 과정에 있어서도 교인의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건축 위원회가 조성되어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회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건축 위원회의 구성
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건축 위원은 이명헌, 장붕, 이
명혁, 이강형, 김찬배 등이었다.95)

93) 김정신,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미세움, 2012, p.166
94)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p. 115~120

95)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894, 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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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회 건축을 둘러싸고 의견의 갈등이 있었다. 한 쪽은 중
국인 건축업자를 통해 서양식 벽돌 예배당을 짓자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 쪽은
외국 업자에게 이윤을 주지말고, 한국인에게 맡겨서 한국식으로 짓자는 것이었
다. 연동 교회는 상민들과 양반들이 공존하는 교회였고, 이들의 가치관이 달랐
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승리하게 되었고, 경복궁을 짓던 늙은
목수를 통해 한국식 예배당을 짓게 된다.96) 이는 이미 정동과 상동 등지에 감
리교 교회의 서양식 예배당이 세워진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고, 같은 교파인
장로교의 새문안 교회 또한 서양식 예배당을 염정동에 착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된 흐름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까운 종로에도 서양식 건물로 YMCA건물이 세
워진 상태였다.

[그림 3-15] 연동교회 한옥 목조예배당(1907년)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984)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애국 자주독립 사상이 교인들
사이에 퍼져있었고,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당시 담임목사였던 게
일 선교사 또한 한국의 토착적인 것을 사랑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
이었다. 이처럼 새롭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담임하는 목사가 중심되어
서 교회 건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고,
96)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앞의 책, 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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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예배당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선호에 따라서 한양적충식 예
배당으로 건축되었다.97)

[그림 3-16] (左) 1910년 봉헌된 남대문 교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1885-2008」, 남대문교회, 2008 )
(右) 남대문 교회 예배당(1942년 촬영)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남대문교회, 1979, p.1 )

또한 남대문 교회도 한양절충식의 예배당을 지었다. 1909년에 세브란스
병원 내의 땅 200평을 기증받아 70평의 규모로 지어졌다. 병원에서 분리되
어서 독립적으로 교회 건물이 착공되었고 1910년 11월 21일에 봉헌되었으
며 새 예배당은 한양절충식의 예배당을 선택하였다.98) 새 건물로 옮기기 전
의 옛 건물은 아름다운 한옥으로 궁궐터에 있던 것이었다.99) 세브란스 병원
과 마찬가지로 세브란스(L.H. Severance)의 헌금을 받아 지어진 교회이고,
당시 재정적 여유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양식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지만, 한양절충식식 예배당을 택하게 된다.100) 당시 준공식 때, 많은
인사들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라고 언급하였을 정도로 당시
한옥식 예배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97)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앞의 책, p. 84-85
98) 해리 로즈 지음;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1884-1934」, 연세대
학교출판부, 2009, p.110
9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1884-1934」와 「남대문교회사 (1985-2008)」에서
1910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판에서는 새로 짓기 이
전의 건물이 옛 고궁에 있던 건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남대문 교회사에서는 1910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옛 고궁에서 옮겨온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 원문을 참고해 볼 때, 남
대문 교회사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된다.
10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남대문교회, 1979,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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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원회가 조성되어 건축을 진행한 다른 예는 1913년 교회 건물을 완
공한 안동 교회의 예를 들 수 있다. 1911년부터 「소안동예배당 건축위원
회」가 조성되어 매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모여 건축 관련 사항을 진행
시켰다. 건축 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김창제의 일기에 의하면, 건축 위원들
의 주 활동은 건축기금을 모으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작정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에 요청을 하였다.101)

[그림 3-17] 대구 제일교회 (1908)
(출처: http://photohs.co.kr/xe/ , 한국기독교회사)

이처럼 건축위원회가 조성되어,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의해 교
회 건축이 진행된 것은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97년
대구를 개척한 아담스(安義窩, James Edward Adams, 1867~1929) 선교사
에 의해 세워진 대구의 「대구제일교회」도 연동교회, 안동교회와 유사한 특
성을 보인다.
1908년에 140평 규모의 한양절충식으로 교회를 신축할 때, 아담스 선교사
주도로 교회 건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성도였던 이근배, 이내
101) 대한예수교장로교 안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2001,
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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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이영민, 정인구 등이 포함된 건축위원회를 조성되어 교회 건축이 추진되
었고, 성도들의 헌금 6천원을 바탕으로 새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 또한
건축공사는 한국인 목수들이 참여하여 주도하였다.102)
근대 초기의 장로교의 교회 건축 활동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근대 초기
에 교인수 증가 및 사경회 운동과 같은 내외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배
당을 신축하여야했을 때, 당시 교회를 담당하였던 선교사(목사)가 중심이 되
기보다는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었고,
서양식 예배당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한양절충식의 예배당도 적극적으로 수
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로교가 교역자 중심의 정치제도가 아닌 장로
및 교회 성도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였던 특성이 교회 건축의 진
행 과정에서 잘 드러난 예라고 하겠다.

102) 도선붕, 「한국 근대 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 건축의 특성」, 충북
대 박사논문, 2002년,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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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신교 교회의 건축적 실험과 영향
4.1 평면에서의 실험
4.2 지붕 구조에서의 실험
4.3 실험의 영향과 교회 건축의 변화

본 장에서는 대형 예배당의 건축을 둘러싼 평면 및 구조에 대한 실험적 시도
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98년 정동제일교회가 준공된 이후 1910년 전후
까지 서울에는 정동제일교회(1898), 상동교회(1901), 연동교회(1907), 새문안교
회(1910),

종교교회(1910),

동대문교회(1910),

남대문교회(1910),

승동교회

(1912), 안동교회(1913) 등의 대형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고, 1920년대까지 시
기를 넓히면 중앙교회(1922이전)와 자교교회(1922)도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된
다.
1884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이전까지는 대형의 공간을 가진 교회
건축에 대한 전례(前例)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의 예배공
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건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축을 실현시키는 것에 있어서
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실험은 여러 방향
에서 이루어졌다. 평면에 대한 실험과 탐구, 그리고 대형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지붕구조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여러 실험적 시도들이 어떤 것이 있
었으며, 이러한 것의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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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평면에서의 실험
기존 근대 개신교 교회 건축의 평면에 대한 연구103)는 장방형, 십자형, ㄱ자
형 등의 각 교회의 평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러한 평
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ㄱ’자형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ㄱ자형의 한옥교회
에만 해당되는 연구였다.
본 절에서는 근대 초기(개항기부터 한일합방 이전) 서울에 지어진 교회를 대
상으로 각 교회의 평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처음 시도되는 교회 건
축에서 어떠한 평면형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서울의 개신교 교회에 시도된 평면은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십자형 평면, 삼랑식(三廊式) 장방형 평면, 정방형 평면이다. 십자형의 평면은
정동제일교회(1897)와 종교교회(1909)에서 도입되었고, 장방형의 삼랑식 평면
은 상동교회(1901), 동대문교회(1910)에 적용되었다. 정방형의 평면은 장로교
의 교회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새문안교회(1910), 승동교회(1912), 안동
교회(1913)에 적용되었다.

4.1.1 미국 설계 도면을 통한 십자형 평면의 도입
근대기 개신교 교회의 첫 대형 예배당의 시작은 1895년에 착공하여 1897년
에 준공한 정동의 ‘정동제일교회’이며, 이 건물에 십자형의 평면이 적용되었다.
정동제일교회는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개척하고 맡았던 곳으로 본래
1885년 정동 34 번지 아펜젤러 사택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정동과 멀지
않은 남대문 근처에 벧엘 예배당을 1887년에 개척하고 세웠었지만, 정부의 규
제로 1888년에 폐쇄되어 그 이후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 남녀가 나눠서 예
배를 드렸으며, 1897년까지 정동제일교회의 정식 예배당은 없는 상태였다.104)
103) 홍순명, 홍대형,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10권 제 2호, 1990 : 초기의 교회 건축의 평면 유형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교회의 평면을 처음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한옥교회와 서양식 교회가 혼합되어 분류되었다는 점과 평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
근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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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894년 Church Plans No. 25」의 평면 및 설명
(출처: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136-137 )

정동 예배당의 건축은 1887년 배재학당을 설계하고 시공한 경험을 가진 일
본인 '요시자와 토모타로(吉澤友太郞)'씨가 맡아서 하였고,
'심의석(沈宜碩)'이 하였다고

알려진다.105)

또한 시공은 한국인

하지만 ‘요시자와 토모타로(吉澤友太

郞)’가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정동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부탁을 하여, 「미국 감리회
교회 확장국(Board of Church Extension)」에서 발간한 '1894년판 교회설계도
도면집(Church Plans) 25번‘을 참고한 것으로 자료들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아
펜젤러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감리교 선교부는 「Church Plans」의 저자인 벤
자민 프라이스(Benjamin. D. Price)에게 연락을 하여 설계 도면을 한국에 보내
도록 하였다.

106)

104)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
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136-137
105)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p.160
106)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정동삼문출판사, 2011, p. 141
일본 해안교회를 참고하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 해안교회의 모습보다는 교회확장
국 도면에 나온 건물의 투시도와 평면이 더 유사하다. 또한 교회확장국에 요청한 편지
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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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프라이스가 설계한 Church Plans107)는 1876년에 감리교 교회확장국
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1906년까지 꾸준히 발간되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93년의 미국 안식년 휴가 때에 건축 모금활동과 더불어
교회 건축을 구상하던 중, 벤자민 프라이스와 그의 책 Church Plans를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이후에 1894년 판의 Church Plans를 선택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정동제일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수록된 교회들의 특징
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표 4-1] 1892년 「Chuch Plans」에 수록된 교회 투시도와 평면도
투시도

평면

특징
-도면가격: $4.00~5.00
-크기 (Body)
20 x 37 feet ~
28 x 45 feet
-두개의 스토브로 난방

No.166(도면번호) / Frame(재료) /$600 ~ $1,200 (시공비용)

-도면가격: $12.00
-크기
Body 32 x 50 feet
room 14 x 24 feet
-Lecture room은 선호
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
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
-지하 난로로 난방

No.175 / Frame /

(Furnace in Cellar)
$2,000 ~ $3,500

107) 1885년부터 1906년까지 벤자민 프라이스는 많은 수의 Church Plans를 발간하였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1876년에 미국 감리교 교회
확장국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며 67개의 교회에 대한 도면을 제공하였다. 1885년에
1,975부의 책을 팔았으며, 1889년에 다시 벤자민이 책에 대한 판권을 얻게 되었다. 그
는 1876년부터 1906년까지 많은 권의 Church Plans를 발행하였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enjamin_D._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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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가격: $20.00
-크기
54 x 63 feet
-Lecture room과 홀은
접이식문(folding

door)

로 연결됨.
-천장은 27feet높이이며,
장식이 되어있음.
-지하 난로로 난방

No.176 / Stone / $5,000

-도면가격: $35.00
-홀을 중심으로 사면에
방들이 접해있는 평면.
-홀 공간은 경사진 구조.
-각각의 방들은 rolling
partition으로

연결되어

있음.
-지붕구조의 일부는 노
출되어

있으며,

장식이

되어 있음.

No.168 / Brick / $9,000

-스팀(steam)으로 난방
-도면가격: $35.00
-2층 구조로 되어 있음.
1층은 Lecture room과
Class room으로 구성되
어 있고, 2층은 예배공간
-홀 공간은 경사진 구조.
-지붕구조의 일부는 노
출되어

있으며,

장식이

되어 있음.

No.165/ Brick / $11,000

-지하 난로로 난방

1892년 판의 Church Plans에 수록된 교회들의 살펴보고자 한다. 평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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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살펴보면, 단순한 장방형의 평면에서부터 종탑을 포함한 평면, 사방에 다
용도 방을 포함한 평면, 2층의 평면까지 다양한 평면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각 교회의 평면에서 ‘Lecture Room’이나 ‘Class
Room’을 상당히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홀 공간은 장방형의 평면으로 유
지하되, 그 외에 방들이 붙음으로 전체적인 평면이 완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방들과 홀 공간은 ‘Rolling Partition’이나 ‘Folding door(접이식
문)’등으로 구분이 되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면의 크기는 소형 교회의 경우(No.166)에는 20 x 37 feet 에서부터 28 x
45 feet 까지 이르며, 중형 교회의 경우(No.176)에는 54 x 63 feet 정도이고,

대형 교회의 경우(No.168)에는 최대 66 x 90 feet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20평(740평방비트)에서 170평(5940평방피트)에 이르는 면
적이다.
건축의 재료 또한 목조(Wood) 프레임에서부터 벽돌(Brick), 돌(Stone)등으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비용의 교회 건축의 경우, 목조 재료를 통해 지었
고, 고비용의 교회 건축으로 갈수록 벽돌 및 돌을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시공 비용의 경우에는 $600에서부터 $11,000까지 다양한 범주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고급의 교회 건축의 경우에는 천장의 지붕 구조(서까
래:Rafter)를 일부 노출하거나 장식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예배당 공간의 바
닥을 경사지게 하여 보다 높은 몰입도를 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제일교회의 참고가 되었던, 1894년 판의 「Church
Plans No.25」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택한 1894년 판의
「Church Plans」는 1892년 판본과 마찬가지로 평면과 설명, 투시도로 구성되
어 있다.108) 설명에는 전체적인 크기와 면적, 특징, 비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각
부분의 치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체부(Body)의 크기는 40 x 60 feet로
서 12.2m x 18.3m 의 크기이다.109) 몸체부의 신도석에는 350명이 앉을 수 있
는 자리가 있다.

108) 책에는 평면과 투시도 및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벤자민 프라이스가 아펜
젤러에게 보낸 도면에는 평면 외에도 단면과 입면 등의 세부 자료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09) 앞서 비교하였던 1892년의 교회 모델들과 비교해 볼 때, 소형에 속하는 No.175보다
는 크고 No,176보다는 작은 중형 정도의 크기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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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894년 Church Plans No. 25」의 투시도
(출처: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p.136-137 )

몸체 양쪽에 있는 날개부(Wings)는 16.5 x 26 feet 이다. 5.0 x 7.9m 의 크
기이다. 좌우 각각에 100명이 앉을 수 있으며, 총 550명이 앉을 수 있다. 특이
한 점은 몸체부와 날개부가 만나는 곳인데, 접이식 문( folding door)에 의해
나뉘어져 있으며, 문이 닫히게 되면, 좌우 날개부(Wings)는 개별적인 공간으로
구획이 되고, 이상적인 Class-room의 공간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종탑
(tower)의 높이는 58feet로 17.7m이고, 벽체의 높이는 18feet로 5.5m이다. 천
장 중앙의 높이는 24feet, 즉 7.3m로 기술되어 있다. 천장 중앙의 높이를 구분
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천장이 평천장이 아니고, 경사진 천장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110)

110) 아펜젤러가 프라이스로부터 받은 도면에 단면도와 구체적인 지붕구조에 대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도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새형 트러스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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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의 특징은 몸체부의 입구 부분에 종탑이 계획되어 있고, 종탑 아래 공간
은 교회의 출입문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 ‘날개부’(Wing)로의 입구가 계획되어
있었다. 제단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면에서 보이

는 평면을 바탕으로 정동제일교회의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고, 이 도면에 따라
서 십자형의 평면을 가지 예배당이 건축되게 되었다.

[그림 4-3] 1897년 준공 당시의 정동제일교회의 평면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 건축에 대한 학술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11, p.139 )

정동 제일 교회는 현존하고 있지만, 세 번의 증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897년 처음으로 준공되었을 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111) 1897년 건축 당
시의 모습은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1897년 12

111) 공식 준공은 1898년이지만, 1897년 6월에 거의 완공되어 배재학당의 방학식이 치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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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의 기사에는 당시 건물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112)
“회당에 장은 칠십척이요 광은 사십척이요 놉기는 이십오척인데, 종을 다
는 간은 고가 오십척이며 회당 안에 좌우로 협방이 하나씩 있는데, 장이
이십팔척이요 광이 십사척이며 지붕은 함석으로 꾸미고 사면에 유리로 창
을 하야 심이 명랑한지라.”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1척(尺)의 크
기를 0.303m라고 할 때, 몸체부(body)는 70 x 40(尺)이므로 21.2 x 12.1m이
고, 날개부(Wing, 협방)는 28x14척이므로, 8.5 X 4.2m이다. 높이는 25척
(7.6m), 종탑의 높이는 50척(15.2m)임을 알 수 있다.

[표 4-2] 미국 원본도면과 정동제일교회 도면의 비교

본채
날개채
종탑 높이
벽체 높이
천장(중앙) 높이
종탑의 형태

교회 확장국 도면
12.2m x 18.3m

정동제일교회(1897)
12.1 x 21.2m

(40 x 60 feet)
5.0 x 7.9m

(40 x 70척)
4.2 X 8.5m

(16.5 x 26 feet)
17.7m(58feet)
5.5m(18feet)
7.3m(24feet)
사각뿔형

(14 x 28척)
15.2m(50척)
7.6m(25척)
사면체형

미 감리교 교회 확장국 도면(이하 원형)과 정동제일교회(이하 변형)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날개부’(Wing:협방)이다. 원형에서는 ‘날개부’가
‘Class Room’의 용도로서 보다 넓은 직사각형의 형태인데 반해, 정동제일교회
에서는 보다 길고 좁은 세장한 형태의 비례로 지어졌다. 이는 날개부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원형에서는 중간에 접이식 문
(Folding Door)을 사용하여, 교회 건물의 용도를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실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날개부에는 개별의 출입문까지 계획하
였었다. 하지만 정동 제일교회에서는 이미 근처에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 등에
학생들을 수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중요
112)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와 도시 건축에 대한 학
술연구」, 2011, 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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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그에 따라 교실로서의 용도보다는 십자형의 평면
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고려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 날개부는
몸체부가 증축이 되면서, 몸체부에 같이 통합되게 된다.
또한 정동제일교회예배당의 본채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60 feet(18.3m)정도 되는 본채의 길이를
70feet(21.3m) 정도로 10feet 확장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이는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확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도입된 평면은 천주교(카톨릭)에서 예식을 중심으로 발
달해 온 십자형의 평면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예배공간뿐만 아니라 교회에
서 필요로 하는 교제, 친교,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
(class room, lecture room)을 고려한 평면이었다.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는 이러한 평면형식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본래 평면
에서 의도하였던 날개부분(Wings, 협방)의 적극적인 활동 등을 활용하지 못하
였다. 이는 날개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보조 장치(rolling partition, folding
door)등을 구현하기 어려웠고, 이미 정동 제일교회 주변에는 이화학당, 배재학
당 등의 교실공간과 같은 보조시설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교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어 지어졌고, 그 이후에 교회를 증축
하게 될 때에도 이 부분은 점차 없어지고 본채부(Body)에 통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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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삼랑식 평면의 실험

[그림 4-4] 상동교회의 전경
(출처: 상동교회 「김종설 사무국장님」 제공)

서울에 첫 번째로 세워진 정동제일교회가 미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도면에 근
거하여 세워졌다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한국인 건축가가 발전시킨 삼랑식
의 평면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험으로서 세워진 교회는 1900년에 착공되어 1901년에 준공된 「상
동교회」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은 한국인 건축가인 ‘심의석’(沈宜錫)에 의해 설
계되고

시공된

것이었다.

상동교회는

감리교

스크랜튼(W.B.Scranton

:

1856-1922) 선교사에 의해 1889년에 설립되었으며 상동교회는 1889년에 상
동에 2,200여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입원실을 포함한 감리교 병원을 세울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본래 부지 내에 벽돌 건물과 가옥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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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하여 병원을 사용하였다. 교인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
었는데, 때마침 병원이 선교부에 의해 폐쇄됨에 따라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었다. 그에 따라 당시 상동교회의 교인이었던 심의석에게 새로운
교회의 예배당 설계를 맡기게 된다.113)
심의석은 ‘경성부(京城府) 명치정(明治町) 2정목’에서 성장하고 살았던 사람이
었다. 이곳은 당시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우측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는 명동 성당이 축조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으며, 공사의 전 과정을 지켜봤
던 것으로 생각된다.

114)

그는 감리교 선교사들과의 인연으로 감리교 계통의 건축을 많이 담당하였다.
그는 정동제일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와의 인연으로, 정동의 배재학당(1887)
건축에 참여하였었고, 그 때에 벽돌구조, 유리, 트러스 구조도 접하게 된 것 같
다. 이후에 「정동제일교회(1895~1898)」의 공사에도 참여하였고, 「이화학당
본관(Main Hall(1897~1899)」공사를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1900년에는 자신
이 교인으로 있던 ‘상동교회 벽돌 예배당’을 설계하게 된다.115)
그는 이미 다양한 조적식 건물의 설계 및 시공을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특히
「정동제일교회」와 「이화학당본관」의 강당 설계를 통해서 예배당의 중심 공
간인 홀(Hall)공간의 설계 및 시공을 두 번이나 경험한 자였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상동교회 예배당」은 이전에 그가 설계로 참여했던 예
배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당이었다. 「정동제일교회」나 「이화학당 본
관」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의 입장에서 참여한 프로
젝트였다고 한다면,116) 상동교회 예배당은 그가 직접 건축의 설계부터 시공까
지 담당한 프로젝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석 자신이 교회 건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작업이었다.

113) 상동교회, 「상동교회 90년사」, 상동교회, 1980, p.60-63
114) 우대성, 박은곤, 「한국 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논문집,
제 16권 제 2호, 1996,
115) 우대성, 박은곤, 「한국 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논문집,
제 16권 제 2호, 1996,
116) 정동제일교회는 벤자민 프라이스의 도면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이화학당 본관 또
한 미국에서 설계도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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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석이 설계한 상동교회가 이전의 정동제일교회 및 이화학당 본관의 강당
과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출입구로 된 정면의 구성, 팔각형의 종
탑, 삼랑식의 평면 구성과 고측창, 다각형의 앱스 부분 등이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삼랑식의 평면 구성이다.

[그림 4-5] Mead Memorial Church(상동교회)
출처: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

당시의 상동교회는 현존하지 않고, 실측자료 또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다.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
진첩」117)에 담긴 상동교회의 모습은 교회 건물의 측면과 후면(제단 부분)의
117)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은 1908년부터 1922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
로 활동하였던 코윈 테일러 부부가 찍은 사진으로 테일러 목사의 손자인 유잉 버나드
테일러가 미국 「남가주대(USC) 한국학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총 160여 점의 사진으로
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과 감리교 선교부 관련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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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의 외관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전의 정동
제일교회와는 다르게 ‘삼랑식(三廊式)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브
(Nave)에 해당하는 본체부(身廊)가 있고, 아일(Aisle)에 해당하는 측랑(側廊)이
붙어있는 삼랑식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 구조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몸체부의
지붕과 측랑의 지붕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틈으로 고측창(clearstory)을 도입
하여 예배당 내부 공간에 빛을 담으려고 했던 건축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제단 부분을 보면, 다각형의 제단을 이루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상동 교회에 대한 평면이 전해지는 것이 없지만, 그
당시의 상동교회 예배당을 경험하였던 상동교회 「김종설 사무국장」님의 도움
과 현존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상동교회의 추정 평면도를 그릴 수 있었
다.

[그림 4-6] 상동교회 추정도면
(출처 : 인터뷰 및 사진자료를 통한 「직접 작성」)

추정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구 부분에는 지붕을 가진 두
개의 출입구가 존재하였다. 이는 당시에 남녀를 구분하여 예배드렸던 관행을 따
른 것이다. 입구 공간을 들어가면 곧바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전이공
다. 홈페이지(www.dsc.edu/isd/korean)를 통해 대중에게 2006년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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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있어서 한 번 더 출입문을 통해서 예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
다.118) 또한 신랑부(nave)와 측랑부(aisle)로 들어가는 문이 구분되어 있었다.
양 측랑부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씩 존재하였고, 신랑부에 들어가는 문이 두 개
가 있었다. 신랑부로 들어가는 벽체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이 벽체에 따라
문이 계획되었다.
예배 공간 부분은 내부의 목조 열주 기둥에 의해 중앙 부분의 신랑부(nave)
와 양쪽의 측랑부(aisle)로 자연스럽게 공간의 구분이 되었다. 또한 각 측랑부의
제단 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어서 외부로 출입할 수 있었고, 외부에 있는 계단
실에 의해 반지하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제단 부분은 다각형의 제단으로
되어 있고, 창이 뚫려 있었다.

[그림 4-7] (左)상동교회의 정면 모습, (右) 1974년 마지막 예배드릴 때의 모습
(출처: 상동교회, 「상동교회 90년사」, 상동교회, 1980)

이러한 상동교회의 평면 구성 및 구법은 당시의 미국 감리교 교회 건축에서
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스크랜튼 목사의 고향
인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 주와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병원을 설립하였
던 오하이호(Ohio) 주의 클리블랜드(Cleveland)의 19세기의 교회들을 살펴보아
도, 삼랑식의 평면을 가진 건물보다도 오히려 정동제일교회와 같은 간결하며,
종탑 및 다용도 교실 등을 포함한 강당형의 교회가 더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8) 이러한 전이공간은 천주교 성당 건축의 나르텍스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상동교회에서는 고려되었지만, 이후의 교회 건축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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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삼랑식의 평면 구성’과 ‘제단’을 강조한 상동교회와 같은 평
면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상동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세워진 천주교
성당 건축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된다. 당시 서울에는 1892년에 약현 성당이 지
어졌고, 1898년에 명동성당이 지어졌다. 이들 천주교 성당의 평면적 특징은 네
이브(nave)와 아일(aisle)로 구분되는 ‘삼락식의 평면’과 ‘후면부에 다각형으로
강조한 제단 부분’이다.

[그림 4-8] 명동성당의 평면
(출처: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44)

상동교회의 설계자였던 심의석이 교회 건축에 대해 제안 받았을 때, 그가 참
조할 만한 레퍼런스는 한국 땅에 많지 않았다. 그가 감리교 계통의 교회 건축뿐
만 아니라 다방면의 건축을 설계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지어진 천주교 성당이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을 것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의석이 살던 곳이 명동성당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명동성당을 바라보았을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한 장방형의 ‘삼랑식 평면’의 계획은 이후의 교회 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03년에 평양에 지어진 ‘남산현 교회’가 같은 평면 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1910년에 동대문에 지어진 동대문교회도 같은 형식의 평면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십자형의 평면을 가졌던 정동제일교회 또한
이후의 증축을 통해 양 옆으로 열주를 갖는 삼랑식 평면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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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장로교의 교회 건축에 도입된 정방형의 평면

앞선 감리교 교회의 건축에서는 ‘십자형의 평면’과 장방형의 ‘삼랑식 평면’이
도입되었다면, 근대 초기 장로교 교회의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정방형(正方形)의 평면’이다. 새문안 교회(1910), 승동교회(1912), 안동교회
(1913)에서 정방형의 평면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방형의 평면의 원인
으로는 장로교 교회 건축이 갖고 있었던 ‘갤러리(Galley)’119)라는 공간적 특징
으로부터 유래한다.
장로교는 다른 개신교 교파에 비해서 예식보다는 말씀을 듣는 설교를 중요하
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2층의 갤러리(gallery)는 많은 인
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많은 사람을 설교대에 가까이 있게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성찬식 때에는 매우 불편해서 떡과 잔을 2층까지
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2층의 갤러리 층을 도입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이 의식의 중요성보다 크게 생각되었고, 장로교 교회에서의 성찬식 비중
의 감소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청교도 교회의 공통된 특징은 2층의
갤러리였고, 설교대가 있는 쪽의 벽면을 제외 한 3면에 설치되는 ‘ㄷ자형(말굽
형)’의 갤러리가 보편적이었다.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도 2층의 갤러리가 있는 특
징이 있었다.120)
한국에서 갤러리 층이 제일 먼저 도입된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였다. 장대
현 교회는 1900년에 장로교 선교사 이길함(Graham Lee)의 건축으로 지어진
교회로서 본래 장방형의 평면을 갖고 있었지만, 늘어나는 교인수에 따라서 1년
뒤인 1901년에 남쪽의 부분을 기존의 평면의 방향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확장
하여 ‘ㄱ’자형의 평면으로 발전된 교회였다.121) 확장된 평면에 따라 기존의 장
방형의 평면 부분을 남자가 사용하였고, 남쪽으로 확장된 부분을 여자가 구분하
여 사용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본래부터 존재하였던 장방형의 평면에 2층의 회
중석, 즉 Gallery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2층의 갤러리가 존재하여서 출입문에는
119) 개신교 교회당의 2층 회중석을 지칭 함.
120) 김성한,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 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
울대학교 석사논문, 1988, p. 39-42, 47
121) 정창원,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Vol.20 No.11, 2004,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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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으로 곧바로 향하는 출입문이 존재하였다.122)

[그림 4-9] (左) 장대현교회 평면도, (右) 장대현 교회의 모습
(도면출처: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론, 1988)

평양 장대현 교회의 평면을 살펴보면, 왼쪽이 남자석으로 현관 윗부분에 2층
의 회중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 2층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문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양식 목조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가
진 한옥교회에서 조차 갤러리 층을 과감히 시도할 정도로 2층의 회중석은 장로
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었고, 보다 많은 청중을 설교대 쪽으로 집중시
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전통은 새문안 교회에서 반복되었다. 새문안 교회는 정동
시기를 거쳐 1895년에 서대문 근처 경희궁 건너편 대로변에 12칸의 한옥 교회
를 지은 이후,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곧바로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
였으나 부지가 신궁(덕수궁)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고,
1907년에 현 교회의 위치인 염정동에 땅을 구입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된
다.

122) 김성한,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 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
울대학교 석사논문, 1988, 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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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左) 새문안 교회의 입지(1910년대), (右) 새문안교회의 정면 모습
(출처: 새문안교회 역사관 아카이브)

새로운 예배당은 1910년에 완공된 벽돌 건물로서 정면의 반원형의 아치창과
더불어 내부는 정방형의 평면을 가진 교회 건물이었다. 이전의 평양 장대현 교
회와 마찬가지로 2층의 회중석을 가진 교회 건물이었지만 장대현 교회와는 다
르게 정면을 제외한 3면의 ‘ㄷ’자형의 갤러리를 가진 교회 건물이었다. 정면
18m x 측면 18m의 정방형의 평면을 가진 건물이다.123)

[그림 4-11] 새문안교회 추정 평면도 및 입면도
(도면 출처: 새문안교회 역사관 아카이브)

123) 새문안교회 역사관 아카이브, 「성전 건축으로 부흥하는 교회」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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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는 18 x 18m의 정방형의 평면의 크기를 가진 예배당이었다. 중층
의 구조로서 2층 갤러리의 규모는 측면의 경우 3.5~3.6m 돌출되어 있고, 후면
의 경우 3m 정도 돌출되어 있다. 2층의 갤러리는 목조 기둥에 의해 지탱되었으
며, 좌석은 계단식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단 맞은편의 갤러리 층
이 자연스럽게 입구 공간을 눌러주어서 외부와 예배당 내부의 전이 공간의 역
할을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강단의 양 옆으로 계
획된 것을 알 수 있다. 새문안 교회의 모습은 추정 평면도뿐만 아니라 1935년
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을 통해 강단과 1
층의 예배공간과 2층의 갤러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새문안교회 내부사진 (1935년 추정)
(출처: 새문안교회 역사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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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동에 남아있는 장로교 승동교회 예배당 또한 정방형의 평면을 가진
예배당이었다. 현재는 증축이 되어 장방형의 평면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1912
년 완공된 당시에는 정방형의 평면을 가진 예배당이었다.124)

[그림 4-13] 승동교회 전경(1913년 2월 16일 헌당식)
(출처: 서울역사박물관,「서울의 근대건축」, 2009)

승동교회는 1910년에 착공하여 1912년에 완공된 장로교 소속 교회로서 설계
는 승동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곽안련(C.A Clark)125) 선교사가 하고, 시공은
중국인 건축업자 모문서(慕文序)가 담당하였다.
124) 승동 교회는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건물의 외관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 첫 번째 증축은 1958년에 시행된 것으로서 출입구 방향으로의 확장이 일어났
다. 확장이 일어남에 따라 지붕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 서측의 창호의 상단을 이형
벽돌로 메웠다. 그리고 외벽에는 버트레스를 설치하여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였
다. 두 번째 증축은 1969년에 시행된 것으로 건물의 앞부분을 한 번 더 확장하였고, 강
단 쪽의 외벽을 헐어서 북쪽으로 공간을 더 확장하였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서울의
근대건축」, 2009, p. 58-61)
125) 곽안련 선교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건축업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서 목공 조수 역할을 하였었다. 목수, 석공, 양철공, 배관공, 페인트공 등 광범위한 분
야의 일을 했고, 그가 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
을 때,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장로교 선교부의 건축 위원장을 맡아 교회 건축
과 선교사 사택을 건축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출처: 곽안련(C.A. Clark), ‘60년의 나
의 회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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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동교회의 회당낙성을 살펴보면, 당시의 예배당의 층별 구성과 배치 등을 언
급하고 있다.126)
[승동교회 회당낙성]
경성 중부 승동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벽돌 양옥으로 굉장하
게 짓고 밑층에는 학교로 쓰고 가운데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좌우에 연접한 큰
방은 무슨 예식을 할 때에 대중이 모이게 하였고, 위칭에도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하고 수난로와 와속 등이며 장원과 층계는 양회로 싸였고, 마당에는 전도
실과 사경처소를 지었고, 건축 경비는 합금 二만여원인데 四천원은 본 교우가
연보한 것이요, 一만 二천여원은 미국서 보조로 나온다 하고 그 남아는 건축
사가 도와준 것과 아직 마감 못한 것도 있다더라. (1913년 2월 16일 회당낙
성)
회당 낙성에 따르면, 승동 교회는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1층은 학교, 2층은
예배당, 3층에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배당의 공간이었던 2
층의 경우에는 예배당 좌우에 접하고 있는 큰 방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어떠
한 방식으로 평면이 구성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림 4-14] 1912년 준공당시 승동교회 2층 평면
(출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126)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2004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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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승동교회 또한 새문안 교회와 같은 갤러리 층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승동 교회는 교회 예배당
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 사경회(
AnnualBi
bl
eConf
e
r
e
nc
e)
’를 개
최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지은 예배당이다. 그에 따라 집회인원을 수용하기 위
해서 강단 맞은편 면(남쪽)과 측면에 간이 2층 좌석을 설치하였으며, 강단 쪽
(북쪽)과 맞은편(남쪽)에도 계단을 만들어 2층으로 오르게 하였다. 승동교회 예
배당은 연주회장 분위기가 나는 ‘집회’ 중심의 개신교 예배당의 특성을 잘 나타
내는 예배당이었다.127)

[그림 4-15] (左)1940년대 강단 사진, (右)초창기 정면사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서울의 근대건축」, 2009)

1940년대에 찍은 강단 사진을 살펴보면, 강단의 뒤편으로 2층으로 향하는 난
간 계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창기 승동교회의 사진을 보면, 정면의
반원 아치창 안쪽으로 중간부분에 희미하지만 층의 구분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내부공간을 찍은 사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127)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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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교회는 1912년에 착공하여 1913년에 준공된 교회로서, 승동교회의 건
축을 담당하였던 모문서(慕文序)128)가 건축하였다. 2층으로 연건평 272평이고
(1층은 103평, 2층은 155평, 부속실 14평), 예배실에는 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건물이었다.

[그림 4-16] 안동교회 전경 사진 (1976년 촬영)
(출처: 「안동교회 아카이브」)

안동교회의 외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 상부의 형상이다. 곡선으로 지붕의
상부를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인 건축업자 모문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징은 정면에 출입구가 1개인 점이다. 이 이유는 당시 담임 목사였던 한석진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이다. 그가 안동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교
회의 남녀 회장을 없애는 것이었다.129) 남녀의 회장을 철폐함에 따라 남녀가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가 모문서(慕文序)에게 설계를 부탁할
때, 건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128) 당시 정동에 살던 중국인 건축사로서 정동제일교회, 종로 YMCA, 승동교회 등의 건
축에 참여하였다.
129) 대한예수교장로교 안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2001, 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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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모습은 정방형의 평면형을 갖고 있으며, 출입구 쪽의 면에는 문 위에
반원형의 아치창을 두어서 강조하였다. 승동교회와 마찬가지로 1층은 학교의
건물로 계획되었다. 수평의 돌림띠에 의해서 층간 구분을 하였다.

[그림 4-17] 안동교회 내부 모습 1 (1939년 최거덕 목사 위임 예배)
(출처: 「안동교회 아카이브」)

[그림 4-18] 안동교회의 내부모습 2 (1977년 성례식)
(출처: 「안동교회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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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회의 내부모습은 사진으로 전해진다. 1939년에 찍은 사진은 2층 갤러
리에서 바라본 강단 쪽을 바라본 사진이다. 2층의 계단식 갤러리가 보이며, 일
정한 열주를 갖는 난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층으로 향하는 계
단은 강단의 양쪽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층에는 갤러리를 받치는
나무 기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7년에 찍은 사진은 강단에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보이며,
2층은 기둥에 의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안동교회 추정 평면도
(출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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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붕 구조에서의 실험
우리나라의 서양식 트러스의 유입은 1884년 중국을 다녀온 영선사 일행이
만든 번사창의 쌍대공 지붕틀로부터 시작되었다. 번사창의 트러스는 서양식 구
법을 갖고 있지만, 부재의 단면 등의 모습은 중국풍의 모습을 가진 것이었
다.130) 이후에 인천과 부산의 일본 영사관을 지을 때, 양식 트러스가 사용이 되
었으며, 프랑스 신부에 의한 성당 건축 및 서양 선교사에 의한 교회 건축, 궁의
양관 건축 등을 통해 서양식 트러스가 유입이 되었다.
근대기 교회 건축은 교회의 교인수가 증가하고, 사경회와 같은 집회를 수용
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대 공간을 가진 교회 건축이 필요하였다. 평양의 노블
선교사가 6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교인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옥 건물을 포
기하고 서양식 벽돌조 건물을 짓기로 한 것처럼, 서울에서도 늘어나는 교인수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용을 위한 무주(無柱)공간의 성격을 포함한 대공간의
교회 건물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긴 스팬(span)을 가진 구조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1898년 이후에 지어진 교회 건축에는 전
통 한국 목조 구법이 아닌 서양식의 목조 트러스 구법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
었다.

[표4-3] 1884~1910년 전후의 서양식 트러스 구조를 사용한 건물 목록

준공 연도
1884
1887
1892
1893
1897
1898
1899
1900
1901
1908
1908
1910
1913

명칭
번사창
배재학당
용산신학교
약현성당
정동교회
명동성당
이화학당 메인홀
덕수궁 정관헌
상동교회
뚝도수원지 제 1정수장
구 대한의원 본관
새문안교회
승동 교회

지붕구조
쌍대공 트러스
미정
왕대공 트러스
목조 아치보
가위형 가새구조
볼트구조+ ㅅ자보
가위형 가새구조(추정)
왕대공 트러스
가위형 가새구조(추정)
왕대공 트러스
왕대공 트러스
미정
쌍대공 트러스

용도
무기고
학교
학교
성당
교회
성당
강당
양관
교회
송수실
병원
교회
교회

130)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 24권 제 8호,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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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1915

안동 교회
운현궁 양관

왕대공 트러스
쌍대공 트러스

교회
주택

근대 초기(개항부터 1910년 전후) 서울에서는 다양한 시설에 서양식 목조 트
러스가 사용되었다. 주로 천주교 성당의 건물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교회 건축
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덕수궁 정관헌, 운현궁 양관, 뚝도 수원지
의 송수실, 대한의원 본관 등에 서양식 트러스 구조가 사용되었다.

[표 4-4] 1884~1910년 전후의 서울의 서양식 트러스 사례
번사창(1884) 쌍대공 트러스

덕수궁 정관헌(1900) 왕대공 트러스

뚝도수원지 송수실(1908) / 왕대공트러스

운현궁 양관(1915이전) / 쌍대공트러스

약현성당(1893) / 목조 아치보

명동성당(1898) / 볼트 + ㅅ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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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제일교회(1897) / 가위형 가새 트러스

승동교회(1913) / 쌍대공 트러스

일반 건물에서는 번사창(1884)에서 중국풍의 쌍대공 트러스를 사용하였고,
덕수궁 정관헌(1900)에서 왕대공 트러스가 사용되었다. 또한 뚝도 수원지 송수
실(1908)에서는 왕대공 트러스가 사용되었으며, 대한의원 본관(1908)에서는 왕
대공 트러스가 사용이 되었다. 운현궁 양관(1915년 이전)이 쌍대공 트러스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보통 왕대공 트러스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교 성당 건축에서는 긴 경간(俓間)을 가진 공간뿐만 아니라 높고 상징적
인 내부공간을 구축하여야 했기 때문에 볼트(vault) 및 아치(arch) 등이 결합된
목조 트러스 구법이 사용되었다. 약현성당에서는 아치보가 사용되었고, 명동성
당에서는 볼트 와 ㅅ자보가 사용되었다.131)
반면 개신교 교회 건축에서는 볼트와 아치 등이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
로 건축 구법이 진행된다. 크게 3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위형 가새
트러스(Scissor-bracing)’,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roof truss)’, ‘쌍대공 트
러스(queen post roof truss)’의 사용이다. ‘가위형 가새 트러스’는 근대기 감리
교 주관으로 건축한 교회 및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왕대공
트러스’는 안동교회(1913)에 사용되었고, 새문안교회(1907)에서도 사용된 것으
로 추정된다. ‘쌍대공 트러스’는 승동교회(1912)에 사용되었다.

131) 김정신, 「한국 근대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 내부공간형태에 관한 연구」, 한
국 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 20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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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가위형 가새 트러스 (Scissor-bracing)
정동제일교회에는 ‘가위형 가새 트러스’가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트러스
(truss)의 유형은 당시 한국에 트러스 구조가 도입된 이후로 최초로 사용된 구
조이다.132) 이 구법은 급한 경사면의 지붕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유리하며, 보다
높은 천장을 갖고자 할 때, 유리한 구조이다.
이러한 트러스의 구법이 정동제일교회가 참고하였던 ‘미국 설계 평면’으로부
터 온 것인지, 공사를 담당하였던 일본인 건축가 ‘요시자와 토모타로(吉澤友太
郞)’에 의해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 시공업자 및 한국인 시공업자’에 의
해 고안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필자는 미국 설계도로
부터 들어오게 되었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설계도를 그렸던 벤자민
프라이스(Benjamin. D. Price)가 아펜젤러에게 ‘도면 Set’를 보낸 것으로 기록
되어 있어서 평면도뿐만 아니라 입면도, 단면도까지도 함께 보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림 4-20] St. Paul’s Episcopal Church에 사용된 가새 트러스
(출처 : 「Timber Frame 69」 2003.9)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가새형 트러스의 구법이 1800년대부터 사용된 구법이
었으며, 근대기 미국 감리교 교회를 포함한 많은 벽돌조 예배당에서 이 구법이
132) 그 이전에는 왕대공트러스, 쌍대공 트러스, 혹은 볼트와 아치를 함께 사용한 목조 구
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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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 Paul’s Episcopal Church(1822),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1858), Barton Congregation Church(1876) 등에
서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인 구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St. Paul’s Episcopal
Church에서는 평보가 가위형(X자형) 가새가 교차하는 지점에 맞춤되어 있고,
Barton Congregation Church에는 교차점 상부에 평보가 형성되어 있다. 평보
의 위치는 전체적인 구법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교회가 추구하
는 내부공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가새는 반턱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물 등을 통한 고정이 이루어져 있
다.

[그림 4-21] 정동제일교회 트러스 구조
(출처: 김정신, 「한국 근대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 내부공간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 2005을 바탕으로
재작성 )

정동 제일 교회의 트러스는 앞서 살펴본 St. Paul’s Episcopal Church와 비
슷한 구조이다. 12.6m의 경간을 갖고 있고, 가새형 트러스가 도리방향으로
90cm 간격으로 놓여있다. 평보는 천장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X자형 가새의
1/3 지점에 놓여 있다. 그리고 평보와 가새 및 서까래는 수직 대공에 의해 연
결되고 지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133) St. Paul’s Episcopal Church의 차이점
133)

김정신, 「한국 근대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 내부공간형태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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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보의 위치이다. 여기에서는 교차점보다 아래에 평보가 형성되어 천장의 일
부가 평평한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22] 정동제일교회 내부 모습
(출처: 필자 촬영)

정동 제일 교회의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이러한 트러스의 구조가 그대로 반
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열 주 안쪽의 가운데 부분의 지붕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둥 쪽에서 천장의 중심 쪽으로 경사지게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는 천정의 모습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공간은 기둥에서 경사지게 올라가다가
가운데 부분은 평평한 천장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정동 제일교회의 트러스 구조는 이후의 감리교 계통의 다른 교회 건
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사진 천장에 중심부분이 평평한 이러한 천장구조는
정동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화학당 메인홀」의 강당구조, 상동교회,
평양 남문현 교회, 동대문교회에도 사용이 된다.
심의석이 설계한 이화학당 메인홀의 강당의 내부공간도 정동 제일교회와 같
국 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 20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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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식의 내부 천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화학당 본관(Main Hall)은 심의석
이 건축한 건물로서 1897년에 착공하여, 1899년에 완공한 건물이며 정동제일
교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3층의 건물로 동쪽에 강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4년에 찍은 사진을 통해 이화학당 본관 강당의 내부공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3] 이화학당 메인홀 예배(1932년)
(출처: 「이화박물관」)

이화학당 메인홀도 정동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경사진 천장에 중앙이 평평한
천정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동교회(1901년 준공)는 현존하지 않으며, 내부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
문에 천정구조를 추적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동교회를 설계하였던 심의석이
정동제일교회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가 2년 뒤에 건축을 한 이화학당
메인홀의 강당 내부공간을 통해 정동 제일교회와 동일한 천정 구조를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후에 상동교회와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진 평양
의 남산현교회(1903년 준공)가 정동제일교회와 같은 천장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상동교회 또한 동일한 천장구조를 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103

이처럼 가위형 가새구조는 정동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이화학당 메인홀, 상동
교회, 동대문교회 등 서울에 지어진 감리교 계통 교회 및 학교 건물에 폭넓게
사용이 된다. 이 구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트러스 구법
의 경우에는 평천장 구조로서 높은 천장 높이를 갖는 공간을 구현하기가 어렵
지만 이 구법은 좁은 공간에서도 높은 천정을 갖는 내부 공간 구현이 가능하였
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 구법은 이후에 교파를 뛰어넘어 장로교 및 성결교
의 교회에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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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대공 트러스 (King Post Roof Truss)

[그림 4-24] 안동교회 해체 모습
(출처: 「안동교회 홈페이지 사진 자료실」)
안동교회는 1979년 8월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전의 예배당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게 된다. 당시 해체 공사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안동교회의 지붕 트러
스 구조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트러스의 방식으로 보이
며 건물 양면의 벽돌 벽 사이에 등간격으로 3개의 트러스가 놓여 있으며, 각각
의 트러스는 가로부재에 의해 연결이 되었다. 바닥이 평평한 삼각형의 트러스
구조에 따라 안동 교회의 내부는 평평한 천장을 가진 구조였다.134)
이러한 방식은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Roof Truss)135)의 구조이다. 하지
134) 이러한 트러스 구조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 또한 이러한 평천장 구조는 1910년에 준공된 새문안 교회에서도 사용되었
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135) 왕대공 트러스 (king post truss)는 산형 트러스의 중앙에 수직재가 있는 트러스이며
왕대공과 빗대공, 달대공으로 구성된다. 왕대공(king post)은 양식 트러스의 중앙에 있
는 수직재를 말하며, 빗대공(strut)은 트러스를 보강하기 위한 경사재를 말한다. 달대공
(hanging post)은 평보를 ㅅ자보에 달아매는 수직으로 댄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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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안동교회의 트러스의 구법은 일반적인 왕대공 트러스의 구법과는 차이가 있
다. 해체 공사의 사진을 얼핏 보면, 마치 트러스가 경사재(빗대공, strut)로만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직재(대공)의 경우는 철근으
로 보이는 얇은 봉 부재에 의해 트러스가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5] 안동교회 트러스 상세도
(출처: 「CAD를 통해 작도」)

안동교회의 트러스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안동교회의 트러스는 人자보와
4개의 경사재(빗대공)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재의 경우에는 목재 대신에 철제
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의 이 시기의 왕대공트러스는 수직재와 경사
재 모두를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왕대공을 제외한
대공, 즉 달대공(hanging post)을 철제봉을 사용하여 보를 人자 보에 매달았다.
하지만 안동교회의 경우에는 왕대공까지도 철제 봉을 사용하여 트러스를 구성
하였다.

(출처: 「건축용어사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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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900~1910년 전후의 왕대공 트러스의 사례
목포시립도서관(1900) / 경간 12.06m

덕수궁 정관헌(1900) / 13.37m

구 대한의원 본관(1908)/ 12.73m

광주 구 수피아 여학교 수피아홀(1911) / 10.33m

1900-1910년 전후의 근대 초기의 건물에서 사용된 왕대공 트러스를 살펴보
면,136) 모든 건물들이 목재를 사용하여 수직재와 경사재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통 4개의 빗대공을 사용하여 트러스를 구성하였으며, 덕수궁 정관헌
(1900)에는 달대공만 철제가 사용이 되었다.

[그림 4-26] 왕대공 트러스(King Post Truss)에 작용하는 힘의 구분
(출처: 「http://www.leancrew.com/all-this/2010/06/trussed-up/」)

136)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 24권 제 8호, 2008년 8월,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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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정관헌의 예와 같이 달대공(수직재)으로 철제봉이 사용된 것은 보다
높은 구조 강성을 갖기 위함이다. 이는 왕대공 트러스에 작용하는 힘의 다이어
그램을 살펴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수직재에는 인장
력(tension)이 작용하고, 수평재에는 압축력(Compression)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철근의 인장력이 목재의 인장력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트러스를 구성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긴 스팬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시기에 사용된 왕대공 트
러스의 경간(span)이 보통 5.4m~14.9m임을 고려해 볼 때137), 안동 교회에는
추정 경간이 17~18m이므로 보다 긴 경간을 감당하기 위한 고려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4-27] (左)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 전경
(右) 송수실 내부 트러스 사진
(출처: 「서울의 근대건축」)

근대기에 안동교회와 같이 달대공뿐만 아니라 왕대공까지도 철제봉을 사용한
예는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의 예를 들 수 있다. 뚝도 수원지 제
1 정수장 송수실은 콜브란(Collbran)과 보스트위크(H. R. Bostwick)의 감독 하
에서 1906년 8월에 착공되어 1908년 8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안동교회와 동일
한 왕대공 트러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38)

137)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 24권 제 8호, 2008년 8월, p.163
138)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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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왕대공 트러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부록 CD)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의 트러스 구조 사진과 도면을 살펴보면,
안동교회의 트러스구조와 동일한 트러스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의 트러스 구조에서는 11.8m의 경간을 1.9m의 간격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으며, 왕대공부분에는 25∅의 철제봉이 사용되
었고, 그 외의 수직부재 또한 동일한 철제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사
재(빗대공)이 4개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목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9] King bolt Truss
(출처: Ching, Francis D. K. ,「A Visual Dictionary of
Architecture」,JohnWiley&SonsInc, 1995, p.261)

이렇게 왕대공(King Post)부분에 철제봉(steel rod)로 대체한 것을 ‘King
bolt’ 혹은 ‘King rod’라고 부르며,139) 이러한 트러스 방식이 왕대공 트러스의
139)
Ching,
Francis
D.
K.
,「A
e」,JohnWiley&SonsInc, 1995,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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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지만 따로 떼어 「Kingbolt truss」 혹은 「King rod truss」라고도 부
른다.140)
종합해 보면, 안동교회에서는 보다 긴 경간(span) 및 강도에 대응하기 위해
인장재로서 철제봉(steel rod)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왕대공 지붕구조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대기 목조 트러스 구조에서 「덕수궁 정관헌(190
0)」, 「뚝도 수원지 제 1정수장 송수실(1908)」등과 함께 매우 특별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140) Siegele, H. H.. 「Roof Framing」 New York: Sterling Pub. Co., 198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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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쌍대공 지붕 트러스 구조(Queen Post Roof Truss)

승동교회(勝洞敎會)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12년에 준공된 교회로서 설
계는 승동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곽안련(C.A Clark) 선교사가 하였다. 승동교회
는 이전의 트러스들과 다른 새로운 트러스 구법인 ‘쌍대공 지붕 트러스(queen
post root truss)’가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트러스 구법은 번사창의 하부구조에
서 사용되었다.

[그림 4-30] 승동교회 지붕 트러스 구조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부록 CD)

승동 교회의 지붕 트러스는 경간(徑間)이 20m, 높이가 8.1m에 이르는 거대
한 지붕 구조이다. 근대 건축 중에 경간이 20m를 넘는 트러스 구조는 운현궁
양관(1915이전)141)의 20.4m 이외에는 없다. 또한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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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천정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는 지붕구조이다.
이러한 지붕구조가 1912년 준공될 당시와 동일한 구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승동교회의 증축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준공될 당시와 동일한 지붕구조
를 유지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31] 1970년 승동교회 예배당 내부모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승동교회는 증축공사(1958년, 1969년), 내부 공간 전면수리(1973년, 1986년,
2003년) 등의 공사가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지붕 구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출입구 방향으로 건물을 확장시킨 공사이므로 천정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142), 1973년 이후로 세 번의 내부 공간 수리가 있었지만, 주로
1층에 대한 수리였다. 그리고 내부 공간 전면 수리를 하기 전인 1970년에 예배
당 내부를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의 천정구조와 현재의 천정구조와 동일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1) 허유진, 「20세기 초 서울의 서양식 저택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가 과정,
2013, p. 45
142)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 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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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동교회의 트러스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면, 쌍대공 지붕 트러스의 구성 원리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쌍대공 지붕 트러스는 지붕 속, 보꾹방(attic
roon)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트러스로서 두 개의 마주보는 대공으로 구성이 된
다. ‘왕대공트러스‘보다 지붕 경사가 크며 더 큰 경간(span)을 수용할 수 있다.
경간이 클 경우, 내부에 X자형으로 버팀대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
다.143)
쌍대공 지붕 트러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버팀대가 없이 마주보는 대공과 그것
을 보조하는 경사재(빗대공)로 이루어져있다. 보다 발전된 형태는 트러스 내부
에 X자형으로 버팀대가 설치되어 보다 큰 강성을 가진 트러스를 구성한다. 승
동 교회의 트러스는 X자형의 버팀대를 갖는 보다 큰 강성을 가진 트러스 구조
이다.

[그림 4-32] 쌍대공 지붕 트러스의 다이어그램
(출처: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의 그림9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럼에도 승동교회 트러스의 특이한 점은 마주보는 대공 사이에 위치하는 평
보(하현재)의 일부를 마주 보고 있는 대공의 중간지점으로 끌어올려 중앙부분이
움푹 들어간 천장구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보통의 쌍대공 트러스는
평보를 하현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천장 구조를 갖지만, 승동교회에서는 평보

143)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 24권 제 8호, 2008년 8월,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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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지붕 상부 쪽으로 끌어올려, 지붕 쪽으로 움푹 들어간 천장을 가진
다.

[그림 4-33] (左) 승동교회 트러스 다이어그램( 출처: 직접작성)
(右) 승동교회 트러스 내부 사진( 출처: 「서울의 근대건축」)

X자형 버팀대를 가진 쌍대공 트러스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평보(하현재)의
일부를 마주보는 대공의 중간지점에 위치시켰다. 중간지점에 위치한 평보는 X
자형 버팀대와 결구되고, 쌍대공과도 결구되어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트러스 구조의 변형은 한국 근대 건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시도이며, 당시 설계하였던 곽안련(C.A. Clark)선교사와 중국인 시공업자
모문서가 지붕구조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44)

144) 곽안련 선교사는 1905년에 대구 동산 병원을 설계하였었는데, 대구 동산 병원의
큰 특징은 지붕을 들여 올려 만든 다락의 구조였다. 당시 지붕을 활용해 다락 층을
구성하는 것은 생소한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지붕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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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의 영향과 교회 건축의 변화
근대 초기에 서울을 배경으로 일어난 다양한 교회 건축의 실험들은 서울의
교회 건축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
고, 그 이후 시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당시 서울이 한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4.3.1 다른 지역으로의 영향
1) 인천 내리교회
정동제일교회와 같이 미국 선교부의 교회확장국의 도면을 제공 받아서 교회
를 건축한 경우는 인천의 내리교회로 이어지게 된다.
내리교회(제물포 웨슬리 교회)의 설계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동제일교회
와 마찬가지로 「미감리국 교회확장국」에서 발간한 「Church Plans」를 참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는 중국인 기술자 Wang이다. 건축면적은 450(m2)으
로 130평에 이르는 상당히 큰 예배당이었다. 높이는 12.35m이었다.

[그림4-34] 내리교회의 모습
(출처: 내리교회 홈페이지 사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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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의 건축은 1900년 6월24일 시작되었다. 교인들의 증가
로 인한 예배당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건축비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
태였지만, 건축설계도가 입수되는 등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1900년 6월 24
일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의 예배당(white chapel)과 최초의 자립
여성예배당을 헐고,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완공은 이듬해에 하였고, 1901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다. 웨슬리
예배당에 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지만, 당시의 담임 목사이셨던 존스
((George Heber Jones, 조원시 : 1867-1919))목사님이 매일의 기록과 선교
보고서에서 건축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되었다. 최근에 웨슬리
예배당의 사진과 기록물들을 통하여 건물의 면면을 살펴 건축도면을 완성이 되
었다.

[그림 4-35] 내리교회 추정 평면도
(출처: 내리교회 홈페이지 사진 자료실)

내리교회는 정동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십자형의 평면을 가졌던 예배당이다.
도면의 오른쪽의 부분이 제단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비스듬한 형상
이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정동 제일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탑의 위치이
다. 내리교회는 평면의 코너 부분에 종탑을 위치시켰으며, 종탑 아래로 예배당
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정동제일교회 보다 협방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봐서 십자형의 평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Church Plans」의 교회들을 살펴보았듯이, 보통 십자형 평면의 양쪽 협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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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용도로 계획되었고, 나머지 장방형 평면 공간을 예배공간으로 활
용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당시 내리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계획되어 같은 용도
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십자형 평면 전체를 예배당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림 4-36] 1892년 Church Plans No. 176 예배당

내리교회와 정확히 일치하는 평면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1892년에 발간
된 「Church Plans No.176」의 예배당 모습을 통해서 내리교회와 유사한 구
성의 예배당을 찾을 수 있었다. 십자형의 평면의 일부분이 생략된 ‘ㅜ자형’평면
이지만 내리교회와 마찬가지로 십자형의 코너에 종탑을 위치시켰다. 또한 종탑
에서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와 Lecture Room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45)

145) 내리교회에서는 두 방향으로의 접근이 아닌 한 방향으로만 개구부를 내었는데, 이것
이 추정 평면도의 오류인지 아니면,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Room으로의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였는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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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양 남산현 교회
‘심의석’이 설계한 상동교회는 당시 다른 지역의 감리교 교회 건축에도 큰 영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3년에 세워진 평양 「남산현 교회」는 외부
의 모습이 상동교회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4-37] 남산현 교회(1904년)
(출처: 구글이미지검색)

남산현 교회의 정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1904년에 찍힌 사진146)이다. 1903
년에 남산현 교회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공 직후의 남산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산현 교회의 정면의 모습은 상동교회와
146) 사진 중앙에 세 분이 왼쪽부터, 노블 목사, 해리스 감독, 김창식 목사 인 것으로 추정
된다.

118

매우 유사하다. 상동교회처럼 종탑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랑부(nave)와 측랑부
(aisle)의 구분이 명확한 3분 구성을 하고 있다. 신랑부 입면은 중앙의 큰 창과
상단의 작은 창(환기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의 형태와 구성이 상동교회
와 매우 유사하다. 중앙의 큰 창의 ‘멀리언 구성’ 또한 상동교회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측랑부의 창도 사각창과 하인방을 강조하였는데, 이것 또한 상동교회
의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두 교회의 차이점은 입구 부분에 있다. 상동교회의 경우 신랑부에 출입문이
있었고, 측랑부는 사각창을 냈었다. 하지만, 남산현교회의 경우는 신랑부에 출
입문을 두지 않고 측랑부에 출입문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상동교회로부터 영향
관계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는 상동교회보다 입면이 간략화 되고, 발
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38] 증축 이후의 남산현 교회
(출처: 구글이미지검색)

상동교회에서 큰 특징이었던 남산현 교회의 제단부분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
로 구현이 되었다. 증축된 이후의 모습이지만, 둥근 반원형의 제단부를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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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는 상동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다각형의 제단을 그
래도 이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9] 남산현 교회 내부 사진
(출처:「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

남산현 교회의 내부 모습은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에 등장
하는 남산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다.147) 신랑부(nave)의 공간과 측랑부(aisle)
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무 기둥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지붕구조 따한 다름을 알 수 있다. 신랑부(nave)의 천장은 정동제일교회의 천장
과 매우 유사하다. 구조로 유추해볼 때, 정동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X자형 가새
에 중앙에는 평보를 댄 트러스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랑부와
측랑부가 만나는 곳은 고측창(clearstory)을 계획하였다. 나무 기둥 사이에 3개
의 수평창을 고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상동교회와 같다.

147) 사진 제목은 「Prayer meeting, Pyeng Yang」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This is a flash-lit photo taken at the regular weekly prayer meeting in
PyengYang, where the average attendance is about 500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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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성으로 추정해 볼 때, 남산현 교회는 상동교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남산현 교회의 설계자 또한 ‘심의석’(沈宜錫)이 아닌가 추
정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남산현교회와 상동교회 사이의 관계에서 유추
해 볼 수 있다. 남산현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홀(W.J. Hall, 1860~1894)’ 선교
사 그리고 그의 조사였던 김창식(金昌植, 1857-1929)선생과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는 각별한 사이였다. 1894년에 ‘평양 기독인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당시 남산현 교회 교인의 일부가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홀’ 선교사가 서울의 스크랜튼 선교사에게 전보를 쳐 구조를 요청했었고,
스크랜튼 선교사의 노력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에 홀 선교사가 과로 누적으로 순교하게 되어 ‘노블’(Noble, 1866-1945)
선교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지만, 여전히 홀 선교사의 조사였던 김창식선생은 남
산현 교회에 있었고, 김창식 선생이 한국인 감리교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곳도 1901년에 착공한 상동교회이었다.148) 당시 남산현 교회는 교인수의 증가
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당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러던 차에 보게 된 상동교회
의 예배당은 남산현 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에 좋은 모범이 되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 상동교회의 교인이었던 ‘심의석’과 ‘김창식 선생’, ‘노블 선
교사’의 만남 또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8) www.kimpoms.org/3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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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 양동 교회(1911 준공)
감리교의 경우에는 인천의 내리교회나 평양의 남산현교회와 같이 서울의 교회
건축 활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가 있지만, 장로교의 경우에는 이러
한 예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시에 서울이 장로교 교회에서 유행하던 2층
의 갤러리 공간이라든가 정방형의 평면형은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나마 목표의 양동 교회는 정방형의 평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성이 있다.149)
목포 양동교회는 1898년 유진 벨 선교사에 의해 30여명의 교인으로 시작하
였다. 성장을 거듭한 결과, 1910년이 되자 주일 평균 출석인원이 550명에 달하
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예배당 건축에 착수하게 된다. 목포 교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1910년에 착공된 교회 건축은 1911년 62 x 66피트의 석조 예배당을
완성하였다.150) 19m x 20m의 정방형 평면을 갖고 있다는 특징과 경사지에 입
지하여 일부 지하층을 갖는 특징이 있고, 다른 교회 건축물과 달리 벽돌이 아닌
돌이 외장재로 사용된 특성이 있다.

[그림 4-40] 목포양동교회 추정 평면도
(출처: 도선붕, 「한국 근대 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 건축의 특성」, 충북대 박사논문, 2002년)
149)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본인 또한 전국에 있는 장로교 교
회 건축물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 못하였다.
150) 송현강, 「윌리엄 해리슨(W. B. Harrison)의 한국 선교」, 한국 기독교와 역사, Vol.
37, 2012, p. 51-52

122

4.3.2 이후 시기로의 영향

1) 가위형 가새 트러스 (Scissor-bracing)의 확산
정동제일교회에 사용된 「가새형 지붕구조」는 감리교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파와 시기를 초월하여 꾸준히 영향을 주게
된다. 남 장로교 학교인 광주의 「구 수피아 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192
5)」에는 가위형 가새 지붕 구조가 사용되었다. 또한 성결교단의 「체부동교회
(1930)」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이화여자대학
교 파이퍼 홀(1935)」강당에서도 이 구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4-41] (左) 커티스 메모리얼 홀 전경(현재모습)
(右) 커티스 메모리얼 홀 1층 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및
커티스메모리얼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6)

광주 구 수피아 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벨
(Eugene Bell:1868 - 1925)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건축물로 1924년에 공사
를 시작하여 1925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건물의 크기는 7.59m x 12.25m 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의 원형창과 첨두아치 창이 특징
이다.

1924년부터 유진벨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

렸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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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左) 커티스 메모리얼 단면도
(右) 커티스 메모리얼 홀 내부트러스
(출처: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및
커티스메모리얼 홀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6, p.81)

커티스 메모리얼 홀이 건축될 당시 광주지역에는 벽돌조에 의한 목조 지붕틀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보통 왕대공 지붕틀(King Post Roof Truss)을 사용하였
지만, 여기에서는 「가위형(X자형) 가새형 트러스」를 사용하였다.151) 보고서에
서는 이러한 트러스의 적용을 층고를 높게 하여 심리적인 웅장함과 음향의 잔
향을 고려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152)
정동제일교회와의 차이점은 철제봉(iron rod)의 사용이다. 정동제일교회에서
는 가위형 가새가 교차하는 지점에 목재 대공이 세워져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철제봉이 사용되었다. 이는 인장력을 받는 부분이 더 보강된 발전된 형태라고
하겠다. 또한 커티스 메모리얼 홀에서는 평보가 사용되지 않고, 간략 화된 목조
틀로서 천장 부분 마감을 하였다. 커티스 메모리얼 홀에서 가위형 가새 구조가
사용된 의미는 시기적 의미와 교파를 뛰어넘어 사용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
울 이외의 다른 지역(광주)에서 이 구법이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151)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및 커티스메모리얼 홀 기록화 조사 보고
서」, 2006, p.80
152) 문화재청, 앞의책, 2006,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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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러스의 방식이 사용된 다른 예로는 성결교단의 체부동 교회이다.

[그림 4-43] 체부동 성결교회의 전경
(출처: http://blog.naver.combrahms7490177100092)

체부동교회(현 영광교회)는 성결교회 모교회인 무교정교회(현 중앙교회)의 지
교회로, 본래 무교정 교회 기도처소로 개척되었다가 1924년 6월 30일 누하동
36번지 김국진 씨 집에서 시작하였다. 이후에 교인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1930
년에 동양선교회 여 선교사를 통한 호주의 한 신도의 헌금과 교회 성도들의 헌
금으로 교회당 대지 60평을 구입하고 32평(105평방미터)의 예배당과 8평의 사
택을 건축하게 된다.153)
1930년 10월에 태평양건너 호주에 거하는 횟□란 여성도가 기부한 四千원과
본부의 보고금 三百 五十원 十전과 전선과 각 교회에서 후의로 원조한 六十
二원과 본 교회헌금 三百원 총 경비 四千八百七十六원 七十八전 으로 선인이
153) 활천사자료, 「현장교회이야기 : 표지교회이야기 ; 영광교회 ( 구 체부동교회 )」, 활천
Vol. 566, 2001, 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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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로 유명한 북촌에 체부동중앙지에 대지 육십평을 매수하고 예배당 삼십이
평에 벽돌로 웅대하고 화려하게 신축하고 교역자 주택 칠간을 산뜻하게 신축
하였다. 조선구식건물이 즐비한 곳에 화려한 양옥 한 채가 우뚝 솟아있어 ...
(후략)154)
체부동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1930년에 건립된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지붕구조가 정동제일교회의 지붕구조와 동일하다는 점과 또한 장로교와 감리교
를 벗어난 성결교단의 교회에서도 감리교 교회에서 사용한 지붕구조를 사용하
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동제일교회의 지붕구조가 교파와 시기를 넘어 다양한 교
회 건축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4-44] 체부동교회의 내부 트러스 구조
(출처: 「서울대학교 건축사 연구실」 최남섭 촬영)

체부동 교회의 내부 트러스 구조는 가위형(X자형) 트러스가 가로지르고 있으
며, 각 부재가 ‘반턱맞춤’으로 만나고 있다. 두 부재가 교차되는 지점 상부에는
수직대공이 결합되어 ‘人’자보와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위형 가새와
154) 김원식, 「체부동 교회/ 체부동교회 예배당 신건축기」, 활천 Vol. 105, 193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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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대공은 철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평보가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5] 체부동교회의 내부 모습
(출처: 「서울대학교 건축사 연구실 최남섭」)

체부동 교회의 내부 모습은 정동제일교회와 매우 유사하다. 현재는 목재로 보
강이 된 상황이지만, 구성은 정동제일교회와 동일한 내부 모습으로 기울어진 천
장에 중앙이 평평한 내부의 천장 모습을 보인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사용된 가위형 가새 트러스 구조는 커티스메모리얼 홀, 체
부동교회,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 외에도 많은 다른 건물들에서 사용된 것으
로 추정이 된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위엄을 갖춘 높은 천장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형의 예배당 건물보다는 중소규모의 예배당 건물에서 많
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155)
155) 가위형 가새 트러스 구조가 사용된 건물의 경간 폭 : 정동제일교회(12.2m), 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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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랑식 평면의 확산
평양「남산현 교회」교회 외에 상동교회에서 보였던 건축적 특징이 잘 보이
는 교회로는 1910년에 착공된 동대문 교회 벽돌 건물이다. 붉은 벽돌과 함석지
붕을 사용하여 2층으로 연건평 221평으로 지은 건물로서, 1층은 교육실로 사용
되었고,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건축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림 4-46] 동대문교회
(출처:「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

동대문 교회는 사각형의 종탑으로 말미암아 외형은 상동교회나 남산현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종탑외의 나머지 부분은 상동교회와 건축의 유형에 있어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붕 구조를 2개로 나뉘어서 삼랑식 구성을 한 것이나
지붕 사이에 고측창을 둔 것이나 사각형의 창틀 등은 상동교회와 매우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메모리얼 홀(7.59m), 체부동교회(약10m),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9.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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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동대문교회 내부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처:「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

특히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에는 동대문교회의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156)이 있다. 예배당 내부에 가림막이 있으며, 남산현교회의 내부 공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무 기둥에 의해 신랑부와 회랑부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그
리고 회랑부의 양 끝으로 출입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56) 사진 제목은 「Dr. Moore and pastors」. 설명은 다음과 같다. 「All of these men
are graduates of the Union Theological Seminary at Seoul, and are all
outstanding members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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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동교회(1901)에 처음 적용된 「강당형 삼랑식 평면」은 평양의 남산
현교회(1903)와 동대문교회(1910)에 이어 정동제일교회의 증축에 있어서도 영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48] 정동제일교회의 평면 변화 - (左)1897년, (中)1916년, (右)1926년 이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 건축에 대한 학술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11, p.139)

정동제일교회는 본래 십자형 평면을 가진 내부 구성을 갖고 있었으나 1916
년 교회의 북쪽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북
쪽 벽을 넓혀 외벽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후에 1926년 6월에 다시 한
번 증개축 공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이 공사로 말미암아 정동교회 내부공간에
큰 변화를 갖게 된다. 교회의 양 측면을 확장하게 되면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
게 위해 내부에 기둥 열주를 세우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십자형 평면에서
강당형 평면으로 변함과 동시에 기둥 열주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뉜 삼랑식의
평면으로 변하게 되었다.157)
이러한 내부 평면의 변화가 증축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만, 당
시 서울에 있던 다른 감리교 교회인 상동교회와 동대문교회가 내부에 기둥열주
를 두는 삼랑식의 평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회 간 연합집회 및 사경회를 통해
서 서울 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빈번하였었다. 그에 따라 정동제
일교회의 증축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되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157)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 건축에 대한 학술
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11, 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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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면의 변화 : 장방형 평면의 발전
1910년 이전에 세워진 감리교 교회들은 정동제일교회, 종교교회와 같이 ‘십
자형 평면’의 건물을 짓거나, 상동교회, 동대문교회과 같이 ‘장방형의 삼랑식 평
면’을 추구하였다. 그러하던 것이 1920년대 들어와서는 보다 단순한 장방형의
평면으로 내부 구성이 변하게 된다. 이는 1920년대 초기에 지어진 남감리교 자
교교회(1922)와 (북)감리교 중앙교회(1922년이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4-49] (左) 자교교회 예배당(1922) (출처:「자교교회 홈페이지」)
(右) 자교교회 예배당(2000) (출처:「자교교회 홈페이지」)

자교교회(1922)는 1912년부터 창성동 156번지에 있던 ‘내시의 집’을 개조하
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
황이었다. 그에 따라 남감리회 ‘선교 100주년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1922년에 40평 규모의 2층 벽돌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158) 1층은 교실,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중앙교회(1922년 추정)도 1920년대에 지어지게 된다. 중앙교회는 1890년대
부터 개척된 향정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20년대 초에 새로운 벽돌

158)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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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게 된다. 본래 가우처 박사를 기념하여 본래 3,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후 계획이 취소되었고, 1922년 이전
에 60평 규모로 지어졌다.159) 중앙교회 예배당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코윈 테일러 사진첩」이 1908년부터 1922년까지 찍은 사진이므로
1922년에 중앙교회 예배당이 지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사진첩의 설명에는
새로운 교회가 이전 교회 건물을 대신하였다고 적혀있다.160)

[그림 4-50] 중앙 감리 교회 가우처 예배당
(출처: 「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

앞서 언급한대로 자교교회와 중앙교회 단순한 장방형의 평면을 가진 교회였
다 특징이 있다. 이는 교회건축에 있어서 변화를 보인다고 하겠다. 서양식 교회
건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교실 공간을 포함한 십자형의 평면과
내부의 열주를 갖는 삼랑식의 평면을 실험하였지만, 이 후에는 보다 단순한 형
159)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107년사(1890~1997)」, 기독교대한감리회 중
앙교회, 1998, p.100-103
160) This Centenary project structure replaces the old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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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실용성을 갖는 평면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고려였고, 1910년 이후 1920년대 초까지 교세가 위축
되는데, 그러한 영향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감리교의 교회들이 점차 단순한 형태의 장방형의 평면으로 변화하였던 것처
럼, 19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장로교의 교회들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10년 이전의 장로교 교회들의 특징은 2층의 갤러리를 갖는 정방형의 평면이
었다. 하지만 이 후 시기에는 2층의 갤러리의 공간이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장
방형의 평면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1933년에 대구에 신축된 대구제일교회, 1936년에 신축된 경북 안동교회,
1939년에 세워진 청주 제일교회 등의 평면은 장방형의 평면으로 발전이 되었
다.161)

161) 도선붕, 「한국 근대 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 건축의 특성」, 충북
대 박사논문, 2002년, p. 146-151

133

134

Ⅴ. 결론

2장에서는 개신교 선교 초기의 교회 입지 및 확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교회는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용이한 곳과 병원 및 학교 시설이 세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4대문과 시장 주변으
로 세워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선교부 안에서 맺은 선교지 분담 정책과 3각 거
점 계획에 의해 장·감리교 선교부는 서울 내 지역적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많
은 선교부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서로 겹치지 않고 서울 내에 고르게 분포
될 수 있었던 것은 암묵적으로 맺은 선교지 분담정책의 영향이다. 또한 서울을
분담하여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한 것 또한 도성 내 확산에 큰 영향을 끼
쳤다. 셋째, 교회 내의 신자간 갈등과 지역갈등이 교회 확산 및 입지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선교지 개척에 소외되었던 북쪽의 양반 계층 거주 지역
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3장에서는 선교 초기의 개신교 교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개신교
교회는 ‘신의 집’의 개념보다는 ‘신자들의 집회소’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고, 예
식보다는 말씀을 중요시하였다. 그에 따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
큰 교회를 곧바로 설립하기 보다는 선교사 사택의 일부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하
여 교인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 건물을 확장하게 된다. 또한 내부공
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을 택하게 된다. 둘째,
대형 예배당의 건축의 증가는 교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건축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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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영향, 특히 사경회라는 근대 교회가 갖는 프로그램의 영향에 따라 유
발된 것이다. 셋째, 교회 건축을 둘러싼 교파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독제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와 장로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 장로교
는 건축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교회 건축의 의사결정과정과 양
식 선택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4장에서는 선교 초기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
았다. 첫째, 교회 건축을 둘러싼 건축 실험은 크게 평면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면은 미국교회의 설계 도면의 수용과,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삼랑식 평면의 실험, 2층의 갤러리 공간을 고려한 장방형의 평면의 시도
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가위형 가새 트러스’가 정동제일
교회에 도입된 이후로 이 방식이 상동교회 등의 감리교의 교회 및 학교 건물
등에 꾸준하게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대공 트러스’는 안동교회에
적용이 되었고, 새문안교회에도 적용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중층구조를 갖는
예배당에서는 평천장을 사용할지라도 이미 높은 천장의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쌍대공 트러스’는 승동교회에
적용이 되었다. 20m의 긴 경간구조를 수용하며, 높은 지붕면을 만들기 위한 시
도로 해석된다. 둘째, 서울의 교회 건축을 둘러싼 여러 시도들은 주변의 교회
및 학교 건물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인천의 내리
교회는 정동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식 평면을 도입하여 건축하였다. 평양의
남산현 교회는 외형, 구조, 평면 등에서 상동교회와 매우 유사한 건축적 특성을
보인다. 이후 영향 관계를 1930년대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위형 트러스’는
교파를 초월하여 장로교, 성결교의 교회 및 학교 건축에 사용되었다. 1910년대
에 유행하였던 삼랑식의 구성은 정동제일교회의 증축과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1910년 이전에 시도되었던 십자형의 평면이나 삼랑식
의 평면, 정방형의 평면 등은 1920~1930년의 교회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대신 보다 단순한 강당형의 평면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6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 문화재청, 「운현궁 양관 :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 문화재청,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과, 2005
-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및 커티스메모리얼홀 : 기록화 조사 보고
서」, 문화재관리국, 2006
-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근대사 연구실, 1987

-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근대 건축 기행」, 푸른역사, 1999
-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 김정신,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미세움, 2012
- 김진형, 「사진으로 보는 한국 초기 선교 90장면, 감리교 편」, 2006
-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박찬수 역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편저, 「(國譯)漢城府來去文(上,下)」, 서울特別市
史編纂委員會, 1996
- 서울역사박물관 편, 「서울의 근대 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09
-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와 도시 건축에 대한 학
술연구」, 2011,
- 이덕주, 「종로선교이야기」, 진흥, 2005
- 이만열 편, 「아펜젤러일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 272-273
- 전봉희, 이규철, 서영희,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하늘 사명의 전당, 벧엘 예배당 : 정동제일교
회 문화재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 비난트 클라센 저, 심우갑∙조희철 공역, 「서양건축사」, 대우출판사, 1990
-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저,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 해리 로즈 지음 ;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1884-1934」, 연
세대학교 출판부, 2009
-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생활」, 뿌리깊은나무, 1984
- Ching, Francis D. K. 저 ,「A Visual Dictionary of Architecture」,JohnWiley &
SonsInc , 1995

137

- Davis, George Thompson Brown, 「Korea For Christ」, New York : Fleming H.
Revell, 1910
- H. G. 언더우드 지음 ; 김인수 지음,「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 Rev.
Underwood's missionary letters」, 장로회신학교, 2006
- James S. Gales 지음 ; 김인수 옮김,「제임스 S. 게일 목사의 선교 편지: 1891-190
0」, 쿰란출판사, 2009

【사진첩】
- 조지 풀러 사진 ; 신광수 엮음, 「끝나지 않은 전쟁 : 미군이 기록한 휴전회담 그 무
렵의 코리아」, 눈빛, 1996
- 코윈 테일러,「코윈 테일러(Corwin Taylor) 사진첩(1908-1922)」, 남가주대(USC)
한국학 도서관 홈페이지(www.dsc.edu/isd/korean)

-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4(관광)」, 민속원, 2009

【교회사】
- 새문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100년사 :
1887-1987」 , 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연동교회 90년사, 1894-1984」, 연동교회, 1984
- 대한예수교장로회승동교회, 「승동교회 110년사」, 승동교회, 2004
- 대한예수교장로회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남대문교회, 1979
- 대한예수교장로회남대문교회사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남대문교회, 2008
- 대한예수교장로교 안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안동교회 90년사」, 안동교회, 2001
- 정동제일교회구십년사 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구십년사」, 정동제일교회, 1977
-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 1885-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2011
- 정동제일교회구십년사 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구십년사」, 정동제일교회, 1977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107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1998
-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상동교회 90년사」, 상동교회, 1980

- 윤춘병, 「東大門敎會百年史 : 1890-1990」,기독교대한감리회동대문교회,
1990

138

【학위 논문】
- 김성한,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론, 1988
- 신인식, 「선교초기 한국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1910년이전 토착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론, 1985
- 도선붕, 「한국 근대 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 건축의 특성」,
충북대 박사논문, 2002년

【학술지 논문】
- 김기주, 「20세기 초 4칸 x 4칸 교회의 평면 구성 및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
역사연구(Vol.17 No.5), 2008

- 김정동, 「캐나다인 건축가 고오든과 그의 조선에서의 건축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1994-06), 1994
- 김정신, 「한국 근대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 내부공간형태에 관한 연구」, 한
국 실내 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4권 5호, 2005
- 김정신, 「한국에서 활동한 2人 聖職者 建築家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년 8월
- 김갑득 외, 「구한말 서울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 계획계, Vol.17 No.7 [2001]
- 도선붕 외, 「개화기 한국 개신교회 건축의 형성에 대한 연구」, 건설기술연구소 논문
집 제 16권 제 1호, 1997.6 p.
- 박창범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 24권 제 8호, 2008년 8월
- 송현강, 「윌리엄 해리슨(W. B. Harrison)의 한국 선교」, 한국 기독교와 역사, Vol.
37, 2012
- 우대성 외, 「한국 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논문집, 제
16권 제 2호, 1996,
- 윤일주,「1910~1930년대 2인의 외인건축가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Vol.29 No.3),
1985
- 이희준, 윤인석,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이 평면 형태 변천 연구 – ‘남녀 유별’ 관념
과 회중석의 남녀 위치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Vol.14 No.3), 2005
- 정창원,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20권 11호, 2004
- 정창원, 「한국 미션 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 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139

‘그래함 리’」, 건축역사연구(Vol.13 No.2), 2004
- 정창원, 「한국 미션 건축에 있어서 장로교 개척 선교사들의 건축 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건축역사연구(Vol.13 No.3), 2004
- 홍순명 외, 「한국 기독교 교회의 건축형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0년 8월,
- 홍순명, 홍대형,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10권 제 2호, 1990
- 홍승재, 이명관, 「ㄱ자형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Vol.7 No.4), 1998

140

ABSTRACT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Experiments and Alteration
of Protestant Churches in Early Modern Seoul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Choi, Jun-Ho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s purpose is to trace the location of early Protestant
churches in Seoul during 1885-1910 and to reveal the spreading
patterns of them. Furthermore, it aims for analyzing their architectural
experiments and the alterations over the time period.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Presbyterian churches and Methodist churches
spread within Seoul city walls since the Protestant churches started
missionary works in 1884. Starting with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built in 1897, the changes in the floor patterns and roof
structureof large chapels due to various architectural experiments and
alterations were scruti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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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modern churches in Korea has mainly focused on
existing Catholic churches so far. Even though the Protestant churches
played a critical role in shaping modern Seoul’s cityscape in both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s Catholic churches did, there has been a limited
number of studies about them because of the lack in resources and
existing buildings due to Korean war and continuous reconstructions.

However, as new resources for early modern Protestant churches
have been collected recently and an easier access to archived materials
of other countries and missionaries’ journals and letters was provided, a
better environment for studying urba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rotestant churches at that time has been created.

Missionary works of Protestant churches began with the construction
of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 compounds in Jeong-dong where
the foreign legations, including the U.S. legation, were located. However,
since

it

was

hard

to

be

in

contact

with

the

general

public

at

Jeong-dong, they eventually moved out to new areas in Seoul. First,
churches settled in the area where they could easily contact with the
general public and find enough space for hospital and school facilities.
Churches of the early period were built around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and big markets. Second, according to the mission field
apportionment policies and triangular foothold plans set by the central
missionary, both Presbyterian and Methodist branches could procure
regional footholds in Seoul boundary. Because of that mission field
apportionment policies, they were evenly distributed within Seoul in spite
of drastic growth. Furthermore, dividing Seoul into 3 or 4 sections and
distributing each to the responsible missionaries had a huge impact on
the spreading pattern. Lastly, both inner and outer struggles within the
believers or among the local regions contributed to the location and
spread of churches. This trend eventually led toward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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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 the northen part of Seoul where was mainly the
residential areas of gentry and therefore, previously excluded from the
missionary works.

Meanwhile, as the large chapels were built, Protestant churches began
to attempt various architectural experiments, trying different floor plans
and roof truss structures. Main characteristics of floor plans include the
application and adaptation of the floor plans of American churches, the
experiment of basilican brick churches by Korean architects, and the
introduction of square-shaped plans considering the use of second floor
gallery. In terms of structures, ‘Scissors-shaped bracing truss’ was
introduced when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was built, and the
central part’s shape was flat while the sides were inclined. King post
roof truss was applied for Andong Presbyterian church, in which the
vertical member in charge of tension force was replaced by the iron one
instead of wood. Grounds for this feature may b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span length of king post roof truss. Queen post roof
truss was used in Seungdong Presbyterian church, and it was a rare
type in the early modern period. Seungdong Presbyterian church’s case
is significant because some of beams were moved to the side to create
a

new

type

of

ceiling

structure

while

flat

ceiling

structure

was

commonly used for queen post roof truss originally.

Last,

the

architectural

experiments

and

alterations

of

Protestant

churches in early modern Seoul ultimately influenced the architecture of
churches and schools in other regions, and these impacts have been
continued afterwards. For the floor plans, Naeri Methodist church in
Incheon and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both applied an American
style plans. Namsanhyun Methodist church in Pyoung-yang is very
similar to Sang-dong Methodist church in its appearance, 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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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A square-shaped plan for Presbyterian churches appeared in
Yangdong Presbyterian church, but the use of square-shaped plan
declined as the rectangular plans were used. In the structural aspect,
‘scissors-shaped bracing truss,’ which was first applied in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began to be widely used in school buildings and
methodist churches, including Sangdong Methodist church. It is even
found in the Presbyterian churches and the Holiness churches after all.

Keyword : Church building, Location of Church, Early Modern, Roof
Truss, Methodist Church, Presbyterian Church
Student number : 2013-2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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