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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이슬람교 성원의 계획과 변화

 - 수도권 소재 성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조 윤 오

 지도교수  최 춘 웅

 

 이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의 중심적 시설로 기능해

온 서울중앙성원과 수도권 소재 성원들의 계획을 분석하고, 무슬림들의 이용에 따

라 어떻게 성원들이 변화를 거듭하였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해방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임시 성원 등을 건립하며 신앙생활을 이

어가다가 1976년 서울중앙성원의 건립으로 조직이 정착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성

원 건립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동 진출과 연계되어 파견 근로자들

을 위한 문화 교육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1980년 부

산성원, 1981년 경기광주성원 등도 정부가 주요한 건립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하였

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 거주하던 무슬림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성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경기광주성원 이후에 성원과 예배소 건립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국내에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었고, 이

는 2000년대 이후 다수의 성원과 예배소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성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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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성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립주체로 참여한 성원으로써 2000년대 방

글라데시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성원과 예배소와는 그 건

립의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둘을 시기적으로 구분하

여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성원에 대해서는 특히 초기의 

건립 상황을 고찰하고 1990년대 이후 무슬림들의 이용에 따른 변화 과정을 함께 

다룸으로써, 이슬람교 성원이 고정된 형태가 아닌 무슬림들의 이용과 수요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온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에 따른 한반도의 무슬림 공간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에 존재하는 무슬림 예배 공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국내의 무슬림 예배공간은 크게 성원과 예배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능과 

위치 건축 방식에 따라 세분화된 유형으로써, 도시형 성원(유형 1), 교외형 성원

(유형 2), 도시형 예배소(유형 3), 교외형 신축 예배소(유형 4), 교외형 리노베이션 

예배소(유형 5), 교외형 입주 예배소(유형 6)로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유형 1과 유형 2에 집중하였다. 또한, 또, 예배소 건립의 양상을 기준으로 시기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크게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정부 주도 

건립기(1기)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쇠퇴기(2기), 2000년대 이

후 이주 무슬림 수요로 인한 성원 및 예배소 확산기(3기), 2010년대 이후 공공시

설 내 예배소 확충기(4기)의 네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기와 

3기를 무슬림 예배 공간 건립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모스크인 서울중앙성원의 계획과 변

화를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서울중앙성원은 이슬람 건축에 대한 정보가 부

족했던 시기에 지어졌으며 1976년에 성원이 어떤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시의 생각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공사 과정에서 초기 계획과 달리 생략과 변

경이 진행된 형태로 건물이 완공됐다. 건립 이후, 서울중앙성원은 공간을 활용하

는 무슬림들에 의해 몇 번의 건축적 변화를 겪었다. 이 연구는 당시 한국에서 전

례가 없던 이슬람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디자인을 채택했는지 조사했으며,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실현된 서울중앙성원이 이용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왔는

지 살피는데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성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크게 도시형 성원과 교외형 

성원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성원들이 프로그램 

배치 방식에 따라서도 ‘중앙성원형’, ‘고층형’, ‘병렬형’, '단독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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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사무실을 본당에 포함시키고, 기타 지원 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하는 ’중앙

성원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1981년 경기광주성원 건립 이후 수도권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배치 방식이 시도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건립된 6개소의 성원(안산, 부평, 포천, 

인천, 파주, 김포)에 대한 계획적 분석을 시도했으며, 변화의 경향을 살폈다. 2000

년대 이후 고층형 성원의 계획은 중앙성원형에서 고층형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례 동선을 효율적이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두 공간, 수

직 동선, 커뮤니티 지원시설(이슬람 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의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반면, 이 성원들

에서 시각적 상징 요소는 절제되었다. 이처럼, 고층형 성원에서는 시간이 흐를수

록 보다 절제된 시각적 상징 요소를 활용하였으나, 파주성원에서는 보다 시각적인 

상징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파주성원은 병렬형 성원으로, 본

래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별동만 존재하였으나, 교세가 커지고, 라

마단 기간을 이용한 기금 모금이 활발해지자, 본당을 증축하고 돔 등 다양한 요소

들이 추가되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단독채형 성원으로는 김포성원을 꼽을 수 있는

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허용이 엿보이고, 한 공간을 

공유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슬림 예배공간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미비하며, 자료

도 많이 전하지 않는다. 현대 도시에서 이민이 비중있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는 다문화적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에 이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함의를 갖는다. 국내에 존재하는 다

른 성원들과 예배소,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현대 한국의 도시 공간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서울중앙성원, 이슬람 건축, 모스크

학  번 : 2019-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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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를 꼽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운송수단의 발전으

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는 20세기에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속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 )는‘세계화’의 용어적 정의에 대해 기존 국제 경제 시스템의 

출현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을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했다. 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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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출처 :  법무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 14)

스가 정의 내린 세계화는 세계에서 상호 간의 사회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수 마일 떨어진 사건들에 의해 지역적 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현대 도시는 기술 발전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

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의 발달은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몇몇 도시들은 세계 각국의 자본이 거래되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세계도시(世界都市, Global City)로서 역할을 

가지기도 한다. 세계도시의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 1947- )이 제안한 개념으로, 경제, 정치, 문화의 결절점으로 기능하면

서, 정보와 자본이 몰려들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 개념을 제안한 사스키아 사센은 새로운 초국가적 정치 경제와 세계화 과정

의 현상적 증거로 이민을 들었다.2)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과 디아스포라(Diaspora)는 세계화에 직면한 현대 도시를 읽

1)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hicester, Polity Press, 1990. 
p.64, “Globalisation can then be defined as the intensification of worldwide social 

relations which link distant localities in such a way that local happenings are shaped 

by  events many miles away and vice versa.”  

2)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Introducing a Concept｣,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1 No. 2,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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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밀집 요인에 따른 수도권 주요 외국인 밀집지 

(출처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 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 공간적 

변화｣, 23(1), pp. 76-81을 참고하여 재구성)

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토대로 다수의 연구와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다. 한국

에서 다문화 담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990년대부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00

년에는 1.3명에 이르렀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 중 하나가 

바로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배제와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가리

키는 말로 쓰여 왔다. 따라서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는 대안적 용어로, ‘국제

결혼’을 ‘다문화가정’으로, ‘혼혈아’를 ‘다문화가정 2세’로 칭하기로 하

였다.3)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문화주의를 내포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3) 김은경. (2010). 다문화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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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공표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5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개방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 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활성화 지

원과 인재유치

2. 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의 공

통가치가 존중

되는 사회통합

3. 인권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차별방지와 문

화다양성 존중

4. 안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국민과 외국인

이 안전한 사

회 구현

5. 협력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표 1-1]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위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은 이민자의 관리에 있

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방침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국가(國民國家, Nation 

State)의 관점으로 이민자 집단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국민국가에서 말하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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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과 같지 않은 것을 배제하고 구별함으로써 이룩해낸 것이기 때문에 근원

적으로 문제를 가진다.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모집단을 한국인으로 보고, 종

속되어야 할 집단을 외국인으로 봄으로써, 모집단과의 통합(integration)과 동화

(assimilation)를 강조한다.4) 프랑스의 철학자인 패트릭 사비당(Patrick Savidan, 

1965-  )는 ‘정체성의 중심에 차이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등

에 그 차이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5) 캐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  )는 이전의 정책이 차이를 동일한 

것에 동화하고 통합하려는 것이라면, 인정의 정치(politique de reconnaisance)란 

‘평등의 차이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 두 학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한국의 문화는 빠져있으며, 오직 외국 문화, 이민자 집단

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다양한 외국인 집단들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의해 특정 지역

에 집거(集居)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도시 공간 내에 자리 잡아 초국가적 네트워

크(Transnational Network)를 형성해 왔다. 외국인들은 정주국 사회에 완전히 동

화되지 않고, 본원지(本原地)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된다.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들의 다수는 한국의 주류 사

회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에 필요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물리적으로 

인접한 특정 도시 공간들에 밀집하여 거주하게 된다. 이를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

고 일컫는다.7) 다수의 선행연구가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밀

집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4) 김휘택. (2012).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의 변화－『끄세쥬(Que sais-je)』 문고에서   

   출간된 두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를 중심으로－｣, 다문화컨텐츠연구, 13  

   호, pp. 269-272. 
5) Savidan, P. (2009). 『Le Multiculturalisme』, Paris, PUF. 김휘택. (2012). ｢다문화주의  

   에 대한 관점의 변화－『끄세쥬(Que sais-je)』 문고에서 출간된 두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를 중심으로－｣, 다문화컨텐츠연구, 13호, p. 272.에서 재인용

6) Savidan, P. (2009). 『Le Multiculturalisme』, Paris, PUF. 김휘택. (2012). ｢다문화주의  

   에 대한 관점의 변화－『끄세쥬(Que sais-je)』 문고에서 출간된 두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를 중심으로－｣, 다문화컨텐츠연구, 13호, p. 272.에서 재인용

7) 김윤경, 문태헌, 허선영, 정윤영.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제 12권 2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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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밀집지가 나타나 장소 특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디아스포라 중에

서도 국내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

서 이에 대해 다루어 왔다. 특히, 국적이 아닌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

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로 집중하였다. 한남동에 위

치한 이슬람 타운은 국내에 체류하는 무슬림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

는 외국인 밀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76년에 이곳에 개원한 서울

중앙성원은 한국 이슬람 문화의 중심이자 상징적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무슬림의 집거지에는 항상 기도를 위한 장소가 만들어져 신앙을 비롯

한 각종 생활을 돕고 있다. 전국에 위치한 이슬람교 사원(Masjid)과 예배소

(Musalla)는 무슬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심적 시설로 기능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위치한 여러 이슬람교 사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김예찬의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 성원을 통

해 국내 무슬림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 과정을 다루었다. 이수정은 국내에 존재

하는 이슬람교 사원들을 이용 계층, 후원 재단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살폈으

며, 건조 환경을 중심으로 국내 무슬림들의 생활상에 대해 해석하였다. 이 연구

들은 상대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방에 소재한 사원과 예배소

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국에 소재하는 성원과 예배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서울중앙성

원(-中央聖院, Seoul Central Masjid)일 것이다. 서울중앙성원은 1976년에 해외

의 원조를 받아 건립된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이슬람교 사원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 이곳에는 한

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8) 본부가 있으며, 성원 주변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무슬림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높

은 위상을 갖는 시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건축

8)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외에도 국내에는 인도네시아 무슬림협회, 파이잔 에 마디나
(Faizan e Madina), 알 후다 재단 (Al-Huda Foundation) 등이 있다. 협회에 소속된 모
스크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규모는 KM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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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문을 연 1976년을 국내 이슬람교 정착의 중요한 시점 중 하나로 보고 있

다. 송도영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과정과 그 정치적, 

문화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전에는 서울중앙성원에 대한 조사가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울중앙성원 건립 과정을 망라하면서, 

냉전 시기 한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 대한 의지와 이슬람 공동체의 

유대 관계 속에서 건축물의 건립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있어서 가치를 가진

다. 

 국내에 이주한 무슬림 디아스포라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의 통합

과 동화에 집중한 것으로써, 특히 무슬림 여성과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사

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와 도시 문화 속

에서 개별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인정의 정치가 필요하다면, 무슬림 디아스포라

가 만들어낸 사회적, 도시적 유산에 대해서도 구분 짓기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중앙성원과 다른 성원들에 대하여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건립 과정 전반

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 구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루고 있지만, 건축물의 세부

적인 분석, 확장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 연구는 서울중앙성원의 초기 설계안과 건립 당시 구현된 설계 변경안

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국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슬람 건축물을 구현

하기 위해 어떠한 디자인을 채택하였는지 살필 수 있었다. 또, 설계 변경을 통

해 구현된 서울중앙성원의 건축적 구성이 건립 이후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다문화 공간

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기타 공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특히 확산의 

과정에 있는 수도권 소재 성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는 서울중앙성원과 확산의 과정에 있는 수도권 내 성원들의 현황을 정리함으로

써, 무슬림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건축적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핀다. 나아가,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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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원과 서울중앙성원 건립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여온 성원들이 변

화를 시도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는,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건축이 본원지(本原
地)9)의 건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살피고, 이주민의 공간들에 대한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또,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관찰에 머무르지 않고 각

종 인터뷰를 통해 건축물의 변화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9)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 A Journal  of Transitional Studies, Vol. 1 No. 1, pp. 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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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 이슬람교가 전도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뿌리내린 무슬림들이 어떠한 공간들

을 만들고 사용해 왔는가에 집중한다.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성원(聖院, Masjid)과 예배소(禮拜所, Musalla)를 꼽을 수 있다. 이슬람교 사원

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다. 가장 널리 쓰이는 말로는 모스크(Mosque)가 있다. 

모스크는 아랍어 'Masjid'에서 유래한 단어로,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Mosquée', 
이탈리아어 ‘Mosquea', 스페인어 ’Mesquita‘(근대에 이르러서는 Mezquita

로 변화) 등으로 이어지다가 영어 단어 Mosque로 정착하였다. 한국이슬람교중

앙회에서는 아랍어 원어인 Masjid라는 영문 명칭을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모스크라는 단어를 널리 쓰고 있으나, 한국이슬람교중앙

회 측에서는 한국어 공식 이름으로 성원(聖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

라서 이 글에서는 성원(聖院, Masjid)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특히, 성원은 본래 예배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병원, 시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장소에서는 무슬림들의 핵심적인 일과 

중 하나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들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무슬림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다르게 국내의 무슬림은 상대

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또, 국내의 다양한 지역에 성원과 예배소가 존재하

고 있으나 본원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도시 곳곳에 만들어졌으며, 상징적 

시각 요소를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잘 드러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성

원은 그 독특한 생김새와 다문화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 주

변에 위치하여 많은 이에게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성원(-中央聖院)은 현존하는 

최초의 이슬람교 사원으로, 이슬람교 건축물의 시각적 요소들을 다수 도입하였

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다루어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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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앙성원 건립 이후 만들어진 몇몇 성원들도 서울중앙성원과 마찬가지로 시

각적 상징 요소를 갖추어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건립된 성원 중에서는 상징 요

소들을 생략하거나 변형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 위치한 성원은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18개소이며, 예배소의 경우 축제에 설치된 임시 예배소를 포함하여 

124개소에 이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성원과 예배소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곳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무슬림 이용자들의 공간 활용 방식을 살피기 용이한 

성원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초의 이슬람교 성원인 서울중앙성원의 건립과 계획, 그리고 

변화 과정을 망라하여 살피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기타 성원과 예배소에 대

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성원에 대해서는 특히 사원을 중심으

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초기 설계안과 설계 변경안의 차이, 그리

고 건립 이후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최춘환에 의해 작성된 서울중

앙성원 설계도를 확보하였다. 서울중앙성원 설계도는 영문으로 작성된 35장 분

량의 도면으로,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라는 제목이 붙어 있

다. 원도는 본래 강선중 박사가 관리하였으나, 명지대학 시설팀에 이전시킨 후 

분실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청사진을 강선중 박사가 보관 중이다(명

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 2006). 이 그림은 건축물의 초기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일부를 분석의 대상으

로 활용하였다. 서울중앙성원 설계도는 영문으로 작성된 35장 분량의 도면으로,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원도는 본래 

강선중(姜善仲, 1953- ,미추홀 건축사사무소) 박사가 관리하였으나, 명지대학 

시설팀에 이전시킨 후 분실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청사진을 강선중 

박사가 보관 중이다. 강선중 박사는 현재 미추홀건축사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소재)를 이끌면서 문화재 실측 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에서 수

학하면서 최춘환 교수와 함께 설계 업무를 다수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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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자 자료 이름

도면 자료

최춘환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청사진, 강선중 박사 소장, 작도자 : 이인수)

최춘환
Masjid Abu Bakr - General Drawing
(청사진, 강선중 박사 소장, 작도자 : 강선중)

구술 채록 조윤오

강선중 구술채록 (미출간)
(채록 일자 : 2020년 7월 6일)

｢강선중 구술 증언 추가 정리 (미출간)｣ 
(조사 일자 : 2020년 7월 8일)

선중 박사로부터 서울중앙성원 및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 대한 청사진 도면을 

비롯하여 다수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건립 당시 상당 부분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사항을 반영한 별도

의 도면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복원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설계자 최춘환(崔春煥, 1934-1996)이 작성한 관련 문헌들과 개인 사진,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80건, 대한뉴스 영상 등을 통해, 건립 초기의 상황을 살

폈으며, 설계와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하

여 강선중 박사를 만나 구술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구술증언은 설계자 최

춘환이 1996년 작고한 관계로, 서울중앙성원 설계를 진행할 당시 명지대학 건

축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강선중 박사를 2020년 7월 6일 만나 68분간의 구술 

증언을 확보하였다. 이 구술증언은 ｢강선중 구술채록(미출간)｣으로 정리하였다. 

구출 채록 후 전화 통화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증언을 추가로 정리하

였다. 건립 이후의 변화 과정과 서울중앙성원과 전주 이슬람교 성원을 제외한 

수도권 성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서울중앙성원의 건립과 계획적 분석, 건

립 이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서울중앙성원에 대한 

연구에 활용한 자료를 [표 1-2]와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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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공보처

홍보국

서울중앙성원의 공사 및 개원식 관련 사진을 비롯

한 80건

최춘환 개인 

사진 자료
-

서울중앙성원 착공식, 전주 이슬람교 성원의 개원

식 관련 사진 및 개인 사진 총 10건

(강선중 박사 제공, 최춘환 교수 가족 앨범)

최춘환 저술 

자료

최춘환

- ｢이슬람교 聖院｣, (1976).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p. 33-41. 

- ｢韓國 木造建築基本形式 類型 分類에 關한      

硏究｣. (1977). 明大 論文集, 제 10권, pp.     

561-581.

- ｢中國系 木造建築樣式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比較硏究｣. (1979). 건축, Vol. 23 No. 5,         

pp. 10-15.

- ｢[世界의 傳統建築] 이슬람 寺院｣, (1981) 월    

 간 건축문화, 3호, pp. 35-42.

- ｢宗敎建築 空間構成 本質에 關한 硏究｣.         
(1984). 건축, Vol. 28 No. 2, pp. 26-29.

등 논문 및 저술  

최춘환, 김경수

- ｢建築의 美的 價値判斷 根據에 관한 基礎的     
硏究｣. (1988).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 4     

No. 5, pp. 159-175.

신문 기사 - 
건립 계획 및 개원식을 다룬 신문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영상자료
대한뉴스

- 모스크 준공식 (대한뉴스 제1084호)
- 한국의 이슬람교 (대한뉴스 제1299호)

KMF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영상 자료 

슬라이드 자료 John Rosenthal

최춘환 교수가 강의에 활용했던 슬라이드 자료

- Rosenthal World Architecture Color            

 Slides

추모 글

김경수
- ｢弔詞｣. (1995). 건축역사연구, Vol. 4 No.2,       

pp. 175-178. 

김홍식 - ｢인간적인 건축가, 최춘환｣. (1995). 건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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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Vol. 4 No.2, pp. 183-186.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교육자, 최춘환｣.    
(1997). 

박복만 - ｢회고사｣. (2005)

장성준

- ｢사립대에서의 건축과 신설육성기 : 최춘환교    

수를 회고하며｣. (1995). 건축역사연구, Vol. 4    

No.2, pp. 179-182.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

- 崔春煥 敎授 追慕集. (2006). 용인, 明知大     
學校 建築大學 總同文會.

정부기록물 국무조정실 -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철

항공사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표 1-2] 서울중앙성원에 대한 주요 연구 자료 목록
 

 이 연구의 서술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2장에서는 해방 이후 국내에서 무슬림들의 이주 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수도권 

내에서 어떠한 무슬림 공간들이 생겨났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반도와 이슬

람 문화의 접촉 시기는 대체로 비연속적인 경향을 띠어 왔다. 이 연구가 해방 

이후의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가장 최근 접촉의 시점이 해방 이후

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현존하는 건물들은 모두 해방 이후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은 7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해

상 무역을 통한 교류로 거슬러 올라가나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

안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무슬림과의 접촉이 끊어졌으며, 19세기 말에

서 20세기 초에 한반도에 이주하였던 소수의 튀르크 인 집단도 일본의 패망과 

함께 그 조직이 와해한 상태이다. 현재 상황은 해방 이후 지속적인 중동 국가와

의 교류와 1991년 제정된 산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유입된 다수의 이슬람 문

화권 국가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한국이슬람교중

앙회의 전신)가 설립되면서 서울중앙성원이 건립되었고, 이후 국내에 다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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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교 성원과 예배소들이 건립되었다(이희수, 2012). 이 장에서는 서울중앙성원

의 건립 시점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크게 시기적인 구분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울중앙성원 건립 이후 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원과 예배소들은 각

기 다른 지역에 세워져 규모, 형태, 국가별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계획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공간들의 분포를 파악하고 특성에 대한 분류를 시

도했다. 

 3장에서는 서울중앙성원의 건립과 설계, 그리고 건립 이후의 변화까지를 분석

하였다. 특히, 3장의 전반부에서는 서울중앙성원에 대한 계획적 분석과 건립 이

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현존하는 최

초의 이슬람교 성원인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과정을 망라하여 고찰하고, 최춘환

이 작성한 초기 설계안과 건립 당시의 설계 변경안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설계자 최춘환이 작성한 자료와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은 3장 

후반부에서 건립 이후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지금까지 글로써 정리되지 않았던 서울중앙성원의 설계와 그 특징

을 세밀하게 밝히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4장에서는 수도권 소재 성원들의 계획적 분석을 시도하고 특징을 정리한다. 서

울중앙성원은 건립 당시 중동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념물

로의 성격으로써 더욱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다.10) 따라서, 건립 이후 추가로 

건립된 성원들은 서울중앙성원과는 건립의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다른 계

획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4장은 서울중앙성원과 가장 많은 성원이 소

재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후 수도권으로 표기함.)을 중심으로 각 성

원과 예배소에 대한 계획적 분석과 특징, 분류를 시도하였다. 수도권 기타 성원

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고, 선행연구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2차

례에 걸쳐 현장답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0)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p. 37-68. 
송도영의 연구는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과정을 망라하면서 이 건축물이 범 이슬람 세계

의 유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각국에서 지원을 받아 건립된 것이 이 건축물의 큰 

의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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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 흐름도

 끝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논의에 대해 종합하고, 한계를 고찰하며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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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무슬림의 국내 이주와 무슬림 공간

      2.1 무슬림의 국내 이주 역사와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2.2 수도권 내 무슬림 공간의 확산과 분포         

2.1  무슬림의 국내 이주 역사와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2.1.1 무역으로 인한 무슬림 접촉기와 무슬림 공간

 

 이슬람 문화권과 한반도의 최초 접촉에 대해서는 삼국과 당, 이슬람 문화권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발견되며, 7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등장한다.11) 이 교섭 

11)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p. 60-71. 

한반도의 기록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기록으로는 

구당서(舊唐書),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와의 관계에 대한 

아랍어 필사본으로 최초의 것은 846년에 간행된 Kitab al-Masalik wa'l-Mamali(왕국 및 

도로 총람)에서 신라의 지리와 무슬림 정착에 대한 글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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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한반도와 당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이슬람 문화권 사이의 교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은 불분명하나, 기원전에 서술된 다수의 기록에서 접촉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무슬림과 중국인이 접촉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원전 1006년 ~ 기원전 951년 사

이의 사서 기록에서 서술하는 초(楚) 왕자의 카스피해 왕래에 관해 서술한 바 

있고12) 사기(史記)나 후한서(後漢書) 등에서 아라비아 일대(서사에서는 조

지(條支)라 일컫고 있다.)의 지리 환경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기도 하다.13) 

 비잔티움 제국(Byzantine Empire)와 사산 제국(Sasanian Empire)의 분쟁이 심

화함에 따라 아랍의 무역상들은 중국으로의 교역로를 개척하기에 이르렀으며, 4

세기에 이르러서는 광둥(廣東) 지역이 중국 해상 무역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

다.14) 당의 승려인 감진(鑒眞)은 천보(天寶) 연간 광둥 항구에 페르시아 만으로

부터 온 선박들이 다수 정박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15) 수(隨) 양제(煬帝) 

시기에는 교역과 조공을 목적으로 해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아

랍인들에 의해 개척된 해상 교역로의 중간 지점인 시암과 말레이반도(赤土國) 

등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16) 이러한 교역은 날로 성장하여, 당대(唐代) 8세기

에 이르러서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 무슬림들의 집단 거주 지역(번방, 蕃坊)이 

생겨나기도 했다.17) 

 8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신라방(新羅坊), 신라의 자

치적 행정 기관인 신라소(新羅所), 사신이나 유학승(留學僧)의 숙박을 제공하고 

접대하던 장소인 신라관(新羅館), 불교 사원인 신라원(新羅院) 등이 산둥반도와 

중국 동남부 해안 중심으로 분포하게 되었다.18)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12) 한국이슬람학회. (2018). 세계의 이슬람, 파주, 청아출판사, p189. 
13)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p. 30.  

14) 황의갑. (2012). 이슬람 동방전파의 유형연구(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 22권 1호, p. 4.

15) 이희수. (2007).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견된 고려인 라마단 비문에 대한 한 해석

｣,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 17권 1호, pp. 63-80. 당대화상동정전기     천보연간조 (唐
大和上東征傳記 天寶年間條)에 기술된 내용이다. 
16)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p. 32.

17)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p. 69.

18) 김문경. (2001). ｢신라인의 해외활동과 신라방｣, 한국사 시민강좌, 제 28집,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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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nton, China: the Mohammedan 

Mosque｣ (광주 회성사의 다른 이름)

(출처 : Photograph by Floyd, William Pryor in ca. 

1873,, Wellcome Collection)

[그림 2-2] ｢Mohammedan Mosque, 

Canton｣
(출처 : Photograph by Beato, 

Felice, MoMA Collection)

때 같은 시기 중국에 진출하여 거주하던 신라인들이 무슬림과 접촉했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627년에는 동아시아 최초의 이슬람교 성원인 광주 

회성사(廣州懷聖寺)가 광저우에 건립되었다. 하교원(何喬遠, 1558-1632)이 

1620년경 저술한 푸젠(福建) 지역의 소식지인 민서(閩書)에서는 취안저우(泉州)

에 메디나(Medina)로부터 온 이맘 사이드(Imam Sayid)와 이맘 와가스(Imam 

Waggas)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19) 여기서 이맘 와가스는 중국에 이

슬람교를 처음으로 전래하고 회성사를 창건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드 이븐 아비 

와카스(Sa'd ibn Abi Waqqas, 595-674)와 동일 인물이다. 

 

 통일 신라 시기에 당에서는 회성사 이후에도 광둥 지방과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한 장안의 무슬림 집거지(번방, 蕃坊)를 중심으로 많은 모스크들이 세워졌

다. 장안에서는 대학습항청진사(大学习巷清真寺, 705년 건립), 대청진사(大清
19) Gladney, Dru C. (1987). ｢Muslim Tombs and Ethnic Folklore : Charters for Hui 

Ident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6 No.3, p.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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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재당 신라인 집거지(新羅坊)와 무슬림의 대륙 교역로 관계

(출처 : 中村 久四郎, (1920). ｢広東の商胡及び広東長安を連結 する水路舟運の交通｣, 
東洋学報, 10巻 2号, p.11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真寺, 742년 건립) 등이 도성 내에 건립되었다.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신라방도 

번방과 같은 방식으로 당의 통제 속에 있었다. 재당 신라인(在唐新羅人)들은 

등주(登州)를 비롯한 산둥반도 일대와 초주(楚州)를 포함한 강회(江淮) 지역 일

대에 분포하였다.20) 

   신라방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던 산둥지역과 강회지역이 무슬림 상인들의 

대륙 내 수운 교역로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그림 2-3]) 분명 신라인과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당 내에서 외래인 신분이

20)  최재영. (2004).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堂 新羅人社會-唐朝의 외래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제 35권, p.254,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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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신라 본국으로의 이슬람 문화가 도래한 것은 이보다 늦게 이루어

졌고, 따라서 이 시기에 한반도 내에 성원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사례

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중세 이슬람권 학자들이 무슬림의 신

라 이주와 영구 정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21), 분명 그들이 이용하는 기

도 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고려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무슬림의 한반도 진출이 일어났다. 조선 전기에 편

찬된 고려 왕조 시기에 대한 역사서인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몇몇 기록에서 

회회(回回)22), 대식(大食)23) 등을 언급하고 있다. 

 是月,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 獻方物
 이달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라자(悅羅慈) 등 10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고려사(高麗史) 世家 卷第五
 諸回回宴王于新殿.

 여러 회회인(回回人)이 왕을 위해 새 궁전에서 잔치를 열었다.

-고려사(高麗史) 世家 卷第二十九
  

 이러한 서술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와 중앙아시아계 민족뿐 아니라, 페르

시아인들도 한반도에 정착하거나 존재했으며,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간접

21)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 124.

22) 최윤정. (2010). ｢역사 인물 : 몽골제국 시대의 색목인과 회회｣, 복현사림, 제 28권, 

pp. 106-107.

회회(回回)는 본래 당대(唐代)인들이 사용하던 회흘(回紇), 회골(回鶻)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구르의 음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박현규. (2004). ｢최근 발굴된 중국 소장 海東 관련 금석문 : 고려인 이슬람교도 라마

단 묘비｣, 中國學論叢, 제 17권, pp.309-323.

아라비아 지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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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1918년에 이능화(李能和)가 편찬한 불교 역사서인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는 고려 시대의 무슬림들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적혀있다. ‘回回大朝會頌祝之禮宮’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회회인이 예궁(禮宮)에서 대조회(大朝會)를 송축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 시대에도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선불교통사

(朝鮮佛敎通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至于朝鮮...不變其敎者歟 其云禮宮者. 疑卽回回敎之禮拜堂. 

    조선에 이르러서도...종교는 바뀌지 않았다. 예궁이라고 일컫는 곳이 있었다.  

    곧 회회교에서 예배당으로 볼 수 있다. 

-이능화. (1918).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p.605.
 

 다만, 이러한 서술들에도 불구하고 예궁은 어떠한 구성을 갖춘 공간인가에 대

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슬람교 사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며, 대조회가 송축되는 공간으로만 적고 있다. 이는 고려에만 있었던 시설이 아

니며, 조선까지도 이러한 공간들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당대에 이미 ‘-사(-寺)’라는 명칭이 붙은 이슬람교 성원들이 건

립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곳을 따로 청진사(清真寺)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한반

도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예궁은 그 정확한 생김새를 알기 어려

울 뿐 아니라, ‘-궁(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사

원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또한, 1427년 4월에 왕의 칙령으로 이방의 

문화를 금지하기 전까지 조선에서도 무슬림 대표들이 궁중 의식에 참여(回回朝
會)하고, 왕에 대해 축원(回回祝頌)을 했다는 사실24)은 예궁이라는 공간이 궁

궐에 부속된 공간이었거나 일반적인 사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4)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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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근대 무슬림-튀르크 공동체와의 접촉기와 무슬림 공간

 고려 말기에 나타난 이슬람 문화의 흔적은 원(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원

에서는 이슬람 상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였고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으며, 몽골 제

국 아래에서 대우를 받았다. 특히 원에 거주하던 무슬림들은 알탈(ortaq)이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 무역업자들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몽골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다.25) 이러한 배경에서 고려 원간섭기(元干涉期)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명(明)이 건국된 이후부터는 원의 적극적인 무슬림 등용 정책에 반감을 

품고, 색목인(色目人)과 몽골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 역시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에 조선이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때

까지 무슬림의 접촉은 단절되었다.26) 

 1898년 러시아가 둥청철도(東淸鐵道) 부설권을 획득하여 만주 지역에 노동자로 

이주하게 된 튀르크인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일명 볼셰비키 혁명, Bolshevik Revolution)이 일어나자 정

치적 혼란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튀르크 공동체들이 한반도, 

일본 등지로 분산되어 정착하였다. 특히 일본으로의 망명이 두드러졌는데, 튀르크

-타타르계 이민자들이 주요한 집단이었다.27) 

  이 튀르크인 공동체는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도 진출하여, 1911년과 1912년에는 

튀르크족 8명이 한반도에 거주하였다.28) 이 튀르크인 공동체는 급격히 증가하여, 

25) 심의섭, 김중관. (1998). ｢몽고 간섭기의 고려사회에 나타난 이슬람 경제사상

｣,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 1호, pp. 309-312.
26) 주미정, 전재옥. (1987). ｢한국과 이슬람세계와의 접촉관계 및 한국 이슬람교 

현황｣, 硏究論叢, 제 15권, p. 121.
27) Morimoto, Abu Bakr. (1980). Islam in Japa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Tokyo, Islamic Centre Japan, p. 49.
28) 이희수. (1990).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튀르크 무슬림들의 한반도 이주｣, 한국이슬

람학회 논총, 제 1권,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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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30~40년대 한국에 살았던 타타르 민족 무슬림 가게의 하나

(출처 : ｢터키系 타타르人 30가구 30年代初 한국서 衣類商｣, 경향신문 12월 22일자 

기사, 7면.)

1934년에는 67명으로 20년 전보다 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외국인 중 중국인 만주국인을 제외하면 6번째로 많은 것으로,29) 러시아인

에 튀르크인들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전국에 거주하였으며, 서울에서는 특히 충무로에 기성복 가게를 운영하

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양복점은 근대 한반도에서 최초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알려진 박재성(1932년 개종, 터키 명 Shamil Park)이 근무했던 양복점인 바이

칼 양복점, 아무르, 까마, 술레이만 양복점 등을 중심으로 무슬림 상권이 생겨

났으며([그림 2-4]), 마할 이 이슬라미예(Mahall-i-Islamiyeh)라는 집단 거주지를 

29) ｢半島에 配置된 英美 等 7國의 外交陣容｣, 삼천리, 제6권 11호, 1934년 11월 1일자 

기사.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당시 총 42,626명으로 41,200명에 달하는 중국인 및 

만주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인(721명), 영국인(219명), 러시아인(135명), 프랑스인(83명), 독

일인(81명), 튀르크인(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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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홍제동 무슬림 묘지

(출처 :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 334.)

[그림 2-5] 대경성부대관에 나타난 

홍제내리 화장장

(출처 : 小野三正, 森三藏. 

大京城府大觀, (1936))

만들어 생활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상업활동을 하였던 곳이 주로 충무로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집단촌도 이곳 근처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 이주한 무슬림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나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도 필요하였다. 튀르크인들은 ‘튀르크 협회 구성 준비 위원회’30)를 창립하고 

종교,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경성부청 뒤편의 2층 건물을 매입하

여 마련하였다.31) 이 건물은 바이칼 양복점의 주인이었던 압둘학 누그만

(Abdulhaq Nugman)의 부인이었던 솀시 누르(Shemsi Nur)가 희사하여 튀르크 

문화 회관으로 이용하였으며, 1층에 무슬림협회 사무실 및 각종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식장, 2층에는 성원 및 민족 학교가 있었다고 전한다.32) 

 한반도 이주 튀르크 무슬림들은 홍제동에 무슬림 묘지를 확보하여 장사를 지내

기도 하였는데,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나, 20여 명의 무슬림이 안장된 것

으로 전하며, 정황상 홍제내리(弘濟內里)에 위치하였던 화장장 주변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이후, '서울 종교, 민족 무슬림 협회‘로 개칭되었다.

31) 이희수. (1990).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튀르크 무슬림들의 한반도 이주｣, 한국이슬

람학회 논총, 제 1권, pp. 152-153.

32) 이희수. (1990).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튀르크 무슬림들의 한반도 이주｣, 한국이슬

람학회 논총, 제 1권,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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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한반도에 진출한 튀르크 무슬림 공동체는 1920년대부터 나름의 조직을 

갖추고 충무로, 경성부청 일대에 성원과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였으나, 제 2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조직이 와해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터키 종군 무슬림들

에 의해 한국에 다시 무슬림들이 상륙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뚜렷한 무슬림 문

화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 체류하는 무슬림 공동체의 역사는 이처럼 

비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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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이문동 임시성원

(출처 :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p.24.)

[그림 2-8] 한남동 임시성원

(출처 : ‘한국 이슬람교 50년사’)

2.1.3 해방 이후 무슬림의 이주와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해방 전후로 조직이 와해하였던 조선의 튀르크 공동체는 한국 전쟁 직후 터키 무

슬림들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무슬림 커뮤니티는 

1955년으로 기록되는데, 한국 전쟁(1950-1953)에 연합국으로 참여한 터키군 무슬

림들에 의한 것이었다.33) 1955년까지는 터키의 세속주의 정책으로 무슬림들의 해

외에서의 단체 활동을 금지하였으나, 터키 정부의 특별 허가가 내려짐으로써, 본

격적으로 국내에 이슬람교가 도래하였다. 특히, 이 활동을 주도한 것은 압둘 가푸

르 카라 이스마일-오울루(Abdulgafur Karaismailoglu)와 주베르 코취(Zubeyr 

Koch)34)에 의해서였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김진규(金眞圭)와 윤두영(尹斗榮)은 

각각 한국이슬람협회 초대회장과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임시성원을 건립하여 사용하였다. 

 이 임시성원은 1955년 10월 터키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야전용 천

막 3동을 설치해 임시성원과 사무실로 만든 것이었으며,35) 임시 구조물이었기 때

문에 자세한 형태 등은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도 많지 않다. 다만, 서울중앙성원이 

33) 전재옥. (1987). ｢한국 이슬람교 이해｣, 이슬람문화, 제 1권 1호, p. 146. 

34) 한국 이슬람협회의 초대 이맘으로 두 사람이 재직하였다.  
35) 전재옥. (1987). ｢한국 이슬람교 이해｣, 이슬람문화, 제 1권 1호,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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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공항에 내린 말라야 사절단 일행

(출처 : ｢말라야 使節團入京｣, 동아일보, 
1961년 9월 15일자 석간 1면 )

[그림 2-10] ｢한국에 回敎寺院 
馬來三萬弗寄贈｣

(출처 : 동아일보, 1962년 7월 

27일자 조간 1면 ) 

세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예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1966년에는 파키스탄

의 A.바와니, 모라나 자밀, 말레이시아의 마천영 등의 이슬람 지도자와 함께 합동 

예배를 드린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6) 

 1955년 창설된 한국이슬람협회는 1965년 한국이슬람교중앙협의회로 재발족하

여, 1967년 3월에 문화공보부로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중

앙연합회로 개칭되었다. 특히,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산하에는 중앙연합회 및 

산하 조직의 재산관리에 목적을 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있었는데, 이 조직이 

서울중앙성원 건립 당시 소유주로 명시되어 있다.37) 이러한 가운데, 이문동 천막 

성원을 사용하고 있던 한국 이슬람교는 새로운 성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38) 

이전의 한국 이슬람교는 중동 국가들보다도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

a)39),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

36) ｢이슬람敎 合同禮拜｣, 조선일보, 1966년 11월 1일 자 5면. 

37)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韓國-敎中央聯合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

ea.aks.ac.kr/Contents/Item/E0061364)
38) 김예찬. (2012). 한국 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 전주 이슬람 

성원(聖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p.12.

39) 말라야(Malaya)는 말레이시아의 옛 이름으로, 1963년 말레이시아로 국명을 바꾸었다. 

1965년에는 싱가포르가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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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적 배경에서 말라야 연방의 원조를 통해서 국내에 이슬람교 사원을 건립

하려는 시도가 1960년대 초부터 있었다. 1961년에는 말라야 연방 해외친선사절단

장(海外親善使節團長)인 S.O.K. 우라이두라 상원의원이 서울을 방문했으며 산업 

및 교육기관 등을 시찰하고 한국이슬람교협회를 예방했다([그림 2-9]).40) 이듬해

인 1962년 7월에는 한국에 회교사원(回敎寺院)을 건설하기 위해 미화 3만 달러

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

다.41) 이에 따라, 말라야 연방 총리였던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 

1903-1990)의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최홍희(崔泓喜) 말라

야 주재 한국 대사는 당국으로부터 10만 말라야 달러, 미화로 약 3만 3천 3백 불

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42) 한국이슬람교협회는 1961년 3월에 

상도동에 위치한 대지 450평을 사서 1천여만환의 예산으로 성원을 만들고자 했

다. 

 하지만, 사원의 공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청

부업자들로부터 60여 만 원을 사취한 혐의로, 한국이슬람협회 사무국장인 윤두영

(尹斗榮), 사업부장 오정태(吳廷泰), 건축청부업자 성흥주(成興周)이 사기 혐의

로 구속되었고, 김진규(金鎭圭) 총무부장 등도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 말라야 총리가 희사한 10만 말라야 달러

를 미국 달러로 착각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43) 이에 따라 이슬람교 교단에서 내부

적인 갈등이 생겨났으며, 한국이슬람교협회 또한 많은 빚을 지고, 김진규는 프로

젝트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다.44) 

  현재의 서울중앙성원은 말라야 연방의 원조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상도동 성원 

프로젝트의 부활이었다. 다만, 상도동 성원의 건립 문제로 인해 조직 개편의 필요

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한국이슬람협회를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로 개칭하여 

다시 열었다. 상도동 성원 관련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도 주목하여, 이슬람교가 발

40) ｢말라야 使節團入京｣, 동아일보, 1961년 9월 15일자 석간 1면.

41) ｢한국에 回敎寺院 馬來三萬弗寄贈｣, 동아일보, 1962년 7월 27일자 조간 1면
42) ｢韓國에 回敎寺院 馬來서 3萬弗寄贈｣, 동아일보, 1962년 7월 27일자 조간 1면

43) 이희수. (2012). 이슬람과 한국 문화, 파주, 청아출판사, p. 348.

44)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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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기부자 액수 (USD) 보도 연월 사용처

1 이라크 2,800 

1966. 10. 

성원 건립 자금 + 한국인 무슬림 

장학금 지원
2 사우디아라비아

100,000 성원 건립 자금
3

쿠웨이트 등  

토후국

실제 기부자 액수 (USD) 작성 연도 사용처

1 모로코 60,000

1975

성원 본당 건립 자금
2 카타르 24,839.25

3 사우디아라비아 25,000

4 쿠웨이트
9343.25

23,326 이슬람 센터 건립 자금

5
아부다비 

토후국
12,538 성원 본당 건립 자금

6 리비아 66,379 이슬람 센터 건립 자금

7 S.I.O Alsagoff 64,336.02 성원 본당 건립 자금

[표 2-1] 언론에 나타난 성원 건립 자금 계획과 실제 건립 자금 명세

(출처 :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관련기사,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p. 46.를 바탕으로 재구성) 

전의 계기를 맞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는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새로운 성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상도동 성원 프로젝트의 좌초 이후 4년 만에 개시되었다. 다만, 상도동 성원 프로

젝트가 비리와 문제 등으로 좌초되자 말라야 정부와의 관계는 좋지 않게 되어 기

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역시 수카르노(Sukarno, 1901-1970) 

대통령의 축출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원조 기금을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대신 당시 한국 정부의 중동에 대한 관심을 타고, 아랍권 국가들의 건립비 

지원이 이어졌다. 이 사업 계획은 1966년 11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열

린 무슬림연맹회의(Muslim World League, MWL)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45) 

 

 [표 2-1]에서 살필 수 있듯이, 1966년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새로운 성원 건립에 

대한 자금 모금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 집중되었다. 특히, 이라

크는 성원 건립 자금과 함께 아랍어 공부를 위해 중동에 유학하고자 하는 한국인 

45) ｢韓國에 回敎寺院 各國에서 10萬弗｣, 동아일보, 1966년 11월 1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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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밝혔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대학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위장희(당시 29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9 거주)씨가 귀국하면서 중동 14개국으로부터 모금한 서울중앙성원 건립 기금

으로 4만 5천 달러를 기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속한 10만 달러 중 나머

지 5만 5천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Faisal bin Abdulaziz Al Saud, 1906-1975)의 직접 기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중앙성원 건립 당시의 공사비 명세를 살펴보면, 성원 본당과 

이슬람 센터로 나누어 건립 기금을 기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라크는 기

부국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로코와 개인 모금을 제외하고 

3번째로 많은 건립 기금을 희사하였지만, 초반에 계획했던 것보다 1/3 이상으로 

줄었으며, 이슬람 센터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건립 지원금 명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알사고프(Alsagoff)의 지원금이다. 알사

고프 가(家)는 하드라미인(Hadhrami people) 출신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내 무

슬림 디아스포라 중 하나로, 19세기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 

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모았다.46)  특히 싱가포르 내 아랍계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특히 무슬림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도 하고, 

이슬람교 성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다.47) 서울중앙성원의 경우 알사고프 가의 사예

드 이브라힘 오마르 알사고프(Syed Ibrahim Omar Alsagoff)의 주도로 이루어졌

다. 성원 본당 건립 자금으로는 어느 지원 주체보다도 많은 액수가 기부되었다.

 건립비 명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서울중앙성원의 건립은 당시 한국이 추구하고 

있던 외교 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도영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사실이다. 1960년대 초의 한국 이슬람교는 중동 국가들보다도 

말라야 연방,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있었

46) Ampalavanar Brown, Rajeswary. (2008). ｢Islamic endowments and the land economy 

in Singapore : The genesis of an ethical capitalism, 1830-2007｣, South East Asia 

Research, Vol. 16, No.3, p.349.

47) 싱가포르 내 무슬림을 위한 마드라사(Madrasah)인 알사고프(Alsagoff Arab School)과 

하자 파티마 모스크(Masjid Hajjah Fatimah)를 운영하였다. 현재 하자 파티마 모스크는 싱

가포르의 무슬림 커뮤니티를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이슬람교 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MUI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31

[그림 2-11] (왼쪽) : ｢“北傀엔 안간다” 아랍共和國 高官 來韓｣, (오른쪽) :  ｢熱風 
中東特需 中東地誌｣ (출처 : (왼쪽) : 조선일보, 1967년 1월 29일자 7면, 매일경제, 

1975년 12월 6일자 4면 ) 

다. 하지만, 1948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동 분쟁에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면서 중

동 지역이 냉전의 중심이 되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랍권 지역에 대한 관

심이 높아져 갔다. 특히, 1960년대에 석유 수출국 기구(OPEC)에 가입한 국가들이 

유가 담합을 하면서, 다른 자원국인 소련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게 되었고, 유류 

파동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 이슬람교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냉전 구

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하여 반공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몇몇 국가들과의 외교 관

계를 증진해 나가기 시작했다.48) [그림 2-10]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에서 중동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중앙성

원 건립의 초기 목적은 냉전 시기의 한국에서 중동권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을 만들어 내는데 있었던 것이다. 

  

 

48)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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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한국 이슬람교 부산성원 준공식(1980)

(출처 : 대한뉴스 제 1299호, ｢한국의 이슬람교｣)

[그림 2-13] 한국 이슬람대학 기공식(1980)

(출처 : 대한뉴스 제 1299호, ｢한국의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이 1976년에 완공되고, 점차 무슬림 신도들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국내의 각 시도에 성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산 성원이 1980년에 서울

중앙성원 이후 2번째로 완공되었으며, 이후 경기도 광주 성원이 1981년에 건립되

었다. 특히, 1980년에는 부산 성원뿐 아니라, 용인에 부지를 마련하여 한국 이슬

람 대학도 기공식을 올렸으나 결국 건립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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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서울중앙성원은 무슬림들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중동과의 교류를 위한 

상징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건립 직후인 1976년에는 국내에 무슬림이 

3,700여 명에 불과했으며, 개원 당시에는 중동 진출 붐으로 인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개종도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49) 하지만, 1991년 산업연수

생 제도로 많은 무슬림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유입되었으며, 한국인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성원들은 외국인 무슬림들로 채워지게 된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추산 국내 거주 무슬림을 총 14만여 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은 

70%가 조금 넘는 10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성원은 전국 시도

에 18개의 성원과 105개의 예배소, 대학 및 축제에 설치된 기도처 19개소가 존재

하고 있다. 

49)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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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헌명 무슬림 예배 공간의 정의

1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 Mosque(Masjid) : 예배 공간을 통칭

- Jami : 금요 합동예배에 이용되는 사원

- Musalla : 비공식적인 공간으로 기도를 위  

  한 열린 공간

2 Encyclopedia of Islam

- Mosque(Masjid) : 키블라의 방향을 명시하

고 기도 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하디스(Hadith)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어디서

2.2 수도권 무슬림 공간의 분포와 확산

2.2.1 무슬림 공간에 대한 용어 정의와 검토

 

 이 절에서는 국내 거주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들에 대해 분석하기 이

전에 선행 연구들에서 서로 다르게 명명되고 있는 공간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하

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슬림 공간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자료

마다 다르게 지칭되고 있으며, 세밀하게 분류되지 않았음을 검토하고 이를 더욱 

면밀히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모스크

(Mosque)와 예배소(Musalla)로 대부분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공간의 명칭도 선행 

연구마다 다르게 지칭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모스크(Mosque), 성원(聖院), 

마스지드(Masjid), 이슬람 사원 등으로 지칭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예배소, 무살라

(Musalla), 기도처 등으로 지칭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중앙성원과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용례에 따라 각각 성원(聖院, 영문명 Masjid), 예배소(Musalla), 기도처

로 지칭한다.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경우를 성원으로 지칭하고, 작은 경우를 

예배소로 지칭하며, 대학교, 축제 등에 설치된 시설을 따로 일컬어 기도처로 지칭

한다. 하지만, 예배소 중 상당수가 성원이라는 표현을 명칭을 혼용하고 있고, 시설

마다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표현

을 혼용하고 있는 국내 문헌이 아닌 해외 문헌을 기준으로, [표 2-2]와 같이 무슬

림 예배 공간들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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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도할 수 있어서 건축물은 부가적인 요

소일 수 있지만 위의 두 이유 때문에 세워

진다.

- Masjid Juma : 금요 합동예배에 이용되는 

사원 

3
Encyclopedia of Islam and the Muslim 

World

- Mosque : 예배, 교육, 토론, 종교, 정치, 

현안에 대해 다루는 공간

- Jami Masjid : 도시와 무슬림 커뮤니티를 

관할하고,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사원 

- Masjid : 작은 커뮤니티를 위한 모스크로,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특정 인종 그룹이 매

일 활용하는 기도 공간 

4 Oxford English Dictionary

- Mosque : 무슬림의 신앙 공간

- Masjid : 특히 이슬람 국가에 위치한 모스

크

5 Historical Dictionary of Architecture - Mosque(Masjid) : 예배 공간을 통칭 

6 Vocabulary of Islamic Architecture

- Masjid : 지역 모스크 

- Jami(Masjid Jami) : 회중 모스크 

- Musalla(Namaz-gah) : 기도를 위한 막힌 

공간 

7 Mosque FAQ - Mosque : 예배를 위한 공간 

8 Fiqh of Masjid & Musalla

- Masjid : 신성한 공간으로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법적으로 규정된 샤리 마스지

드(Shari Masjid)의 공간은 위 아래에 마스지

드가 아닌 어떠한 공간도 있어서는 안된다. 

- Musalla(Jamat Khana) : 기도를 위한 공간

으로 통칭될 수 있으니, 샤리아에 의한 모스

크로 볼 수 없다. 수요에 따라 철거될 수 있

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9 Terms 1 : Mosque

- Mosque :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추구

하면서 모이는 이상적인 건물

- Friday Mosque (Jami Mosque) : 금요일 낮 

12시 합동 예배를 진행하는 모스크 

- Idgah(Amusallah) : 기도를 위한 개방 공간

Friday Mosque의 부속 공간으로 설치 

10
The Grove Encyclopedia of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 Mosque : 무슬림의 기도 공간

- Musalla :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대

규모의 개방 공간 

[표 2-2] 해외 문헌에 나타난 무슬림 공간의 정의

표를 종합하면, 기도를 위한 무슬림 공간은 크게 3개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스크(Mosque), 마스지드(Masjid) 등으로 불리는 공간, 두 번째는 자미(Jami),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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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지드 주마(Masjid Juma), 자미 마스지드(Jami Masjid), 금요 모스크(Friday 

Mosque) 등으로 지칭되는 공간, 세 번째는 무살라(Musalla), 자마트 카나(Jamat 

Khana), 이드가(Idgah, 페르시아어 명칭), 아무살라(Amusallah) 등으로 불리는 공

간이다. 

  먼저, 모스크(Mosque)와 마스지드(Masjid)의 용례를 살펴보면, 'Mosque'가 8건, 

'Masjid'가 3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모스크(Mosque)가 마스지드(Masjid)의 어원

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같은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2건의 문헌에

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Encyclopedia of Islam and the Muslim World에서

는 모스크에 대하여 이슬람 사회의 핵심적인 곳으로써, 예배, 교육, 토론, 종교, 정

치, 현안에 대해 다루는 곳이라고 정의 내렸다. 반면, 마스지드에 대해서는 작은 

커뮤니티를 위한 모스크로,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특정 인종 그룹이 매일 활용하는 

기도 공간으로 정의 내렸다. 서울중앙성원에서 지칭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문헌에서 정의한 마스지드는 예배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분류는 모스크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마스지드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내린 정의는 모스크와 마스지드를 같은 공간을 지칭하

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후자는 특히 이슬람 국가에 위치한 모스크를 일컫는다고 

적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첫 번째 공간은 모스크(Mosque)라고 흔히 일

컬어지는 공간으로, 이슬람교 예배와 다양한 생활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건축물

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모스크의 하위 개념으로써, 자미(Jami), 마스지드 주마(Masjid 

Juma) 등으로 일컬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은 이슬람교에서 진행하는 금요 합동 예

배가 집전되는 모스크를 따로 일컫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소규모 예배소와 모스

크들을 관할하고 많은 회중을 동시에 집결시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표를 

종합한 바로는 이 공간을 지칭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통일된 명칭으로 

수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통점은 자미(Jami)가 명칭에 포함되는 것이 압도적

으로 많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를 살필 수 있다. 이 공

간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무살라(Musalla) 4건, 이드가(Idgah) 1건, 마스지드

(Masjid) 1건으로, 무살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나타나며, 이드가는 무살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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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무슬림 예배 공간의 관계

가리키는 페르시아어로 동의어이다. 마스지드의 경우는 대부분 모스크(Mosque)와 

동의어로 쓰였으나, 이 문헌에서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무살라가 법적으로 지명된 

모스크(Shari Mosque)가 아님에도 많은 곳에서 마스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엄격한 율법에서 벗어나 있지만, 동시에 모스크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

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 2-13]으로 정리하고,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무슬림 예배 공간에 대하여 분류를 시도하여 [표 2-3]과 같이 정

리하였다.    

 [표 2-3]에서는 앞서 살핀 용어 분류에 근거하여, 크게 샤리 모스크와 무살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기능과 위치, 건축적 특징에 따라 이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수도권의 무슬림 예배 공간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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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 칭

기능 위치 건축적 특징
유형

Juma Musalla 도시(A) 교외(B) 신축(1)
리노베이

션 (2)

입주

(3)

1 서울중앙성원 ● ● ● J-A-1

2 구로동 예배소 ● ● ● M-A-3

3 용산동 예배소 ● ● ● M-A-3

4 가산동 예배소 ● ● ● M-A-3

5 중화동 예배소 ● ● ● M-A-3

6 대림동 예배소 ● ● ● M-A-3

7 코엑스 예배소 ● ● ● M-A-3

8 강남호텔 예배소 ● ● ● M-A-3

9
한국관광공사 

예배소
● ● ● M-A-3

10
프레지던트 호텔 

예배소
● ● ● M-A-3

11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예배소

● ● ● M-A-3

12 롯데월드 예배소 ● ● ● M-A-3

13
제2롯데월드 

예배소
● ● ● M-A-3

14
알따우히드 

이슬람 성원
● ● ● M-A-3

15
회기 모스크 & 

이슬람 문화센터
● ● ● M-A-3

16
그랜드힐튼 호텔 

예배소
● ● ● M-A-3

17 포천성원 ● ● ● J-A-1

18 신북 예배소 ● ● ● M-B-2

19 경기광주성원 ● ● ● J-A-1

20 파주성원 ● ● ● J-B-1

21 김포성원 ● ● ● J-B-1

22 마송리 예배소 ● ● ● M-B-2

23
아스라피아 

예배소
● ● ● M-A-3

24 안산성원 ● ● ● J-A-1

25 의정부 예배소 ● ● ● M-A-3

26 대전리 예배소 ● ● ● M-B-2

27 유양동 예배소 ● ● ● M-B-2

28 가래비 예배소 ● ● ● M-B-3

29 상수리 예배소 ● ● ● 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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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협동산업 예배소 ● ● ● M-B-2

31 성생공단 예배소 ● ● ● M-B-2

32 진접 예배소 ● ● ● M-B-2

33 가곡리 예배소 ● ● ● M-B-2

34 월산리 예배소 ● ● ● M-B-1

35 창현리 예배소 ● ● ● M-A-3

36 상대원 예배소 ● ● ● M-A-3

37 장항동 예배소 ● ● ● M-B-3

38 한류월드 예배소 ● ● ● M-A-3

39 삼정동 예배소 ● ● ● M-A-3

40 도당동 예배소 ● ● ● M-A-3

41 신천동 예배소 ● ● ● M-A-3

42
알 마디나 

마스지드
● ● ● M-A-3

43 알 이그라스 ● ● ● M-A-3

44 부평성원 ● ● ● J-A-1

45 인천성원 ● ● ● J-A-1

46 고잔동 예배소 ● ● ● M-A-3

47 부평농장 예배소 ● ● ● M-A-3

48 대곡동 예배소 ● ● ● M-B-3

49 오류동 예배소 ● ● ● M-B-3

50 석남동 예배소 ● ● ● M-A-3

51 가좌동 예배소 ● ● ● M-A-3

52
인천국제공항 

예배소
● ● ● M-A-3

53 남동공단 예배소 ● ● ● M-A-3

 [표 2-3] 수도권 무슬림 예배공간의 유형 분류

(출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전국 이슬람 성원과 예배소’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곳과 폐쇄된 곳은 제외하였음.)

  [표 2-3]에서 파악한 결과, 수도권 내 예배 공간은 자미와 무살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공간은 성원(모스크)로 지칭되었

으며, 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원은 없었다. 곧, 국내에서 성원(모스크)로 

지칭하는 예배공간은 자미와 같다. 또한, 무살라의 경우, 샤리 모스크에 부속된 사



40

[그림 2-15] 수도권 무슬림 예배 공간의 유형

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기능, 위치, 건축적 특징으로 분류한 결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에 신축된 자미(J-A-1)이다. 자미에 해당하는 8개소의 성원 

중에서 6개소가 이에 해당하여, 성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공

단 지역에 신축된 자미(J-B-1)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곳은 파주 성원과 김포 

성원 2개소이며, 모두 수도권 교외에 위치한 공단 지역과 지리적인 밀접함을 맺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자미의 경우에는 리노베이션이나 기존 건물에 입주

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신축되는 경우만 존재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도시 지역 건물에 입주한 무살라(M-A-3)이다. 무살라의 4가지 

유형 중에서 도시 지역의 무살라는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 지역

의 무살라는 건물에 입주한 형태만 존재하며, 독립채로 분리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유형은 각각 교외 지역에 위

치한 무살라로, 신축, 리노베이션,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무슬림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먼저, 한

국이슬람교중앙회에 지칭하는 용례와 앞서 살핀 문헌에서의 용례를 함께 보아 성

원(모스크=자미), 예배소(무살라)로 함께 적고자 한다. 또한, 위의 유형을 통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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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바, 세분된 유형으로써, 도시형 성원(모스크) (유형 1), 교외형 성원(모스크) 

(유형 2), 도시형 예배소(무살라) (유형 3), 교외형 신축 예배소(무살라) (유형 4), 

교외형 리노베이션 예배소(무살라) (유형 5), 교외형 입주 예배소(무살라) (유형 6)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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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집계 기준 지역별 성원 및 예배소 개수(2020)

(출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2.2.2 수도권 성원과 예배소의 분포 양상

 

 전국 9개 지역에 위치한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의 개수를 파악한 결과, 

두 공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었고, 부산·울산·경남 지

역, 대구·경북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에는‘성원’으로 

지칭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경우 9개소의 성원(모스크)이 있었으

며, 55개소의 예배소(무살라)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무슬림 예

배 공간이 위치하는 수도권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폈다. 

 수도권 지역에서 세분화한다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모두 성원(모스크)보다 

예배소(무살라)의 개수가 많았으나, 유형별 분포 양상은 달랐다. 먼저, 서울에는 

도시형 예배소(무살라)가 총 16개소의 예배공간 중 15개소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모두 기존 건물에 입주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경기도는 총 27개소 중 10개소, 인천은 10개소 중 6개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성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하였

으나,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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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유형

지역 건립년도
1 2 3 4 5 6

1 서울중앙성원 ●

서울특별시

1976

2 구로동 예배소 ● 미상

3 용산동 예배소 ● 2012

4 가산동 예배소 ● 미상

5 중화동 예배소 ● 미상

6 대림동 예배소 ● 미상

7 코엑스 예배소 ● 2016

8
강남호텔 

예배소
● 2018

9
한국관광공사 

예배소
● 2020

10
프레지던트 

호텔 예배소
● 미상

11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예배소

● 미상

12
롯데월드 

예배소
● 2016

13
제2롯데월드 

예배소
● 2017

14
알따우히드 

이슬람 성원
● 2015

15

회기 모스크 & 

이슬람 

문화센터

● 2017

16 
그랜드힐튼 

호텔 예배소
● 미상

서울특별시 총계 1 - 15 - - -

1 포천성원 ●
경기도 포천시

2005

2 신북 예배소 ● 미상

합계 1 - - - 1 -

1 경기광주성원 ● 경기도 광주시 1981

합계 1 - - - - -

1 파주성원 ● 경기도 파주시 2009

합계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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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성원 ●
경기도 김포시

2006

2 마송리 예배소 ● 미상

3
아스라피아 

예배소
● 미상

합계 - 1 1 - 1 -

1 안산성원 ● 경기도 안산시 2002

합계 1 - - - - -

1 의정부 예배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미상

합계 - - 1 - - -

1 대전리 예배소 ● 경기도 연천군 2002

합계 - - - - 1 -

1 유양동 예배소 ●
경기도 양주시

2003

2 가래비 예배소 ● 2003

3 상수리 예배소 ● 2002

합계 - - - - 2 1

1
협동산업 

예배소
●

경기도 

남양주시

2001

2
성생공단 

예배소
● 2002

3 진접 예배소 ● 2003

4 가곡리 예배소 ● 2003

5 월산리 예배소 ● 2003

6 창현리 예배소 ● 미상

합계 - - 1 1 4 -

1 상대원 예배소 ● 경기도 성남시 2003

합계 - - 1 - - -

1 장항동 예배소 ●
경기도 고양시

미상

2
한류월드 

예배소
● 2017

합계 - -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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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정동 예배소 ●
경기도 부천시

2002

2 도당동 예배소 ● 2001

합계 - - 2 - - -

1 신천동 예배소 ●
경기도 시흥시

미상

2
알 마디나 

마스지드
● 2003

합계 - - 2 - - -

1 알이그라스 ● 경기도 용인시 2018

합계 - - 1 - - -

경기도 총계 3 2 10 1 9 2

1 부평성원 ●

인천광역시

2004

2 인천성원 ● 2014

3 고잔동 예배소 ● 2003

4
부평농장 

예배소
● 2003

5 대곡동 예배소 ● 미상

6 오류동 예배소 ● 미상

7 석남동 예배소 ● 2004

8 가좌동 예배소 ● 미상

9
인천국제공항 

예배소
● 2014

10
남동공단 

예배소
● 미상

인천광역시 총계 2 - 6 - - 2

[표 2-4] 2020년 수도권 소재 예배 공간의 유형, 위치와 건립 연도

(출처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전국 이슬람 성원과 예배소’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곳과 폐쇄된 곳은 제외하였음.)

형이 다 나타났다. 특히 리노베이션으로 조성된 교외형 무살라가 도시 지역을 제

외하고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성원으로 그 대상을 좁힌다면,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성원이 유일한 성원으로 파

악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총 5개소의 성원이 존재하는데, 도시형의 경우 3개소(포

천 성원, 안산 성원, 경기 광주 성원), 교외형이 2개소(파주성원, 김포성원)로 비슷

한 비율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에는 도시형 성원 2개소(부평성원, 인천성원)만 

나타났을 뿐, 교외형 성원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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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수도권 무슬림 예배공간의 유형별 분포

 [표 2-3]의 내용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 [그림 2-16]과 같다. 성원과 예배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유형은 도시형 예배소(유형 3)였다. 성원에 한정하였을 때는 

지역마다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원과 예배소는 서울을 포함하

여, 경기 서부와 북부, 인천 등지에 분포하였으며, 경기 동부와 남부 지역에는 그 

수가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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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경기광주성원 준공식(1981)

(출처 : 국가기록원, CET0073745) 

[그림 2-18] 부산성원 준공식(1980)

(출처 : 동아일보, 1980년 9월 12일자 

7면)

2.2.3 수도권 성원과 예배소의 확산 과정

  1976년 건립된 서울중앙성원의 크기는 국내에 거주하던 무슬림들의 숫자에 비

하면 과대한 것이었다. 성원이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한국 전체에 거주하는 무슬

림이 불과 3,700여 명이었는데, 대부분 해외의 이슬람 국가로부터 한국에 파견된 

대사관 및 관계자들과 당시 입교한 소수의 한국 사람뿐이었다고 한다.50) 1992년

의 경우, 한국인 무슬림과 외국인 무슬림의 비율이 7:3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외국인 무슬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기보다는 중동 

국가와의 외교 관계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중동에 진출 붐이 일던 상황과 맞물리는데, 일반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파견 

형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갔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늘자,51) 서

울중앙성원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위한 아랍어 강좌와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울중앙성원이 한국 무슬림들의 수요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기보다는 국가 경제적 정책 방향과 맞물려 지원 센터이자 문화 홍보 공

간의 목적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게 만든다. 정책적 방향과 서울중앙성원의 역할

50)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제 52권, p. 111. 

51) 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태원 : 공간과 삶,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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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맞았기 때문에, 건립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무슬림들의 수요에 의

해 만들어진 성원들이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건립된 성원들이 주를 이루었다. 수도

권에서는 특히 서울중앙성원을 중심으로, 1981년에 경기 광주 성원 등이 개원하

였고, 부산에는 부산 성원이 1980년 개원을 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안양에 

성원이 건립되었는데, 이 성원을 위해서 신축한 것이기 보다는 기존 교회를 매입

하여 개조 후 개원한 사례이다. 한국인 무슬림인 유창식 형제가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건립 주체가 개인인 모스크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

원(모스크)는 크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모스크와 가문 혹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자가 돈을 희사하여 짓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안양 성원이 최초인 것이다. 이후, 이집트 실업인인 압둘 라티브 알-샬리

프 형제가 희사한 전주성원이 개원하였다. 

 전국에 위치한 무슬림 예배 공간 중 서울중앙성원, 부산성원, 경기광주성원은 특

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립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른 곳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수도권에서는 1976년 서울중앙성원이 완공되었고, 1981년 부산성원에 이어 전국

에서 세 번째로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되었다. 서울중앙성원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본부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에 위치한 모든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를 관할

하는 중심 성원이 되었으며, 경기광주성원은 농촌지역 이슬람교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성원은 이슬람센터가 함께 건립되어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착을 도왔다면, 경기광주성원의 경우, 이슬람센터가 함께 건립되지 않고, 본당

만 건립되어 1980년대까지도 서울중앙성원 중심의 구도가 유지되었다. 

 1976년 서울중앙성원의 국내 건설회사의 중동 취업이 활발해졌다. 특히,  서울중

앙성원 공사에 참여한 유원건설(有元建設)은 1975년 이슬람교 성원 공사 이후 

1979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해외 대형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다.52) 서울

중앙성원은 이슬람센터가 함께 설치되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인 기술자들

에게 이슬람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

다. 197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에, 1982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이슬

람센터 지부를 설치하여 선교 활동을 진행하였다.53)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이 

52) 대한토목학회 편집부. (1981). ｢유원건설주식회사 편｣, 대한토목학회지, 제 29권 4호, 

p. 78.

53)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49

[그림 2-20] 수도권 성원과 예배소의 건립 시기에 따른 분포 

이슬람교에 입교하게 되었고, 이들이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부산성원, 경기광주성

원 등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부산성원은 1976년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부산지회장 김명환(金明煥)이 사

우디아라비아에서 4억 8천여 만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건축되었다. 김명환은 중동 

취업으로 한국인 신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산의 신도 30여 명을 모

집하고, 동대신동 문화아파트 2층에 이슬람교 부산지회를 결성했다. 그리하여 성

원 건립 당시에는 천여 명으로 신도 수가 늘어났다. 부산성원의 준공식에는 34개

티의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제 52호,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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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 고위관리 및 성직자와 김은호(金恩昊, 1930-2004) 문화공보부 차관이 참

석하였다.54) 

 경기광주성원은 수도권에서 서울중앙성원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정부 주도 

건립 성원이다. 경기광주성원은 쿠웨이트의 실업인(實業人)인 압둘 아지즈(Abdul 

Aziz), 압둘 알리자(Abdul Alija) 형제가 희사한 7200만원으로 준공되었다. 개원식

에는 유스프 자심 알 하이지 쿠웨이트 국왕 특사 겸 종교성 장관과 김은호 문화공

보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서울중앙성원, 부산성원, 경기광주성원은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1978년 2차 

석유 파동의 충격을 중동과의 교류를 통해 타개하고,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

한 방법의 하나55)로 건립되었다는 공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건

립된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는 개인 기금 모금과 커뮤니티에 의해 자연발

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 궤를 달리한다.   

 1985년 건립된 안양성원을 제외하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수도권에 건립된 

모스크는 정부가 건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로 많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1980년대 잠시 

주춤했던 시기에서 벗어났으나, 수도권에서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의 뚜

렷한 증가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 안양성원을 중

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히, 인천과 남양

주, 포천, 양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

된 성원(모스크)과 예배소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건립 연도가 파악되는 

20개소 중 15개소가 공단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

의 75%에 이르게 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단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성원

(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한편, 정부 기관과 공공시설을 중

심으로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배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부

분 서울에 집중되었다([그림 2-18]). 

54) 박문두, ｢回敎聖院 釜山에도 건립｣, 동아일보 1980년 9월 12일자 7면. 

55)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티의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제 52호,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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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 중국
인 도 네

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방 글 라

데시
몽골

우즈베

키스탄

파 키 스

탄

기

타

인원 

(천명)
167 24 22 22 19 18 14 9 8 31

비율

(%)
50.4 7.2 6.5 6.5 5.7 5.3 4.2 2.8 2.3 9.1

 이는 1993년 11월 24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20,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1995년 5월 31일에 연수생들이 입국하였다는 역사적 배경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6)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로의 이

슬람교 성원의 확산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1990년대의 건립 쇠퇴기를 지나 2000

년대에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가 집중적으로 늘

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0

년대 초반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국내의 성원과 예배소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10월 기준 국적별 이주 노동자의 수와 비율을 본다면, 중국인이 가장 많

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중 무슬림 비율이 높은 나라들만으

로 한정해보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이 주를 이뤘다. 

[표 2-5] 2002년 국적별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출처 : 류정순, (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기념논문집, 제 2003권 1호, p. 

16.)

 200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는 국

내로 이주한 외국인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이자, 모임의 장소로 기능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신 국가 간의 문화와 언어의 다름과 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국적별로 분리 건립되는 양상이 나타났다.57) [표 2-5] 는 국적별 분리 양상

을 지역, 건립 연도와 더불어 표시한 것이고, 이를 [그림 2-21]과 같이 정리하였

다. 

56) 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태원 : 공간과 삶,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 95. 
57) 안정국. (2015).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 : 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논총, 제 36권 3호 통권 43호,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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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위치 건립 연도 출입 무슬림 국적

1 서울중앙성원

서울특별시

1976

다국적

2 용산동 예배소 2012

3 알따우히드 이슬람 성원 2015

4 코엑스 예배소 2016

5 롯데월드 예배소 2016

6 제2롯데월드 예배소 2017

7 회기 모스크 & 이슬람 문화센터 2017

8 강남호텔 예배소 2018

9 한국관광공사 예배소 2020

10 대전리 예배소 경기도 연천군 2002

11 한류월드 예배소 경기도 고양시 2017

12 인천성원
인천광역시

2014

13 인천국제공항 예배소 2014

14 알이그라스 경기도 용인시 2018

1 경기광주성원 경기도 광주시 1981 방글라데시

 그 결과, 서울 내의 모든 성원들은 다국적 무슬림이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대다수의 성원은 방글라데시인이 주로 출입하는 성원과 예배소이며, 이는 조

사한 성원 9개소 중 5개로, 절반이 넘었으며(55.6%), 예배소의 경우는 조사한 27

개소 중 12개소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이었다(44.4%). 하지만, 다국적 무

슬림이 출입하는 성원과 예배소를 제외한다면, 성원의 경우 6개소 중 5개소

(83.3%), 예배소는 15개소 중 12개소로 80%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인 출입 예배 공간은 안산과 의정부에 있었으며, 파키스탄과 요르단인 

출입 예배 공간은 부천과 인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만, 김포 성원에서 인터뷰한 방글라데시 무슬림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 집단이 모스크에 출입하는 한편 금요 합동 예배 시에는 다른 국가 

출신들도 인근 지역이라면 참석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별로 

다른 문화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성원과 예배소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이 공간이 

단순히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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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성원 경기도 김포시 2006

3 포천성원 경기도 포천시 2005

4 파주성원 경기도 파주시 2009

5 상수리 예배소

경기도 양주시

2002

6 유양동 예배소 2003

7 가래비 예배소 2003

8 협동산업 예배소

경기도 남양주시

2001

9 성생공단 예배소 2002

10 진접 예배소 2003

11 가곡리 예배소 2003

12 월산리 예배소 2003

13 상대원 예배소 경기도 성남시 2003

14 고잔동 예배소

인천광역시

2003

15 부평농장 예배소 2003

16 석남동 예배소 2004

17
안산성원 경기도 안산시 2002

1
인도네시아

2 의정부 예배소 경기도 의정부시 2020

1 도당동 예배소
경기도 부천시

2001

파키스탄2 삼정동 예배소 2002

3
부평성원 인천광역시 2004

1 요르단

[표 2-6] 수도권 성원과 예배소의 국적별 분리양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곳과 폐쇄된 곳, 건립 연도가 불분명한 곳은 제외함.)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슬림들이 주로 출입하는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는 

경기도 북부 지역과 인천 지역, 경기도 남부 지역을 통틀어 분포 되어있으나, 대

체로 경기도 북부 지역인, 양주, 남양주, 포천 등지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출입하는 무슬림들의 국적은 완전하게 분리된 양상이나, 안산, 부

천, 인천 등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요르단 출신이 함께 

출입하는 성원(모스크)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방

글라데시 출신의 무슬림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무슬림도 지역에 따라 확산세를 

보인다. [그림 2-22]은 전국에 있는 성원과 예배소에 주로 어떤 국적의 사람이 모

이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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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수도권 성원과 예배소의 국적별 분포 

[그림 2-22] 전국 성원과 예배소의 국적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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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시기별 무슬림 예배 공간 유형의 누적 증가 추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수도권의 방글라데시인 성원(모스크) 집중 현상은 

지역 특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 방글라데시인은 많지 

않고, 파키스탄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성원(모스크)과 예배소(무살라)가 많았고, 대

구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많기보다는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성원 및 예배소 건립의 양상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크게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정부 주도 건립기(1기)와, 1980년

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쇠퇴기(2기), 2000년대 이후 이주 무슬림 수요로 

인한 성원 및 예배소 확산기(3기), 2010년대 이후 공공시설 내 예배소 확충기(4기)

의 네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파악한 기능, 장소, 건축적 특징에 따른 유형과 시기에 따른 분류를 종합해

보면 [그림 2-23]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도시형 성원은 경기광주성원이 건

립된 1981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

이며, 특히 도시형 예배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성원 및 예배소 건립에서 가장 중

요한 시기는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된 1976년부터 1981년에 이르

는 시기와, 성원과 예배소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56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분류한 시기 중 1기와 3기에 해당한다.  

 다음 절에서는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도권 내 성원들의 특징에 대하여 개략

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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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서울중앙성원 본당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25] 서울중앙성원 일대 배치도

2.2.4 수도권에 위치한 성원의 개요와 도시 환경

(1) 서울중앙성원 (Seoul Central Masjid, 1976)

 서울중앙성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732-21과 

732-38에 걸쳐있다. 732-21은 예배당과 이슬람 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732-38에는 주차장 부지가 위치하였으나, 2020년 현재 부속동을 건립 중인 상태

다. 전체 대지면적은 약 4,871m²이며 건축면적 약 1,434㎡, 연면적 3,627㎡이

며, 예배당 본당과 이슬람 문화센터의 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슬람 문화센터는 

본래 2층 건물 2동으로 건립되었으나 1992년에 3층을 증축하면서 1동으로 병합

하였다. 예배당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 2개의 미나레트가 건

립되었고, 옥탑에는 돔이 위치하고 있다. 최춘환(崔春煥, 1934-1996)이 설계한 이 

성원은 1976년에 건립되었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에 채색타일이 외벽에 설치되고, 이슬람 문화센터가 증축되는 변화 등이 

있었으나, 본당의 경우 그 형태와 실 구성이 건립 당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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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서울중앙성원과 무슬림 상점 분포 (진한 빨강색 : 서울중앙성원, 연한 빨강색 

: 무슬림 상점)

 서울중앙성원이 소재한 한남동 일대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슬람 거리가 형

성되어 있다. 하지만, 건립 직후에는 무슬림들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없었다. 

1991년 산업 연수생 제도로 인해 이슬람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기 시작하

면서 서울중앙성원 일대가 이슬람 타운화되었다.58) 1990년대 있었던 서울중앙성

원의 증축과 더불어 학교와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게 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맥

락에 의해서이다. 서울중앙성원 뿐 아니라, 포천 성원, 안산 성원 등의 사례에서는 

단지 성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고, 정보

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함께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가게, 음

식점, 부속 공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슬람 국가의 도시에서 성원

(모스크)는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이자,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성원(모스크)들이 도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대신, 성원 입구를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8) 이희수, 윤금진, 김현임, 전영하. (2008). ｢서울 이태원동 일대의 이슬람 타운화 과정

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8권, 2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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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경기광주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28] 경기광주성원 일대 배치도

(2) 경기광주성원 (Gyeonggi Gwangju Masjid, 1981)

 

 1981년 6월 개원한 경기광주성원은 전국에서 서울중앙성원, 부산성원 다음으로 

건립된 성원이다. 쿠웨이트 신문사 편집장인 압둘 아지즈, 압둘라 알리자 형제가 

기부한 7,200만원의 성금으로 준공되었으며, 농촌 지역 이슬람교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 (현재는 역동 48-9)에 지상 2층, 연건평 

158평 규모로 건립되었다. 준공식은 1981년 6월 27일 오전 11시에 거행되었으며, 

김은호 문공부 차관, 염보현 경기도지사, 쿠웨이트의 유스크 자심 알 히치 종교성 

장관, 아프잘 치마 파키스탄 대법원장과 국내 이슬람 신도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윤두영(尹斗榮) 이맘은 당시의 언론 인터뷰에서 ‘한고을 주민 모두가 무슬림인 

광주성원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슬람의 전도와 토착화를 연구해나갈 작정’59)

이라고 밝힘으로써, 경기광주성원의 건립 목적이 서울중앙성원처럼 국가간 관계 

증진에 있기 보다는 선교를 중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기광주성원

의 설계자는 불명확하나, 대체로 서울중앙성원을 모델로 설계된 것으로 짐작된다. 

59) ｢뿌리내리는 이슬람敎 布敎 27年 - 信徒 모두 3萬명線으로｣, 경향신문, 1981년 10

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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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경기광주성원과 무슬림 상점 분포 (진한 빨강색 : 경기광주성원, 연한 빨강색 : 무슬림 

상점)

하지만, 이는 돔의 기능과 장식 타일, 평면의 형태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외부 공

간계획이나 층 구성은 서울중앙성원과는 다른 배치를 보인다. 

  경기광주성원은 1981년 건립되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서울중앙성원 

주변과 같은 무슬림 상점가가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요인으로 몇 가지를 추정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경기광주성원이 위치한 곳이 도시계획 상 주거 

지역인 관계로, 상업가로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슬림이 운영하는 

상점은 대체로 상업 지역에 위치하거나 주거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이유는 광주시의 상업 지역이 단일하다는 점도 있다. 기존의 상점가에 무슬림 상

점들이 입지할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또,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될 당시 주변

은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농촌 선교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변에는 공단 등 

이주민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자연스럽게 상점가도 형성되지 않

았다.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유일한 성원이기 때문에, 위치적 중요성은 높았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공단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성원이 건립되면서, 그 중

요성이 옅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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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안산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31] 안산성원 일대 배치도

(3) 안산성원 (Ansan Masjid, 2002)

 

 안산성원은 안산이슬람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41-5에 위치한다. 대지 면적 270㎡에 건축면적 161.04㎡, 연면적 591.27㎡, 지

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본래의 건축물은 2001년에 완공되었으나, 2013년 새

롭게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개원한 안산성원은 방글라데

시,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협력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안산 공단 지역 무슬림의 예배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1층은 우두 공간과 할랄 식

품 상점이 입주하고 있으며, 2층은 남자 예배실, 2.5층은 여자 예배실로 구성되어 

있다. 3층의 경우 이슬람 신학교인 마드라사(madrasa)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

에는 기도 방향을 가리키는 미흐라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기도 장소

로도 이용되고 있다. 4층은 남성 휴게실 및 기거 장소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머물면서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보도 얻는다. 

 안산성원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인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모스크이다. 특히, 

1985년 건립되어, 냉천지구 재개발이 시작된 2018년까지 현존하던 안양성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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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안산성원과 무슬림 상점 분포 (진한 빨강색 : 안산성원, 연한 빨강색 : 무슬림 상점)

어지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성원 중 가장 중요한 성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안산성원의 건립과 무슬림 상점가의 형성은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로의 이주노

동자 유입과 관련이 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기본

계획(건설부고시 제53호)이 확정되어 1987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은 단

지 공장을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해, 도시 환경,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한 인구 30만 규모의 배후도시 건설을 포함하였다.60) 반월신도시의 개발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개발 주체로 참여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으며, 토지구획정리

법이 아닌 전면매수방식을 택함으로써, 완전히 이주민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되

었다. 반월신도시 건립의 주된 목적이 서울에 산재하던 용도 지역 위반 공장 등을 

색출하여 옮기는 데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철저히 서울의 환경적 정

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토인 셈이다.61) 안산 시가지는 반월국가산업단

지의 배후 도시로 계획되었으며, 크게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되었다. 안산성원이 위

치한 원곡동은 1단계 계획에 포함되는 곳이다. 1980년대까지는 내국인이 거주민

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현상과 산업연수생 제도 로 인

60) 박양춘, (1995). ｢반월국가산업단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

kr/Contents/Item/E0021530)

61) 김지수, (2016). 계획도시 안산의 공간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분석 : 개발, 이주, 노동

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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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부평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34] 부평성원 일대 배치도

한 이민 인구 증가로, 집값이 싼 지역인 원곡동에 밀집하게 된 것이다.62) 상점가

의 대부분은 중국인 혹은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점포지만, 안산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무슬림 상점이 분포되어 있다. 성원 주변은 무슬림 상점가이기 

보다는 차이나타운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아 무슬림 상점들은 상대적으로 남쪽

에 위치한 시가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안산성원 일대의 무슬림 상점가는 서울중

앙성원에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무슬림 상권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경기 남

부 지역의 많은 무슬림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안산성원은 그 중심적 시설로 기

능하고 있다.

(4) 부평성원 (Faizan-e-Madina Masjid, 2004)

 국내에서 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크게 4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이하 KMF), 인도네시아 무슬림 

협회(KMI), 페잔에 마디나(Faizan-e-Madina), 알 후다 재단(Al-Huda Foundatio-

62) 전병규, 최창규. (2012). ｢중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중국인의 장소인식 및 이용특성 

실증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제 13권, 1호,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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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부평성원, 부평농장 예배소와 인근 공단 분포 (빨간색 : 부평성원과 부평농장 예배소)

n)이 그것이다.63) 부평성원은 KMF와 페잔에마디나에 동시에 속하는 유일한 성원

이다. 파키스탄와 요르단의 무슬림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주한 외

교사절과 함께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이 성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4-1

9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11.1㎡에 건축면적 125.71㎡, 연면적 305.9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 성원은 주변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에는 소매점 및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은 남성 예배실, 

3층은 여성 예배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층은 스킵 플로어 형태로 구성되어, 

서울중앙성원과 같은 구성으로 건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부평성원이 소재한 십정동 역시 안산성원과 마찬가지로, 주안국가산업단지의 배

후 주거지로의 성격을 가지면서, 성원이 건립된 사례이다. 부평성원이 건립된 경

위도 인천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신앙 활동이 이

어지다가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파키스탄 출신의 이맘 파라즈 

알리 시디키를 초청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평성원 일대는 무슬림 상점가가 

분포하지 않는데, 이는 인천성원과도 공통된 점이다. 부평성원과 인천성원이 위치

63) 이수정. (2018). ｢한국 내 모스크 분포와 이용에 대한 현황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9권 2호,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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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은 건립 당시 동네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었던 곳들이기 때문

이다.64)  따라서 이 성원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성원이기 보다는 근방의 산업단지

로부터 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원이라 볼 수 있다. 한국수출산업단지 제5단

지와 제6단지가 주안 지역의 폐염전을 매립해 건설되어 불과 1.5km 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부평농장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농장은 1950년대 초 계획

적으로 조성된 한센병 자립촌이었으며, 성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곳은 한

센병 양성 환자를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설로, 경증 환자들이 살아가

는 마을이었다.65) 본래는 한센병 환자들의 자립을 위해 양계와 양돈을 할 수 있는 

협동농장이 위치하여, 부평농장으로 불리웠으나, 이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되어 

제조업 공장들이 늘어났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유입된 무슬림들도 

도심 내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으

며, 현재 예배소 1개소가 부평농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평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단지 두 곳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부평성원은 공단 근

로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인천성원 (Al-Sheikh Fahd Al-Awida Masjid, 2014)

 인천성원은 단독 건물로 구성된 성원으로 도화동 639-5번지에 위치한다.  대지

면적 416.64㎡, 건축면적은 315.81㎡, 연면적은 1623.14㎡의 건물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원은 서울중앙성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성원으

로, 크게 예배 공간과 그 외 공용시설로 나뉠 수 있다. 1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 2층은 남성 예배실 3층은 스킵 플로어 형식으로 되어있는 여성 예

배실과 학교가 위치한다. 4층은 강당인데, 무슬림들을 위한 모임이나 강연, 라마

단 기간의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Iftar, إفطار)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5층에는 샤

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는 5층의 외부 공간에서 이프타르

를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이 모스크는 다국적이 모이는 모스크이나 주로 아랍계 

신도들이 자주 찾는다. 서울중앙성원 일대에 주로 분포하면서 성원을 이용했던 아

랍인들은 현재는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계 무슬림으로 채워졌고, 인천성원이 그 

64) 차성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게 모은 돈... 가슴 아프다”｣, 인천투데이, 2013년 

12월 31일자 기사.

65) 유동현, (2015). 골목,살아[사라]지다, 파주, 바이에듀,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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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인천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37] 인천성원 일대 배치도

[그림 2-38] 인천성원 인근 공단 분포 (빨간색 : 인천성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성원에 모이는 사람들은 인천항과 인천공

항을 통해 무역을 하고 있는 아랍계 무역인으로써 중고차 거래업에 주로 종사하

고 있다. 실제로 성원과 멀지 않은 곳에 제물포 자동차 매매단지가 위치하고 있으

며,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도 중고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아랍계 무

슬림들이 많아 알따우히드 이슬람 성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길 14)도 

건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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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원은 부평성원과 마찬가지로 공단과 인천항으로부터 오는 무슬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어졌다. 인천성원이 소재한 도화동은 인천일반산업단지, 인천기

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지 성격을 가졌으며, 경인선 철도가 

있어 서울로의 접근도 용이한 곳이다. 하지만, 인천성원 역시 부평성원과 마찬가

지로 건립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어왔다. 인천성원은 2013년 11월에 완공되어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주차대수를 문제로 삼고 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벌

어졌다. 본래 이 건물은 1층을 근린시설, 2층은 종교시설, 3-4층은 교육시설, 5층

은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신청 시 3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하였다. 

종교시설은 주차장을 100m²당 1개, 학원은 200m²당 1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학원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주차대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또한, 건립에 대해 기독교계의 반발도 거세었다. 건물 건립에 무슬림들의 기금 모

금으로 모인 20억이 투자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 무허가 건물로 수년간 

남게 되었다. 

(6) 포천성원 (Songwoori Masjid, 2005)

 포천성원은 포천이슬람센터, 다와빌딩으로도 불리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 107-16에 위치하고 있다. 소흘읍 주변에 공장지대가 위치하여, 송우리를 중심

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는데, 포천성원은 그 중심에 있다. 대지면적 303

㎡, 건축면적 184.5㎡, 연면적 996.74㎡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상 5층에 옥탑이 

설치되어 있다.  1층에는 자만 마트(Zaman Mart)라는 식료품 상점이 위치해 있

으며, 2층에는 본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 환전 업무를 도와주는 은행이 있었

으나 현재는 마트로 이용 중이다. 3층과 4층은 사무실과 더불어 무슬림의 정착을 

돕고자 만들어진 공용 시설들이 운영 중이다. 다른 성원들에서 대체로 예배실이 2

층에 위치하는 경향과 달리 이 성원에서는 예배실과 우두 공간이 최상층인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 예배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성원에서도 공간이 부족할 

경우 여성 예배실을 생략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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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포천성원 인근 무슬림 상점 분포 (진한 빨강색 : 포천성원, 연한 빨강색 : 무슬림 상점)

[그림 2-39] 포천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40] 포천성원 일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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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김포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43] 김포성원 일대 배치도

 1995년 이후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모든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은 1990년 이후 중소규모 공

장이 이주하면서 직장 이전에 따라 주민들의 유입이 지속되었으며, 1995년 이후

에는 송우리와 초가팔리 지역에 1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설로 대규모 인구 유

입이 있었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송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냈다.66) 송우리의 중심가로인 솔모루로

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다수 위치하는데, 그 중 일부가 무슬림 

상점들로 개업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 

(7) 김포성원 (Gimpo Masjid, 2006)

 김포성원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566과 566-3에 걸쳐 있으며, 대지면적

은 987㎡, 건축면적은 159.03㎡의 조적조 1층 건축물이다. 단독주택 형태의 건물

이나 김포성원을 출입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의 인터뷰(이름 불명)에 따르면, 성

원을 위해 신축된 건물이다. 규모는 작으나, 가까운 곳에 고정리가 위치하고 있으

66) 이지혜, (1999).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의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변화 분석, 동국대학

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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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2006년 김포성원 일대와 공장 분포

[그림 2-45] 2020년 김포성원 일대와 공장 분포

며, 갈산공단, 귀전산단 등이 위치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

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예배실을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나 강당 등 공용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성원 앞의 공터는 

금요 예배 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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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파주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2-47] 파주성원 일대 배치도

 김포성원이나 파주성원과 같이 교외에 위치한 성원들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면

서, 교외에 이주한 무슬림들의 예배 공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단들이 건설되면서, 성원이 공단 영역 안으로 편입되려

는 변화를 보여준다. 김포 성원이 처음 개원하였을 때는 농촌 지역에 불과하였으

나, 주변에 공단이 생겨나면서, 점차 공단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8) 파주성원 (Paju Masjid, 본당 : 2009년, 부속동 : 2001년)

 파주성원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21-9에 위치하며, 크게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001년 부속동 필지를 무슬림들의 기금 모금으로 매입하였

으며, 카타르 대사관의 원조로 부속동을 만들게 되었다. 원래 본당이 있던 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2009년 무슬림들이 추가로 필지를 매입하였

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원조를 받아서 본당이 완성되었다. 본당 건물은 사무실

과 예배실을 갖춘 성원 본당으로, 건축면적 163.77㎡, 연면적 314.22㎡의 철근 콘

크리트조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이맘실과 사무실, 창고 등이 위치하며, 외부 계

단을 통해서 2층 예배실로 출입할 수 있다. 여성 예배실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

다. 부속동은 건축면적 61.75㎡, 연면적 117㎡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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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2010년 파주성원 일대와 공장 분포 

[그림 2-49] 2020년 파주성원 일대와 공장 분포 

로, 1층에 식당과 방 2개, 거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는 추가로 신도

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본래는 여성 무슬림들이 지내거나, 불법 체류자

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되었는데, 현재는 불법 체류자의 수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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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하는 무슬림들이 머무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공단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근로자 예배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변화가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근로자들의 기금 모금과 신도 수 증가로 인해 성원의 

신축, 증축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중이다. 

 이상 2장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성원과 예배소들을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이슬람교 성원 건립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1976년 서울중앙 성원 건립과 1981년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된 1기, 2000

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에 성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3기를 꼽을 수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 성원들에 주목하여, 개요를 살폈다. 3장에

서부터는 앞서 나눈 성원(모스크) 건립의 네 시기 중에서 특히 정부 주

도 건립기(1기)와 확산기(3기)를 기준으로 사례를 살핌으로써, 어떠한 건

축적 시도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3장에

서는 정부 주도 건립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계획 성원인 서울중앙성원을 

중심으로 건축 계획과 무슬림에 의한 이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필 것

이며, 경기광주성원과의 비교를 통해 정부 주도로 건립된 성원의 보편적 

특성에 대해 밝힌다. 4장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수도권에 확산하기 시

작한 성원들에 대한 계획적 분석과 변화에 대한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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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과정과 설계안 고찰

3.1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계획과 설계도 작성

                      3.2 서울중앙성원 설계도에 나타난 초기 설계안의 특징

                      3.3 건립 당시 설계 변경안과 건립 이후 변화 과정

                      3.4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의 비교적 고찰 

3.1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계획과 설계도 작성

3.1.1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계획과 과정

 

 현재의 서울중앙성원은 중동 국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던 1970년대에 계획된 

것으로, 당시 싱가포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 영사였던 S.I.O. 알사고프 (Syed 

Ibrahim bin Omar Alsagoff, 1899-1975)의 자금 모금을 포함하여 6개국에서 건

립 자금을 투자할 만큼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건물이었다. 모로코, 카타르,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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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 이스람교 성원 착공기념

(출처 : 최춘환 교수 가족 앨범, 강선중 

박사 소장)

[그림 3-2] 신축 중앙성원 착공 기념

(최춘환 교수 가족 앨범, 강선중 박사 

소장)

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사원 건립 기금을, 아부다비 토후국, 쿠웨이트, 리비아는 

이슬람 문화 센터 건립 기금을 원조하였다.67) 1970년 9월에 강남에 위치한 쓰레

기 하치장 부지와 한남동 부지중 한 곳으로 선정을 하고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원로 무슬림들의 조언을 구했는데, 부지는 좁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부

지로 최종 결정되었다.68) 이곳은 본래 시유지였으나, 착공이 시작된 1974년에 한

국반공연맹(韓國反共聯盟)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1976년에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서울중앙성원의 건축 시기는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정리

할 필요가 있다. 건축 설계가 시작된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서울중앙성원 청사진

에 기재된 작도일은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월에 걸쳐 있어, 이를 중심으로 개

략적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사진 스케치가 1971년에 완료되었고, 

1974년 여름에 최종적인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69) 1971

년부터 1972년 12월까지는 계획,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월까지는 설계도 작

성, 1973년 1월 이후부터 1974년 여름까지는 최종 설계안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67)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 46.
68)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티의 피난처 역할｣, 지리학논총, 제 52호, p. 110.

69)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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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중앙성원의 공사 현장 (출처 : 국가기록원, (1975.8.19), CET0061534)

추정할 수 있다.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뿐 아니라, 구조도, 설비도도 포함하고 있

어, 1972년 12월 이전에는 이미 초기 디자인이 확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사 시기의 경우 설계자 최춘환인 1981년 월간 건축문화, 3호에 직접 기고한 

글인 ｢[世界의 傳統建築] 이슬람 寺院｣에서는 1972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1976년 1월 21일 자 동아일보에서는 

1974년 11월에 착공하였음을 기술하는 등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강선중 

박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착공식 기념사진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착

공식을 다룬 사친 총 5개로, ｢한국 이스람교 성원 착공 기념｣이라는 제목의 사진

이 3건, ｢신축 중앙성원 착공 기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사진이 2건 존재한

다. 착공식 기념사진([그림 3-1] , [그림 3-2]) 에서는 1974년 10월 16일로 기재되

어 있어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필지는 1974년 12월 26일에 서울

특별시에서 한국반공연맹(韓國反共聯盟)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구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필지 소유권 이전은 착공식보다 늦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행사가 진행된 이후 12월 26일을 전후하여 착공이 시작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공보처 홍보국에서 촬영한 공사장 사진(국가기록원, (1975), CET0061534)을

통해서 공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서울중앙성원 공사현장을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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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중앙성원의 건립 계획과 과정

사진으로, 1975년 8월 당시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원의 돔과 

이슬람 문화 센터, 입구는 모두 완공이 된 상태이며, 미나레트(Minaret)가 가장 마

지막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사원과 이슬람 문화 센

터 모두 1976년 3월 31일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1974년 10월 16일부터 

1976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준공식과 개원식이 

함께 1976년 5월 21일에 진행되었다.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로의 필지 소유권 

이전은 개원식 보다 이른 1976년 5월 3일에 이루어졌다. 다만, 1976년 11월 10일

에 서울중앙성원 일대를 항공 촬영한 사진(국가기록원, (1976), CET0061572)에서

는 건축물은 완성된 반면, 주차장 영역이 비포장으로 남겨진 것으로 보아 추후에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3-5]). 부지 선정부터 개원식까지의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 [그림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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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국이슬람교중앙성원 준공식 홍보입간판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5. 21), CET0061558)

[그림 3-6] 이슬람교 대사원 전경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11. 10),  CET0061572), (빨간색 

선 안의 영역은 주차장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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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울중앙성원 투시도 (1972.12)

(출처 : 최춘환, (1973).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서울, 명지물산., 

강선중 박사 소장)

3.1.2 서울중앙성원 설계도의 작성과 구성 

 서울중앙성원의 설계도는 1972년 12월에서 1973년 1월에 걸쳐 작성되었다. 설

계 변경 전의 초기 설계안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은 명지대학 소속의 명지 물산

(Meongji University Planning Department)에서 작도하였다. 설계도 작성은 이

인수(李仁守), 구조 설계는 박복만(朴福萬)이 맡았다(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lumni Association, 2006). 검토자는 최춘환으로 

되어있다. 명지 물산은 명지학원 산하에 있던 설계 집단으로, 명지대학 건축공학

과가 신설된 1971년 11월 이전부터 교내 시설 설계 관련 업무들을 맡아 설계 작

업들을 진행하였다.70) 설계자 최춘환은 명지 물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울중앙

70) “강 : 명지대학에 말하자면 건설 관계, 중, 고등학교부터 해서 학원에 관련된 것들
에 관여를 해야 되니까 건축을 아는 사람이 필요로 했어요. 명지학원에 명지 물산이
라고 해서 건설 본부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조그마한 조직이 있었어요. (중략) 거기
에 최춘환 교수가 들어갔고, 그것이 67년인가요? 그리고 명지 물산에 있었을 때, 이 
성원 설계를 하고, 명지대학은 71년 11월에 인가가 나서, 72년도에 1기 입학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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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돔과 미나레트의 상세도 (1973. 1)

(출처 : 최춘환, (1973).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서울, 명지물산., 

강선중 박사 소장)

성원 설계를 진행하였다. 강선중 박사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명지 물산에는 5명 

정도의 인원이 존재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조직이 존재하였다고 증언하였

다.71) 

 서울중앙성원 설계도는 크게 도면 목록, 투시도, 건축 도면, 구조 도면, 설비 도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 도면과 설비 도면을 제외한 다른 도면

들에 특히 집중하였다. 도면집에는 투시도 1점이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건축 도

면으로 크게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도면에는 벽체, 계단, 돔, 미나레트, 입구 등의 상세도도 담고 있다. 특히, 돔과 미

나레트의 경우 문과 창문 상세도를 제외하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두 건축 요소

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다. 이 도면집은 서울중앙성원 초기 계획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

었어요(출처 : 조윤오. (2020). ｢강선중 구술채록｣, pp. 1-2. ).”
71) “강 : 아주 작은 조직이에요. 조그만 방 하나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략) 그 조직이 한 67년부터 72년, 73년 초반까
지 있었던 조직이죠. 학교 법인 안에 있는 거죠(출처 : 조윤오. (2020). ｢강선중 구술
채록｣, p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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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연도 월 도면명 대상 축척 장수

1972 12

투시도 성원 + 이슬람 센터 - 1

배치도 성원 + 이슬람 센터 1:300 1

평면도

성원 지하 1층 / 지상 1층 1:100 2

성원 주층 (지상 2층) 1:100 1

성원 3층 / 지붕 1:100 2

입면도

정면 1:100 1

측면 1:100 1

배면 1:100 1

단면도 성원 전체 1:100 1

1973 1 상세도

벽 1:30 3

굴뚝 1:30 6

계단 1:30 6

돔

큰 돔

1:50 4

1:30 1

1:10 2

1:5 1

작은 돔
1:30 3

1:5 1

료들 중 하나이지만, 아쉽게도 이슬람 문화 센터의 경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의 초기 계획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불

가능하며, 투시도와 배치도 등을 통해 개략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도면집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표 3-1]으로 정리하였다.

 이 도면을 통해서 돔과 미나레트, 이슬람식 세정 의식을 진행하는 우두(Wudu) 

공간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상세히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도

면 목록([표 3-1])에서 살필 수 있듯이, 전체 계획에서 장식 요소에 대한 독립적인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식에 대한 계획은 

상세도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외벽과 돔, 미나레트 도

면에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는 돔 상부의 동으로 만든 피니얼(Finial), 외벽의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장식 타일(450mm x 450mm x 150mm) 등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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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레트
1:50 7

1:30 5

우두(Wudu) 공간
1:50 1

1:30 5

성원 문/창문 1:50 17

서울중앙성원 정문 1:50 3

[표 3-1] 서울중앙성원 설계도에 수록된 건축 도면 목록 

(구조 및 전기 도면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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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이슬람敎 韓國上陸 20년｣ 
(출처 : 박석흥. ｢이슬람敎 韓國上陸 20년｣, 경향신문 1976년 2월 4일자 3면.)

3.2  서울중앙성원 설계도에 나타난 초기 설계안의 특징

3.2.1 외부 공간 배치 계획을 통한 기념비성 구축 

  

 1976년 2월 4일 자 경향신문에서 3면과 5면에 걸쳐 소개한 이슬람 상륙 20주

년 기념 특집 기사([그림 3-9])는 완공을 앞둔 서울중앙성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 비중을 두고 서술된 부분은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밖에

도 준공될 당시 이 건축물에 대하여 보도한 다양한 신문 기사에서도 이 건축물이 

가진 독특한 생김새에 대해 전하였다. 1976년 2월 4일 자 경향신문에서는 ‘이

색(異色)’, ‘이국적(異國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준공식을 다룬 

1976년 5월 21일 자 경향신문과 대한뉴스 제1084호(1976.5.19.)에서는 ‘사

라센 양식의 특이한 건축’이라는 표현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감상을 평했다. 설

계자 최춘환도 전례가 없는 이슬람식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를 두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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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서울중앙성원 초기설계안의 외부 공간 구성

(출처 : 최춘환, (1973).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서울, 명지물산.을 

기준으로 재구성)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는 서울중앙성원 완공 직후 발간된 1976년 7월호 건축한국(建築韓國)
에서 이슬람 건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설계자는 이슬람교 사원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 구성요소를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키블라(Qibla)72), 미나레트

(Minaret), 돔(Dome)이다. 설계자는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성원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설계자는 본인이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현대적 건축 요소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다.73) 따라서 

신도들의 보수적 특성과 예배 장소로서의 성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침을 수립하였다.74) 이 연구에서는 성원 외부 공간, 평면 계획을 통해서 

본 의례 동선, 미나레트, 돔 등을 중심으로 초기 설계안에 나타난 특성을 살폈다. 

72) 메카의 카바를 가리키는 방위를 뜻한다. 미흐라브(Mihrab)를 만들어 기도의 방향
을 알린다. 

73)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 41.

74) 최춘환. (1981). ｢[世界의 傳統建築] 이슬람 寺院｣, 월간 건축문화, 3호,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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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에 나타난 외부 공간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키블라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0]에서는 

1과 2,3,4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설계자는 이슬람교 사원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키블라로 보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내 배치를 만들어 나갔

다.75) 키블라를 중심으로 사원 본당이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라 진입 

축을 배치하였으며, 주 출입구를 본당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가도록 놓아 기

념비성을 가미하고자 하였다. 

 키블라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심축은 진입부에 설치된 중앙 계단,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공간이 북쪽과 남쪽 부분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도록 계획되

었다. 특히, [그림 3-10]의 왼쪽 그림에서 그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북

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남쪽 부분은 이슬람교 사원의 안마당으로 

계획되었는데, 안마당은 상점이 위치하는 이슬람 문화 센터의 아케이드(Riwaq)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안마당은 크게 2개의 정원(전정(前庭)과 후정(後庭))과 신도들이 모일 수 있는 

산(Sahn)으로 구분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슬람교에서는 금요일에 합동 예배를 하

는데, 산은 이때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며, 예배당이 여러 곳인 경우 주요 이들

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오픈 스페이스가 도시의 서로 다

른 공공 건축물들을 잇도록 계획되는 경우 특히 마이단(Maidan)이라고 일컫는

다.76) 전정과 후정의 경우, 배치도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투시도에서는 생략된 

채로 표현이 되어 있어, 중점적인 계획 요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적인 건축 요소를 주관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이슬람교의 독특한 정서와 애

착을 가질 수 있는 낯익은 외관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설계 방침으로 삼은 설계자

의 입장77)에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이슬람교 사원들보다는 근대 이전의 이슬람교 

사원들을 참고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는 이슬람 건축에 대하여, 로마 초기 

교회, 비잔틴, 페르시아 건축 등을 융합시켜 독특한 스타일을 이룩했지만, 현대까

75)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p. 40-41.

76) Alsayyad, Nezar. (1987). ｢Space in Islamic City : Some Urban Design Pattern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 4, No. 2, pp. 109-110. 

77)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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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Inner Court with view of 
High Porch, King's Mosque, Isfahan, 

Persia｣
(출처 : John Rosenthal. (1974). Rosenthal 

World Architecturte Color Slides,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그림 3-12] ｢East Elevation of Ahmet 

Mosque, Istanbul, Turkey｣
(출처 : John Rosenthal. (1974). Rosenthal 

World Architecturte Color Slides,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지 각 국가들의 지역성을 조금씩 더하는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보

았다.78) 따라서 최근에 이슬람교 국가들에서 이전의 양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

의 사원들을 짓는 현대의 사례는 참고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 이

전 이슬람교 국가의 도시들에서 이슬람교 사원의 평면은 주변 도시 조직의 형태

에 따라서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들로 나타났으나, 산(Sahn)은 일정하게 키블라 방

향과 대칭되는 방형(方形) 평면으로 계획되었다.79) 

 

 이 연구에서는 최춘환 교수가 서양건축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로 활용하였던 

슬라이드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 슬라이드 자료는 줄리우스 로젠탈(Julius 

Rosenthal)이 1940년대부터 전 세계의 건축물을 흑백 촬영한 슬라이드를 정리한 

시리즈에서 비롯된 것으로 1960년대부터는 아들인 존 로젠탈(John Rosenthal)이 

이어받아 칼라 슬라이드로 정리하였으며, Rosenthal Art Slides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었으며, 최춘환 교수는 이를 강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슬라

이드 자료에는 이란, 터키 등지의 이슬람 건축을 촬영한 칼라 사진 74장이 수록되

어 있는데, 이 중 평면도를 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선별하여 서울중앙성

78)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 40.

79) Alsayyad, Nezar. (1987). ｢Space in Islamic City : Some Urban Design Pattern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 4, No. 2,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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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평면과 비교하였다. 이를 Vida Makani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교 사례

로 삼은 근대 이전의 이슬람교 사원들에서 산은 비록 규모나 가로세로비의 차이

는 존재하나, 키블라를 중심으로 대칭되도록 놓이는 방형(方形)으로 일정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란의 사원들뿐 아니라 터키에 소재하는 사원들에

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9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방식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에서는 진입의 기념비성을 구현하는 것에 집

중했던 것에 비해 산에 대한 설계는 부수적인 것에 머물렀다. 이 계획에서는 이 

공간이 중심축에 의해 오히려 남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전체 영역에서 외부 공간

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설계되었다. 많은 이슬람교 사원들에서 

산은 도시의 개방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에서는 

이 공간이 주변 도시 조직과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계획되어, 신도들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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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티흐 자메 모스크 
(이란 시라즈, 9세기)

(b) 이스파한 자메 모스크 
(이란 이스파한, 1397)

(c) 쉴레이마니예 모스크
(터키 이스탄불, 1557)

출처 Wilber, D.N. 
(1972) 출처 Pope & Ackerman 

(1977) 출처 Necipoğlu-Ka-fadar 
(1985)

(d)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터키 이스탄불, 1616)

(e) 샤 모스크 
(이란 이스파한, 1629)

(f) 서울중앙성원 
(한국 서울, 1976)

출처 Gurlitt (1907) 출처 RIBA Collections 
(1867, RIBA97215) 출처 직접 작성

[표 3-2] 서울중앙성원과 기타 이슬람 성원에서의 산과 키블라 관계



89

[그림 3-13] 서울중앙성원 초기 계획안 평면도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을 기준으로 재작도하였음.)

3.2.2 평면 계획을 통해서 본 의례 동선

 

 서울중앙성원의 사원 본당은 지하까지 포함하여 4개 층으로 설계되었다. 1층은 

사무실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들이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층은 남성을 위

한 예배 공간, 3층은 여성을 위한 예배 공간과 도서관으로 구성되었다. 옥상에는 

큰 돔 하나와 작은 돔 두 개가 계획되었다. 기도의 방향을 알리는 미흐라브

(Mihrab)와 설교단인 민바르(Minbar)는 남성 예배실이 위치한 2층에 있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에, 3층은 이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메자닌으로 설계되었다. 2층과 3

층은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키블라를 중심으로 시설들이 배치되도록 규범화되어 

있다. 하지만, 1층의 경우에는 부대시설들이 자리 잡은 층으로, 상대적으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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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우두 공간에서 청결이 지켜지는 영역으로 접근하는 방식

(출처 : Mokhtar, A. (2005). Design Guidelines for Ablution Spaces in Mosques and 

Islamic Praying Facilities, Sharjah,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p. 7.)  

롭게 배치되었는데,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우두 공간의 위치와 예배 공간에 접

근하는 방식이다. 

 기도 전 행하는 세정 의식인 우두를 시행하는 곳은 이슬람교 사원에서 중요한 친

수 공간 중 하나인데, 모든 사원과 예배소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화장실

과 겸하고 있다. 외기와 접하여 안마당에 우두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원의 규모가 크더라도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두를 시행하고 예배 공간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

한 바람직한 기준은 존재한다. 

 우두 공간은 청결이 지켜지는 영역 바깥쪽에 있는 경우와 안쪽에 있는 경우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세정 의식을 시행한 이후에는 예배 과정에서 청결(Taher)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두 공간과 예배실에 대하여 [그림 3-14]과 같은 3가지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영역 바깥쪽에서 신발을 벗고 세정을 끝낸 후 예배실로 

바로 접근하는 경우(유형 1), 예배당으로 접근한 다음, 우두를 시행한 후 다시 예

배당으로 나오는 경우(유형 2), 우두 공간이 영역 안쪽에 위치하지만, 예배당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유형 3)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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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유형 1은 신도들이 이동 중에 청결한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안들에 비해 문제를 가지고 있다.80) 서울중앙성원 초기 계획안에 나타난 우두 공

간의 배치는 [그림 3-14]에 나타난 유형 1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성원의 설계에서

는 우두 공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기타 부대

시설과 함께 1층에 함께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도들은 예배실로 접근하기 위해

서 청결이 지켜지는 영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다수의 신도들이 운

집하여 우두를 진행한 후 예배실과 산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사무실 앞과 이벤트 

홀, 예배실로 올라가는 계단 한 군데에 신도들의 이동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이

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표 3-3]로 정리하였다. 

80) Mokhtar, A. (2005). Design Guidelines for Ablution Spaces in Mosques and Islamic 

Praying Facilities, Sharjah,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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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예배 장소

남성이 예배실로 접근하는 경우 남성이 산으로 접근하는 경우 여성이 예배실로 접근하는 경우 여성이 산으로 접근하는 경우

[표 3-3] 성별과 예배 장소에 따른 동선과 청결이 지켜지는 영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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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미나레트 상층부, 중층부, 기단부 입면 및 단면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을 기준으로 가공하였음.) 

3.2.3 미나레트와 돔 계획의 특징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에서 미나레트는 크게 상층부, 중층부, 기단부의 세 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층부와 중층부는 노출 콘크리트에 실리콘 마감으로 계획

되었으며, 한옥 지붕 형태를 차용한 테라스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두 부

분 모두 팔각형 형태이며 원형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기단부는 화강암 마감의 각 

모서리가 깎인 사각형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본당 건물 높이보다 높게 맞추어 설

계되었다. 이 부분은 본당 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테라스를 관통하여 지면까지 

내려오도록 설계되었다. 미나레트 내부에 설치된 원형계단은 2층부터 시작되도록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성원의 미나레트는 공간의 협소함과 같은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기능적

으로는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미나레트는 남쪽과 북쪽에 대칭적으로 

위치하는데, 남쪽에 있는 미나레트는 계단실을 반 층 올라가서 계단참으로부터 진

입하도록 설계되었고, 북쪽의 미나레트는 2층에 위치한 이맘(Imam) 실에서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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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서울중앙성원 미나레트의 접근 방식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을 기준으로 가공하였음.) 

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에는 아잔(Adhan)을 더 이상 육성으로 알리

지 않게 되면서 미나레트는 그 위치적 폐쇄성과 더불어 사원의 상징적인 시각 요

소로만 남게 되었다. 

 서울중앙성원을 설계하던 1970년대 초반에는 국내에 해외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다룬 자료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이슬람 건축에 대해서는 더욱 자료가 빈약하였

다. 설계자는 서양 건축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축적해온 자료들을 참고삼아 건축물

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강선중 박사는 최춘환 교수가 명지대학 건축공학과와 

더불어 중앙대학교에서 서양건축사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 당시에 수집했던 다양

한 자료들을 성원 설계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81) 그중에서도 돔은 미

나레트와 함께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이슬람 건축의 

정수로 여겼던 인도 타지마할의 돔을 본 따 한 개의 큰 돔과 2개의 작은 돔으로 

설계되었다.82) 

 큰 돔의 경우 폭 600mm의 아치 형태 색 유리창 16개를 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를 콘크리트 기둥으로 각각 지지하였다. 마감은 미나레트의 기단부와 같은 화강

81) 조윤오. (2020). ｢강선중 구술채록｣, p. 3.
82) Doyoung, Song. (2016). ｢Ummah in Seoul : The Creation of Symbolic Spaces in the 

Islamic Central Masjid of Seoul｣,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 7, No. 2,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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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작은 돔의 입면과 단면 상세도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그림 3-17] 큰 돔의 입면과 단면 상세도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암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체 내부는 비워둠으로써, 사원 내부로 빛을 직접 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돔 최상부에는 동으로 만든 구체 3개와 연꽃 문양 덮개로 구

성한 피니얼 부분이 설계되었다. 피니얼은 다른 기능도 있었는데, 돔 내부에 도관

을 설치하여 상층부로 공기를 배출시키는 역할도 맡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능

은 작은 돔을 포함하여, 미나레트에서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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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돔의 형태와 피니얼은 큰 돔과 유사하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리하

였다. 작은 돔은 6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지되지만, 큰 돔과 달리 창을 설치하

지 않았다. 대신에 돔 내부 바닥을 유리블록으로 구성하여 빛을 성원 내부로 받아

들이고자 하였다. 큰 돔과 작은 돔의 채광 방식의 차이를 둔 이유는 정확하지 않

으나, 실현이 되었다면 사원 내부의 모습이 지금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성원에서는 큰 돔 하나만 구현이 되었고, 작은 돔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계획에 비해 건립 자금이 많지 않아 장식보다는 전체적인 매스의 균형에 집중하

였으며,83)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84) 

83) 최춘환. (1981). ｢[世界의 傳統建築] 이슬람 寺院｣, 월간 건축문화, 3호, p. 37.

84) 조윤오. (2020). ｢강선중 구술채록｣, p. 2.
  “강 : 돔 위에 뚜껑 있지 않습니까? 3개였는데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없애 버렸어    

      요.” 
  “조 : 왜 없앤 건가요?”
  “강 : 하중도 있었고, 공사기간, 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유가 있는 것이 아  

      니고,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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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서울중앙성원 투시도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그림 3-20] 전주 성원 투시도

(출처 : Masjid Abu Bakr, Chonju, 

Korea)

3.2.4 한국 건축 요소의 도입과 적용

 서울중앙성원과 전주성원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 전통 건축 요소를 도입하고 적

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찾을 수 있다. 최춘환이 시도한 성원과 한국 건축 

요소의 결합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문화정책과 민족문

화담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73년 정부가 확정 발표한‘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은 문화예술전반에 걸친 기초 조사를 통해 민족 문화의 체

계를 정립하고 민족의 위대성을 알릴 수 있는 예술창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

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어떤 것이 과연 과거에 대한 인상

을 불러일으키며, 민족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향해 어떠한 정서를 줄 것인가에 대

한 것이었다.85) 즉, 전통계승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미 현대건축의 전통 계승이 이슈로 등장한 것은 남산 의사당 현상설계(1959) 

부터이다. 4대 국회는 서울의 남산 북면을 대상 부지로 삼고, 현상설계를 진행하

였다. 국회의사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국산 자재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 등이었다.86) 심사위원회는 10차에 걸친 회의 끝에 1등 안

을 선발하고, 그 외관형태가 동양적인 표현을 하려는 시도가 좋았다는 점을 한 가

85) 오명석. (1998).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p. 126.

86) 대한건축학회 편집부. (1960).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작｣, 건축, 제5권,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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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 설계 1등작 

(설계 : 김수근 등 5인) (출처 : 대한건축학회 

편집부. (1960).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작｣, 
건축, 제5권, )

 [그림 3-22] 여의도 국회의사당 공동안 

(출처 : 송기형. (2007).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p. 28.) 

지 이유로 꼽았다. 5·16 군사정변(1961)으로 인해 건립이 무산된 남산의 국회의

사당 계획은 여의도종합개발계획에 국회의사당 계획이 포함되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국회의사당 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된 된 것으로는 건축양식을 현대의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구성하되, 한국 문화의 전통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석재를 주요 외장재로 사용하여 한국 고건축물의 돌 

쌓기를 적용하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현대적으로 구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87) 국회의사당 최초 공모는 강명구, 김수근, 김중업, 김정수, 이광노, 이해

성 등을 지명하여 진행되었으나, 이후 계획이 바뀌어, 지명 위촉으로 선정된 김정

수(金正秀, 1919-1985), 김중업(金重業, 1922-1988), 이광노(李光魯, 1928-201

8)와 일반 공개 모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안영배(安瑛培, 1933- )의 안을 종합

한 공동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설계안이 만들어졌다. 

 기본 설계 이후 1969년 6월 4일부터 이루어진 제1차 본설계에서는 감리자문기구

가 설치 및 실시되었는데, 윤장섭(尹張燮, 1925-2019), 장기인(張起仁, 1916-200

6), 정인국(鄭寅國, 1916-1975) 등 15명이 참가하였다. 이 때 한국의 의사당으로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한 한국 전통양식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상은 29

개의 건축물로 [표 3-4]와 같이 배치 계획, 공간 구성, 세부 의장 면에서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다.

87) 송기형. (2007).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공학대학원 건축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pp.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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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건물

조사 내용

소재지 연대배치 

계획

공간 

구성

세부

의장

1 경복궁 ●

서울

조선 고종
2 근정전 ● ●
3 경회루 ●
4 향원정 ● ●
5 창경궁 ● 조선 중기 재건

6 명정문 ● ● 조선 광해군

7 창덕궁 조선 중기 재건

8 대조전 ● ● 1920년 중건

9 낙선재 ● ● 조선 현종

10 승화루 ● ● 조선 후기

11 종묘 ● 조선 중기

12 정수사 법당 ● ● 강화도 화도면 고려 말

13 법주사 팔상전 ● ● 충북 보은군 조선 인조

14 수덕사 대웅전 ● ● 충남 예산군 고려 충렬왕

15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 충남 부여군 백제

16 봉정사 극락전 ● 경북 안동군
고려 말

17 부석사 무량수전 ● 경북 영주군

18 불국사 ●
경북 경주시 통일신라

19 불국사 다보탑 ●
20 불국사 3층 석탑 ●
21 석굴암 석굴 ● ●
22 도동서원 ●

대구 조선 중기
23 도동서원 중정당 ●
24 미륵사지 석탑 ● ● 전북 익산시 백제

25 화엄사 각황전 ● ●
전남 구례군

조선 중기

26 화엄사 3층 4사자탑 ● 통일신라

27 도갑사 해탈문 ● ● 전남 영암군 조선 성종

28 무위사 극락전 ● 전남 강진군
조선 초기

29 벌교 홍교 ● 전남 보성군

 [표 3-4] 국회의사당 설계 자료 중 한국 건축양식 조사 일람88)

 강봉진(姜奉辰, 1917-2003)이 설계한 국립종합박물관 안은 현대 건축 설계를 위

한 한국 전통 양식의 조사 연구에서 국회의사당과 함께 초기의 사례로 꼽힐 것이

다. 국회의사당 본 설계에서 감리자문기구에 참여한 정인국(鄭寅國, 1916-1975)

88) 소재지와 연대는 현재의 표기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국회의사당 건립사업 연간보고

서의 내용을 송기형. (2007).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p. 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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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 종합박물관 투시도

(출처 : 공간, 1967년 1월호, p. 8)

은 아시아적 근대성을 언급하면서, 현대에는 재료와 시공법이 발달하여 콘크리트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통을 강조한 기념비적 공간으로써의 

국립박물관의 모습을 보다 추구했던 것이다.89) 정인국은 1973년 12월 집필한 그

의 글90)에서 우리 문화 창조와 전통 계승이 새로운 시대의 조류라는 점을 밝힌다. 

그는 이선근(李瑄根, 1905-1983)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

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전통 계승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는 문화재 보수와 정비, 사적지의 성역화 사

업으로 이어져 한국 전통 요소를 직설적으로 구현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 성역

화 사업의 도구로 이용된 다양한 건축물들은 ‘정신이 선도하는 물질문명’을 목

표로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다.91) 고전의 직설적인 모방은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

하고, 전통 계승에 관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많은 공공 건축물에서 선호되었다. 하지만 고전을 철근 콘크

89) 강난형. (2017).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종합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3
집, pp. 200-201.

90) 정인국. (1973). ｢건축역사｣, 건축, 제17권 55호, p.51.

91) 은정태. (2005).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호,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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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칠백의총 종용사 (1971) (설계 : 장기인)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칠백의총종용사｣, CET0066211)

 [그림 3-25] 독립기념관 (1986) (설계 : 김기웅)

(출처 : 국가기록원. (1987). ｢독립기념관 전경｣, DET0042868)

리트로 변형 없이 모사, 배치하였다는 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86년 아

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한국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전통 표현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기단부를 기능적으로 정리

하고 상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조건축 형식을 올리는 방법이 나타났다.92) 

  

92) 정순영, 윤인석. (1999).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
축역사연구, 제8권 3호,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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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 주한 프랑스 대사관 (1961) (설계 : 김중업)

(출처 : 김정동, (2013). ｢김중업의 주한프랑스대사관, 그 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 116.)

 반면, 추상화된 표현으로 전통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직설적 표현

이 목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대체하여 형태만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 비판받았다면, 추상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건축에서는 문양과 장식, 조형, 구조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93) 

 주한 프랑스 대사관 (1961)은 김중업의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

로, 서양의 주된 구축체계와 한국의 지역성을 융합하였다. 김중업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구축 체계를 고민하면서, 지붕과 기둥의 구축 관계는 서양 건축의 근간

을 이루는 그리스 건축의 특징을 받아들였다. 그리스 신전 건축의 역주와 그 위를 

덮는 지붕의 구성, 주신(柱身)에 홈을 내고 엔타시스(entasys)를 구현하고자 한 

점 등이 해당한다. 지붕의 형태와 구성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구축 체계를 도입

했다. 김중업은 커다란 지붕을 현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를 곡선지붕 상부에 

놓아 구조적인 균형을 잡았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형태에서는 지붕선만을 차용하

였다.94) 지붕 형태는 한국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구조와 기능은 르 코르뷔지에(Le 

93) 정순영, 윤인석. (1999).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
축역사연구, 제8권 3호, p. 60..

94) 정인하. (1998).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시지각적 장면 구성과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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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절두산 성당 (1967) (설계 : 이희태)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절두산복자성당｣, 
CET0052632)

 [그림 3-28] 부여박물관 (1971) (설계 : 김수근)

(출처 : 국가기록원, (1971), ｢국립부여박물관 건물 

전경｣, CET0061050)

Corbusier)의 근대 건축의 것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김중업 건축에서도 독창적

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1호,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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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향은 이희태의 절두산 성당 (1967) 설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

만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기능적인 공간과 전통적인 곡선을 가진 지붕을 분리시

키는 방법과는 달리, 이희태는 건물 본체와 지붕을 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붕

과 기둥으로 된 구조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 방식은 주한 프

랑스대사관저와 이경호 주택 등에서 보이는 방식을 계승한 것이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비해 지붕이 약화된 것과는 별개로 한옥의 목구조 형식을 현대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는 건물의 구조 체계를 기능적이면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장식적인 기둥이라는 두 가지 기둥 시스템을 생각해내었다. 이희

태는 경복궁 경회루를 한국 전통 건축의 표본으로 생각하였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여, 이러한 기둥 시스템을 생각해 낸 것이다.95) 

 이희태가 절두산 성당을 설계하던 당시에는 지역성에 대한 논쟁이 거세어지던 

시기였는데, 부여박물관 현상 설계를 둘러싼 김수근과 김중업의 지상논쟁도 이 시

기에 벌어진 것이었다. 1966년 국립종합박물관 설계로 촉발된 전통 표현에 대한 

논쟁은 부여박물관 왜색 시비로 정점이 되었다. 이는 일반 대중의 인식이 이 건물

을 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건축의 예술성과 대

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중앙성원과 전주성원은 당시의 전통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직설적인 표현

을 추구하였던 건축들의 범주에 서있다. 국립종합박물관을 설계한 강봉진은 그의 

글96)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건축의 아이디어가 고갈되면서 다시금 양식

건축(樣式建築)과의 융합이 시대의 조류임을 밝힌다. 그는 근대건축의 합리성에

서 벗어날 수 있는 활로로 양식건축을 들고 있다. 서울중앙성원의 설계자 최춘환

이 직접 전통 계승 논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

울중앙성원의 설계방침에서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최춘환은 이슬람교 자체

의 특수한 정서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낯익은 외관의 부여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슬람 건축이라는 광대한 건축적 유산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과 패턴 속에서 계승되었고, 창조되었음을 주장한다.97) 이는 강봉진이 

95) 정인하. (2000). ｢절두산 성당의 장소성과 조형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1호, 

pp. 56-61..

96) 강봉진. (1974). ｢건축양식과 양식건축｣, 건축, 제18권 59호, pp. 70-71..

97)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p.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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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9] 서울중앙성원 동측면도

(출처 : Masjid & Islamic Center, Seoul, Korea)

 [그림 3-30] 서울중앙성원 동쪽 입면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한국이슬람교중앙성원전경｣, CET0061561)
앞서 소개한 글에서 건축양식이란 사회적 기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고유한 전통으

로, 어떠한 외세에도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또한, 강

봉진은 양식건축에 대해 엄격한 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가의 창작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한다. 이는 현대적 건축 작가의 주관을 작품에 투영

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점을 밝히는 최춘환의 글과도 논점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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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진의 국립종합박물관 안이 한국 전통 요소의 계승을 목표로 했다면, 서울중

앙성원은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 계승에 대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었던 것이다. 구

술 증언을 제공한 강선중 박사는 이 건물의 진입 방식에 대하여 강봉진의 국립종

합박물관 안의 저층부 구성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이를 전주성원에서도 다시금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국내 최초의 이슬람교 사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서울중앙성원은 설계 과정에서 

이슬람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 요소와 한국 전통 건축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시

도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미나레트의 지붕, 담장 등에서 살필 수 있다. 하지만, 

설계자는 전통 건축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조나 장식, 평면 

등의 전통 건축 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기와지붕만 도입하였다. 미나레트와 담장

에 기와지붕 형태가 추가되었으나, 공포나 처마 부재의 표현 등은 생략되었다. 미

나레트의 지붕은 건립될 때 한옥 지붕으로 구현되었으나, 이후 바람에 의한 낙하 

사고로 인하여 철제 지붕으로 교체됐다. 담장의 기와 지붕은 건립 당시에 구현되

지 않았다. 미나레트와 담장에서 모두 수키와와 암키와가 표현되었지만, 담장에서 

서까래를 형태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미나레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 

위에 기와지붕만을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설계자 최춘환은 성원 설계 이후부터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

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원 설계 이후 최춘환은 ｢韓國 木造建築基本形式 類
型 分類에 關한 硏究(1977)｣, ｢中國系 木造建築樣式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比
較硏究(1979)｣ 등을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세워진 전주 이슬람교 성원

(Masjid Abu Bakr, 1986)은 최춘환이 설계한 2개의 이슬람교 사원 중 하나로, 그

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건축에 대한 시기적 관심과 더불어 요소의 발전적 도입이 

엿보인다. 이 건축물에서는 기와지붕을 사원 본당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와 

지붕을 얹은 전탑 형태로 미나레트를 설계하는 등98) 전통 건축 요소를 과감히 적

용하였다. 전주 이슬람교 성원 설계에는 강선중 박사가 참여를 하였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고층 탑들이 대개 전탑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이 설

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서울중앙성원의 미나레트에서 기단부는 화강암으로 석재

98) 서울중앙성원의 미나레트에서 기단부는 화강암으로 석재로 마감하였고,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Table 4(g)). 반면,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미나레트 전체를 전탑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Table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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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전주성원 남측면도

(출처 : Masjid Abu Bakr, Chonju, Korea)

 [그림 3-32] 전주성원 북쪽 입면

(출처 : 강선중 박사 촬영)

로 마감하였고,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반면,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미나레트 전체를 전탑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

다.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서울중앙성원에서 계단을 통해 예배실으로 접근하

던 기존의 방식을 발전시켜 석재 난간과 목조 가구식 구조를 모사한 석조 계단으

로 구현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성원에서 콘크리트 패널로 격자 패턴의 입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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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던 것을 발전시켜,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한옥 창호를 형태적으로 도입하

였다. 서울중앙성원에서는 평지붕에 돔을 단순히 결합하는데 그쳤던 것과 달리 전

주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지붕 형태와 돔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공포와 서까래를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처마를 간략화하여 표현하는 등의 

발전적 시도가 있었다. 서울중앙성원에서 실험하였던 형태들은 전주 이슬람교 성

원에서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서울중앙성원에서는 이슬람과 한국 전통 건축 요소를 형태적으로 결합하려 시도

하였고, 미나레트의 지붕과 담장에서 장식적인 요소로 도입되었다. 설계자는 서울

중앙성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였다. 최춘환은 전주 이슬람교 성원 이후로 이슬람교 관련 건축물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성원은 이슬람 문화권과 한국의 건축 형태를 결합하고자 

했던 건축가의 시도를 살필 수 있는 실험적 사례라는 점에서, 전주 이슬람교 성원

은 이를 발전시킨 사례로 그 의미가 놓일 것이다. 

 설계자 최춘환은 1977년 안동댐 수몰지역 건축환경 조사 등에 참여하며 문화재

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성원과 전주 성원의 사례의 한

계는 한국 전통과 이슬람 문화를 구분 짓고, 단순한 병렬적 결합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충분한 해

석을 전제하지 않고, 형태만을 도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성원에 비해 전주성원의 

사례는 보다 발전적인 도입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돔과 기와지붕에 대한 어떠한 

해석을 전제하지 않고 형태적으로 결합하는 등 한국의 이슬람 사원이란 어떠한 

구성일 수 있는가에 대한 독창적이고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

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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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성원 (1976) 전주성원 (1986)

기와 지붕

(a) 미나레트 (b) 담장 (c) 미나레트 (d) 예배당

테라스
 

(e) 아치 형태를 가진 기단 (f) 목가구(木架構)와 석축 기단의 
형태적 모사

미나레트
(g) 기단부는 석축 

기단의 모사로, 
상층부는 콘크리트에 

기와 지붕
(h) 전체를 전탑 형태로 

설계

파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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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장식타일 
(450*450*150mm)

(j) 문살무늬와 목가구 구조의 형태적 
모사

지붕

(k) 평지붕과 돔의 결합 (l) 한옥 형태 지붕과 돔의 결합

 [표 3-5] 서울중앙성원과 전주성원의 건축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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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4] 설계 변경안에서 생략된 부분

(출처 : 국가기록원, 1977, CET0061597)

 [그림 3-33] 서울중앙성원 준공식 

당일 전경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CET0061561)

3.3 건립 당시 설계 변경안과 건립 이후 변화 과정의 특징

3.3.1 초기 설계안과 건립 당시 설계 변경안의 비교와 특징

  

 서울중앙성원의 초기 계획안은 건축주였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관계자들의 

전적인 동의를 얻었다.99) 하지만, 극히 소액으로 책정된 공사비로 인해 타일을 비

롯한 각종 장식 요소들이 배제되었고, 다수의 계획들이 변경 혹은 축소되거나 생

략된 채로 설계 변경안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100) 많은 설계비를 지원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와 기타 관계 기관들은 확정된 안에 대해 무수정 동의하여 성원을 

착공하게 되었다.101)

 개원 당시의 서울중앙성원은 초기 계획안에서 제안되었던 디자인의 상당 부분이 

다른 형태로 변형, 축소 혹은 생략된 상태였으며, 내외부의 장식 등은 앞으로 시

공될 것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표 3-5]). 미완성된 상태로 개원한 서울중앙성원은 

1990년에 건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증축 공사가 있기 전까지 큰 변화 없이 형태

를 유지하였다. 

99)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 41.

100) 최춘환. (1981). ｢[世界의 傳統建築] 이슬람 寺院｣, 월간 건축문화, 3호, p. 37.

101) 최춘환. (1976). ｢이슬람교 聖院｣, 建築韓國, 제 3권 7월호,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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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설계 변경안으로 

구현된 정문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CET0061561)

 [그림 3-36] 초기 설계안과 설계 변경안에서 

외부 공간 구성 변화

 설계 변경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외부 공간 계획이었다. 초기 설계안

에서 외부 공간 계획은 키블라를 기준으로 사원 본당과 진입로를 정렬하는 중심

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능적인 용도의 주차공간과 의례적인 용도의 산으로 

외부 공간을 분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설계 변경안에서는 진입 

방식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외부 공간 계획이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설계 변경안에서는 키블라 방향과 일치시켜 기념비성을 강조하고자 한 기존의 

진입 방식과 다르게, 우사단로 방향의 코너 부분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제안되었다. 새로운 진입 방식이 제안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성원 부지의 높이

가 주변 지형과 차이가 있어 본당을 정면에 두고 진입할 때, 단차를 극복하기 위

한 공사가 까다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사단로 코너 부분에 Y자 형 진

입로를 만든 뒤,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을 설치하여 경내로 올라오도록 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진입 방식의 변화는 외부 공간 계획의 전반적인 구성을 흐리는 

것이어서, 기존에 설계되었던 산과 전정, 후정 등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결과적

으로는 공터로 남게 되었다. 생략된 2개의 정원은 소규모 화단 2개를 조성하는 것

으로 대체되었다.

 이슬람 문화센터는 본래 3개 층으로 구성된 1동의 V자형 건축물로 계획되었으

나, 진입 위치가 변경되면서 2개 층으로 구성된 일자형 건물 2개 동으로 분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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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개 층이었던 건물이 2개 층으로 바뀌면서, 상층부에 산(Sahn)과 함께 계획되

었던 아케이드도 생략되었다. 3층이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부 공

간은 넓어지게 되었는데, 초기 계획안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으로만 남게 

되었다. 

 사원 내부는 초기 계획안과 많은 차이가 없지만, 미나레트와 돔의 상당 부분에서 

축소와 생략이 있었다. 미나레트는 본래 23.7m 높이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19.9m로 조정되었으며, 돔 역시 기단부를 대폭 축소하여 높이가 낮아지게 되었다. 

작은 돔 2개도 비용 및 하중 문제로 생략되면서, 채광에 대한 계획들 중 상당수가 

구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미나레트의 경우 본래 테라스 2개에 모두 한옥 지붕을 

만들려던 것을 상층부만 남기고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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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설계변경안 배치도

변경 축소 생략

1973년 1976년 1973 1976 1973 1976

예배당

큰 
돔

환기 
도관

초승달 장식
큰 
돔

화강암 
마감

페인트 마감
큰 
돔  

코핑 X

채색 유리 일반 유리 
작
은 
돔 

(a) 북쪽 돔 X

(b) 남쪽 돔 X

미
나
레
트

사각형 
장식

부채꼴 장식

미
나
레
트
지
붕

2개 
테라스

1개 테라스

장
식
타
일

(a) 인테리어 X

(b) 외부 X

이슬람 
문화 
센터

1동의 V자형 
평면

2개로 분절된 
1자형 평면

3층 2층
(a) 아케이드 (Riwaq) X

(b) 무역 센터 X

외부 
공간

접
근
방
향

키블라와 
일치

우사단로 
코너

녹
지

(a) 전정
화단 (a) 입구 부분의 램프 X

(b) 후정

접
근 
로 
형
태

선형 Y자 형
한옥 담장

콘크리트 
담장

(b) 산(Sahn) X

정
문

첨두아치 3엽형 아치 (c) 굴뚝 X

[표 3-6] 방법에 따른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과 설계 변경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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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 이슬람 문화센터 증축과 변경

3.3.2 건립 이후의 변화 과정과 의미

 1980년대 후반에는 국내에서 단순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1991년부터 산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이슬람교 

국가 출신이었다.102)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서울중앙성원은 건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증축 공사를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마무리하였다. 증축의 대상은 

이슬람 문화 센터였는데, 설계 변경안에서 생략되었던 3층을 짓고, 분리되어 있던 

2동의 이슬람 문화센터를 1동으로 합병시키는 공사였다. 이 공사와 함께 입구에 

설치되었던 3엽형 아치 형태의 콘크리트 조 입구를 초기 계획안과 유사한 첨두아

치 형태로 바꾸었다. 증축된 이슬람 문화 센터에는 프린스 술탄 이슬람 선교원

(Prince Sultan Islamic School)이 들어서 이주 무슬림 자녀들의 최초의 교육 기관

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 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의 위치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계획안에서 제안되었던 아케이드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기존의 이슬람 문

102) 김철호. (2012). 이슬람거리의 형성과 한국인무슬림의 입교과정, 영남대학

교 대학원 문화인류 사회인류학 및 민속학 석사학위 논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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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8] 위치가 변경된 우두 공간과 의례 동선의 변화

화 센터가 성원 경내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두 공간 사이의 연

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다. 이슬람 문화 센터의 1층과 2층은 편복도

형으로 구성된 건물로, 복도의 방향을 성원 외부로 두고 있었으나, 3층에서는 성

원 내부를 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존의 이슬람 문화 센터에서는 성원 경내에

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증축 이후에는 경내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와 1개의 구름다리가 만들어져 연결성이 강화되었다. 

 분리되어 있던 2동의 건물을 1동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코너에 위치했던 입구

를 재정비하는 공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진 입구는 기존의 입구를 

대체하여 더 크게 만들어졌다. 현재의 이슬람 타운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서울중앙성원 건립 직후가 아닌 199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이슬람 문화 센터 1층

에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2004

년 한남 뉴타운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서울중앙성원 입구를 중심으로 무슬림

들의 집거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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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을 이용하는 무슬림들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된 부분

도 있었다. 초기 계획안에서 1층 부대시설과 더불어 계획되었던 우두 공간은 설계 

변경안에서도 큰 변화 없이 구현되었다. 이 우두 공간은 [그림 3-14]에 나타난 유

형 1에 해당되어, 세정 의식 이후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청결한 영역으로 이동

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신도 수가 증가하

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더해졌는데 그것은 사원에 하나 뿐인 계단에 예배실로 향

하는 인파가 몰리면서 신도들의 쾌적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원 측에서는 편의를 위해 1층의 우두 공간을 사원 외부로 옮겨 재배치하였다. 

건립 초기에는 남녀의 우두 공간이 물리적으로 붙어있었으나, 재배치를 통해 이를 

분리하였다. 남성의 우두 공간은 사원 북쪽의 주차장 부지로 옮겼으며, 여성의 우

두 공간은 증축된 이슬람 문화 센터로 옮겨가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우두를 위한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지는 못했고, 컨테이너 박스(남성 공

간)([그림 3-26])와 건물 내 일부분을 활용(여성 공간)하였다. 우두 공간을 분리함

에 따라, 예배실로 접근할 때 협소한 공간에 신도들이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남성은 우두를 진행한 후 중앙 계단으로 예배실로 접근하였으며, 여성은 

1층에 위치해 있는 기존의 계단을 이용하여 3층 예배실로 접근하도록 동선을 구

분하였다([그림 3-26]). 

 건립 이후에 나타난 변화 과정은 무슬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에 입주하지 않았던 상업 시설과 

교육 시설이 성원 공간에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닌 무슬

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성원을 이용하는 무슬림

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의례 동선이 수정되면서 쓰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통해 서울중앙성원이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슬림 커뮤니티의 장소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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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경기광주성원 전경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3-40] 경기광주성원 배치도

(출처 : 직접 작성)

3.4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의 비교적 고찰 

 1976년 서울중앙성원이 완공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1980년에 부산 성원이 개원

하였고, 1981년 경기광주성원이 개원하였다.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은 모

두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립주체로써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 장

에서는 특히, 경기광주성원과 서울중앙성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1970년

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건립한 성원(모스크)의 전형이 어떠한 것이

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경기광주성원은 서울중앙성원과 마찬가지로 키블라에 일치한 대칭형 평면으로 

설계되었다. 경기광주성원은 서울중앙성원 설계를 진행할 때, 이슬람교 사원이라

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 구성요소로 삼았던, 키블라(Qibla), 미나레트

(Minaret), 돔(Dome)에 대한 규범적 틀을 그대로 따랐다. 경기광주성원에서도 이 

3가지 요소를 중점적인 계획 요소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광주성원에서 드러나는 외부 공간 구성의 큰 특징은 서울중앙성원의 초기 

설계안과 유사하다는 것에 있다.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에서는  키블라를 중심

으로 예배당을 대칭적으로 놓고, 외부 공간을 크게 두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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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경기광주성원 2층 미나레트

(출처 : 직접 촬영)

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림 4-5]에서 살필 수 있듯이 경기 광주 성원의 경우

에도 키블라를 중심으로 예배당 본당을 대칭적으로 놓고 건물을 사이에 두고 외

부 공간을 크게 2개로 나누었다. 하지만, 키블라의 방향이 서남쪽을 향하기 때문

에, 큰길에서 키블라를 중심축으로 하여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취해지지 않았

다. 

 경기광주성원의 외부 공간 계획은 

크게 마당과 주차장의 2가지 영역으

로 나누어 배치한다는 점에서 서울

중앙성원의 초기 계획안과 유사하

지만, 동시에 초기계획안에서 구현

하고자 했던 키블라를 축으로한 접

근 방식은 규범에 의해 배제되었다. 

다만, 예배당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

사한 방식을 취했는데, 외부로부터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무슬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래 예배당 내부에 

존재했던 우두 공간을 밖으로 재배

치하여 가설 건축물 형태로 재배치

한 방식도 서울중앙성원에서 나타

났던 변화 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당시 서울중앙성원, 경기광주성원 

등 정부 주도로 건립된 성원에서 신

도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염두하

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또한, 서울중앙성원에서 강조되었던 돔과 미나레트 역시 이 계획에도 포함되었

다. 미나레트는 서울중앙성원에서와 같이 2층 테라스를 지닌 구조물로 만들어졌

다. 다만,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본당 내부에서 미나레트로 접근하게 만든 것과 달

리, 경기광주성원에서는 독립적인 수직 동선을 갖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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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서울중앙성원의 돔

(출처 : 국가기록원, 1976, CET0061561)

[그림 3-43] 경기광주성원의 돔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3-44] 서울중앙성원의 파사드 패턴 [그림 3-45] 경기광주성원의 파사드 패턴

있다. 돔 역시 자연 채광 방식의 돔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성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부대시설들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성원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면

적이 크지 않은 관계로 입구에 부속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점

은 서울중앙성원과 다른 점이다. 서울중앙성원은 부대시설은 1층에 놓고, 예배당

을 2층으로 놓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성원에서 시도되었던 파사드 패턴을 유사하게 활용했다

는 점도 유사하다. 현재의 경기광주성원은 2018년 완료된 외관 공사로 

인해 그 패턴을 찾기 어려워졌지만, 이전의 성원에서는 타일 패턴과 함

께 아치 모양의 형태가 남아있었다. 현재도 아치 모양은 남아있으나, 타

일 패턴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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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도권 성원의 계획적 분석과 변화

                       4.1 프로그램의 배치 구성에 따른 성원의 유형

                       4.2 수도권 성원의 사례로 본 한국 무슬림 공간의 특징 

                       4.3 소 결

4.1 프로그램의 배치 구성에 따른 성원의 유형

4.1.1 프로그램 배치 구성에 따른 유형 분류

 앞서 2장에서는 이슬람 성원을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각각 도시에 위치한 성원과 

교외에 위치한 성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서울중앙성원이 건립된 

1976년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과 200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음을 주장하

였다. 프로그램의 배치 구성에 따라서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무실과 예배당을 함께 배치하고, 커뮤니티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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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프로그램 배치에 따른 성원의 유형 (파란색 : 본당, 빨간색 : 별동)

을 별동으로 분리한 뒤 산(Sahn)으로 두 건물을 엮는‘중앙성원형’, 둘째, 2000

년대에 도시 지역에 4-5층 규모로 건립된 ‘고층형’, 셋째, 사무실과 예배당 건

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하되, 산이 존재하지 않는‘병렬형’, 넷

째, 예배당, 사무실, 기타 프로그램이 단독채에 존재하는‘단독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 내에 존재하는 성원 뿐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성원이 이 분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2020년 현재 전국에는 17개소의 성원이 있다. 수도권에는 9개

소가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앞서 다루었던 4가지의 분류에 따라 전국에 

소재하는 18개 성원을 분류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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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원(모스크)

(a) 중앙성원형
서울중앙성원(서울특별시, 1976), 이슬람 알-파타 부산성원(부산광역시, 1980), 

경기광주성원(경기도 광주, 1981)

(b) 고층형

포천성원(포천시, 2005), 안산성원(안산시, 2001), 부평성원(인천광역시, 2004), 

인천성원(인천광역시, 2013), 대전성원(대전광역시, 미상), 이슬람 알-후다 

구미성원(구미시, 2017), 김해성원(김해시, 미상)

(c) 병렬형 파주성원(파주시, 2009), 이슬람 우스만 대구성원(대구광역시, 2006)

(d) 단독채형
김포성원(김포시, 2004), 전주성원(전주시, 1986), 창원성원(창원시, 미상), 

전남광주성원(광주광역시, 2008), 제주성원(제주시, 미상)

 [표 4-1] 프로그램 배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국내의 성원

 프로그램 배치 유형에 따라 국내의 성원을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는 유형은 고층형으로 7개소에 이르렀고, 단독채형이 5개소, 병렬형이 2개소, 

중앙성원형이 2개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성원형 성원은 서울중앙성원과 부산성원이 유일하며, 부산성원, 경기광주성

원 건립 이후에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중앙성원형의 경우 산(Sahn)이 포함된 유

형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울중앙성원과 부산성원, 

경기광주성원은 정부가 건립주체의 하나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보다 

용이했으나, 기타 성원들은 신도들의 모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지를 마련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렬형과 단독채형은 시기적으로 뚜렷한 등장시기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

히 단독채형의 경우 전주성원에서는 외적인 건축 요소를 갖추려 했던 것에 반해, 

이후 지어지는 성원에서는 농가, 주택 등을 큰 변형 없이 활용하는 등 설계 경향 

상의 변화가 있었다. 

 고층형은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원의 유형이

다. 2001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건립되었으며, 수도권 8개 성원 중 

4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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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커뮤니티 지원 시설과 예배실의 배치 관계

4.1.2 프로그램 배치 구성에 따른 유형별 특징

 

 서울중앙성원, 경기광주성원은 중앙성원형 성원으로 자세한 특징과 구성을 3장

에서 미리 살폈다. 따라서 4장에서는 나머지 3가지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핀다. 

3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고층형은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도시에 등장하기 시작

한 성원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포천성원, 안산성원, 부평성원, 인천성원이 바로 

고층형 성원에 해당한다. 이 성원들은 계획 측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배치 방식

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저층부에는 가게, 사무실 등의 프로그램이 위치한다. 2층

부터는 예배실인데 보통 남성 전용 예배실로 활용되며 여성 예배실이 없는 경우

에는 남성만 예배실에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 예배실은 2.5층이나 3층에 위

치하는데,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규모는 4층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4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입주한다. 이곳에서 정

보 교류와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madrasa)

가 입주한다. 저층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예배실이 시작되는 층은 다르나, 구성은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층형 성원은 크게 키블라의 방향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2]는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배치를, [그림 4-3]과 [그림 4-4]는 

키블라에 따른 예배실 배치를 보여준다. 키블라가 예배실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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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키블라가 벽면과 일치한 방향일 경우

[그림 4-4] 키블라가 벽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우 기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도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키블라가 건물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도실 

설치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키블라가 벽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된 추가 

예배 공간은 공식적인 예배실은 아니며, 평소에는 학교(madrasa), 강당 등으로 활

용되다가 금요 예배와 같이 많은 회중이 집결할 경우, 기도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장소는 기도 장소임에도 키블라의 방향을 가리키는 미흐라브가 없

다. 교외형 성원에서는 반면, 키블라가 정확히 메카 방향을 나타내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허용을 가지고 설치되었다. 예배실은 접근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

로 1층에 사무실을 두고 2층에 예배실을 놓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있었으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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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예배실 이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예배실 위에 배치하

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안산성원에서는 예배실을 2층과 3층에 설치하고, 지원시설을 4층과 5층에 설치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원시설에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실 앞이 혼잡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포천성원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가게를 1

층과 2층에, 지원시설 및 사무실은 3층과 4층에 위치시키고, 예배실을 최상층인 5

층에 위치시키게 되었다.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엘리베이터로 해결하였다. 

 병렬형 성원에서는 고층형과 달리 예배실과 사무실, 기타 기능을 각각 2개 동으

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예배실이 수용된 건물을 본당, 기타 기능을 수용한 건물을 

별동으로 부른다면, 본당의 경우 2층, 별동은 기능의 종류, 개수에 따라서 그 규모

가 달라진다. 병렬형 성원의 본당에서 특이점으로 삼을 만한 것은 일정하게 지켜

지는 프로그램의 배치이다. 모든 병렬형 성원은 2층에 예배당을 가지며, 1층에는 

사무실 혹은 점포를 갖도록 설계된다. 고층형 성원에서도 2층부터 예배당을 배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예배 공간으로써 2층이 가장 선호된

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별동의 경우는 성원이 놓인 도시적 환경, 이

용하는 사람의 구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갖는다. 

 단독채형 성원은 전주성원을 제외한 모든 성원에서 시각적 상징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단독 주택 형태를 갖는다. 이 유형의 성원에서는 작은 가용 면적을 몇 가

지 허용을 통해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허용이라 함은 이슬람 예배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공간 구성적 규칙들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키블라의 방향과 미흐라브가 수직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었

고, 남성과 여성의 예배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커뮤니

티 지원 시설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실과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의 이슬람교 성원에서는 특유의 도시적 환경과 무슬림의 재정적인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공간들이 등장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이슬람 

예배 공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성원 이후에 만들어진 수도권 지역의 성원 7군데를 

답사하였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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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안산성원 (2001)의 전경 (왼쪽), 입면(가운데), 의례 동선 (오른쪽)

4.2 수도권 성원의 사례로 본 한국 무슬림 공간의 특징

4.2.1 고층형 성원의 사례 : 안산, 부평, 포천, 인천성원

 고층형 성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도시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고층형 성원의 초기 형태인 안산성원에서는 우두공간이 사무실과 함께 1층에 

위치하였으며, 2층 예배실로 진입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신발을 벗는 공간은 예

배실과 함께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중앙성원과 마찬가지로 청결한 영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게다가 키블라의 방향이 대각선 방향인 관

계로([그림 4-5]) 예배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예배 공간이 필요했다. 공

식적으로는 2층과 2.5층에만 예배실이 위치했지만 3층의 학교(madrasa)를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신, 본래의 목적이 학교인 만큼 미흐라브는 설치되지 

않고, 카페트로만 그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슬람 센터의 경우, 4층과 5층에 위치

하고 있어서, 예배실을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예배실에서 기도를 마친 

뒤 이슬람센터로 가기 위해서 신발을 다시 신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여성 예

배실은 2.5층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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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안산성원의 2층 예배당과 

미흐라브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4-7] 2.5층에 설치된 안산성원의 여성 

예배실 (출처 : 직접 촬영)

 건축물 외부를 보면,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에서 적용되었던 장식 타일은 

사라지고, 오히려 계단 공간이 전면부로 배치되었으며, 커튼월을 통해 입면을 처

리하였다. 시각적 상징요소로는 돔과 미나레트, 타크비르(Takbir, 무슬림 신앙고

백)를 새긴 글자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에서는 돔이 실내

로 빛을 들이는 용도로, 미나레트는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던 것

과는 다르게, 안산성원에서는 장식적인 요소로 단순화되었다. 

 부평 성원에서는 우두 공간과 사무공간이 함께 있어 생기는 불편함을 없애고 동

선을 단순화하였다. 사무실은 1층에 그대로 위치하였으나, 의례 동선은 분리시켜 

2층에서부터 모든 의례가 시작되도록 조정하였다. 남녀 우두 공간이 함께 있어 많

은 사람들이 몰리는 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 우두 공간

을 분리시켰다. 또, 여성 예배실을 2.5층이 아닌 3층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점

도 다르다. 

 외부를 보면, 입면 상에 첨두 아치 형태의 커튼월 유리창을 활용하는 것은 안산 

성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형 성원들에서 굳어져 가는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2013년에 완공된 인천 성원에서도 보이는 방식이다. 또, 

시각적 상징요소로는 타크비르만이 채택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성원들

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각적 상징요소는 아치형 유리창, 타크비르, 돔, 미나레트였

다. 모든 성원이 이 요소를 다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타크비르는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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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부평성원 (2004)의 입면(왼쪽)과 의례 동선 (오른쪽)

[그림 4-9] 포천성원 (2005) 미나레트(왼쪽), 입면(가운데)과 의례 동선 (오른쪽)

이후 모든 성원에서 나타나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시각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다.  

 포천 성원은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위치시키면서도 의례 동선을 단순화한 사례

이다. 이전의 성원들에서 일반적으로 저층부에 점포 혹은 사무실을 배치한 다음, 

2층 혹은 3층부터 예배실을 채워나갔던 것과 달리, 포천 성원에서는 커뮤니티 지

원 시설인 이슬람 센터를 3층과 4층에 먼저 배치시킨 뒤, 예배실을 최상층에 두었

다. 이로써, 우두 공간에서 예배실로 향하는 동선이 단순화되었으며, 이슬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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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인천성원 (2013) 입면(왼쪽)과 의례 동선 (오른쪽)

로의 접근도 용이하게 바뀌었다. 예배실이 최상층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것은 엘

리베이터 설치로 보완하였다. 하지만, 예배실이 최상층에 배치되었고 공간이 협소

하여 여성 예배실을 설치할 수 없었고, 건물 규모에 비해 예배 공간이 작은 것은 

한계로 남을 것이다. 

 외부의 시각적 요소는 이전의 성원들에 비해서도 최대한 배제된 상태로 만들어

졌다. 첨두아치 형태의 유리창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돔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미나레트 형태의 장식 요소와 타크비르를 최상층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보았을 때, 시각적인 요소는 최소화되어 있다. 이 건물은 포천 성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이슬람 센터로써의 목적이 더욱 강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각적 요소의 최소화는 인천 성원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인천 성원은 포천 성원에서 동선을 정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예

배실이 최상층에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안으로 지어졌다. 우두를 

예배실 내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수직 동선과 분리시켰고, 이슬람센터를 

최상층으로 올리면서 예배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부평성원에서 시

도되었던 남녀 우두 분리를 적용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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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인천성원의 주 예배실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4-12] 인천성원의 여성 예배실 (출처 : 직접 촬영)

 외부의 시각적 요소는 포천성원에 비해서도 더욱 절제된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외부의 첨두아치형 창문을 제외하면 미나레트와 돔은 모두 생략된 모습이다. 타크

비르도 최소한으로 쓰여 입면의 중점적인 계획 요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2000년대 이후 성원의 계획은 서울중앙성원 모

델에서 어떻게 의례 동선을 효율적이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

된 것이었다. 의례 동선에 대한 계획은 우두 공간, 수직 동선, 커뮤니티 지원시설

(이슬람 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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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파주성원 (2009)의 북측면도

4.2.2 병렬형 성원의 사례 : 파주성원

 파주성원에서는 1층에 사무실을 두고 2층에 예배실을 둔 본당을 만들고, 옆에 이

주 노동자를 위한 식당과 이주민 센터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성원에서도 이슬람 

문화 센터를 따로 두고 지원 시설을 입주시키고 본당은 독립채로 만들어 1층에 

사무실을 두고 2층에는 예배실을 두었다. 프로그램 배치 방식에 있어서 예배실이 

위치한 본당과 기타 지원 시설을 분리한다는 점은 서울중앙성원과 유사하게 보인

다. 하지만, 두 건물이 산(Sahn)을 공유하고 있지 않고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에 

그쳤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파주성원의 공간 구성 상 특징은 본당과 별관 사

이에 계단을 두어 서로 다른 건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층 예배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그림 4-13]).

 현재의 건물은 2009년에 새로 완공된 건물이다. 2009년 이전의 파주성원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009년에 새롭게 건설된 파주성원 본당은 

200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의 모금으로 건립되었

다. 본래의 건물은 단층 건물이었으나 2010년에 새롭게 건립될 당시 서울중앙성

원에서 2층 예배실 공사비를 보조하여 현재의 시설로 재탄생하였다. 연구자는 파

주성원 예배에 출석하는 한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무슬림으로부터 건립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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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파주성원 별동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4-14] 파주성원 예배당 진입 공간

(출처 : 직접 촬영) 

한국 사람이 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이태원에 있잖아요.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건물 만들 때 3억인가 그 정도 지원을 했었어요, 건물 만들 때. 거기서도 조금 도

와줬었어요.103) 

-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무슬림 (파주성원 관계자)

 

 성원 옆의 별동은 식당이나 친교 장소로 쓰이는데, 카타르 대사관에서 공사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 별동은 본당보다 더 빠른 2001년에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부

지를 매입할 때부터 존재하던 건물로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고 양육을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용도를 겸하게 되었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가 

줄면서 이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한국에 처음 정착하면서 일

자리가 없는 무슬림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이슬람교 성원의 별동은 불법 체류자 및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겸하고 있다. 

103) 조윤오. (2020). ｢파주 이슬람교 성원 관계자 구술채록｣,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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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애들도 데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리가 없었

어요. 카타르 대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들 먹고 살만한 게 없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서 재워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비어 있잖아요. 불

법 체류자가 없으니까.

(중략)

지금은 사람들 안 모여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밑에 식당에서 밥 먹고, 화장실도 있

어요. 기숙사처럼 방 두 개나 있고, 거실 있고 다 있어요. 

(중략)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밥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104)

-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무슬림 (파주성원 관계자)

  2010년 서울중앙성원의 원조로 건축된 새로운 건물은 본래 1층의 작은 사무실

과 2층의 예배실, 2개의 미나레트를 갖춘 건물이었다. 2016년에는 사무실이 확장

되었고, 2017년에는 돔을 새롭게 신축하였다. 2020년에는 옥상 위 장식과 도색을 

다시 하여 현재의 본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그림 4-15] ). 

돔과 미나레트는 우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어요. 라마

단 알죠? 라마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100만원도 주

고 그랬어요. 돈이 많이 모여서 관리비로 쓴 다음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돔이랑 

미나레트 등을 만든 거예요.105)  

-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무슬림 (파주성원 관계자)

 이처럼 도시의 고층형 성원에서는 현재로 올수록 보다 절제된 시각적 상징 요소

를 활용하였으나, 파주성원의 경우에는 공단, 농촌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늘어나

104) 조윤오. (2020). ｢파주 이슬람교 성원 관계자 구술채록｣, pp. 2-3.
105) 조윤오. (2020). ｢파주 이슬람교 성원 관계자 구술채록｣,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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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파주성원 본당 입면의 변화

[그림 4-17] 파주성원 돔 증축 공사 안내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4-18] 파주성원의 돔과 미나레트

(출처 :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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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시각적인 상징 요소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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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김포성원의 예배실과 미흐라브 (출처 : 직접 촬영)

4.2.3 단독채형 성원의 사례 : 김포성원

 김포 성원은 수도권 교외에 위치한 2개소의 성원 중 하나이다. 일반 농가 형태로 

신축된 이 성원은 무슬림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성원의 초기 형태를 보여

준다. 별도의 우두 시설과 사무실을 갖춘 것을 제외하면 예배소가 대형화된 형태

가 바로 단독채형 성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단독채형 성원이나 단독채형 예배

소들은 규모가 작은 농가나 건물들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근원적으로 공간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한다.

 먼저, 남성 예배실과 여성 예배실을 같은 공간에 놓고 미닫이 칸막이로 막아 놓

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평소에는 함께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도 시간에는 미닫이를 닫아 공간을 구획하도록 만들어졌다. 또, 키블라의 방향

과 미흐라브가 일치하지 않도록 놓여있다. 이러한 허용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으로 카페트의 무늬를 통해서만 키블라의 방향을 알리고 있다.

 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기존 농가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타크비

르만 시각적 상징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성원들에서 예배실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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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김포성원 (2004) 입면(왼쪽)과 평면(오른쪽)

와 면한 창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 경우에는 공간의 부족으로 외부 창

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져있다. 우두 공간의 경우도 남녀가 함께 쓰고 있으며, 예배

실 공간과 함께 있어 공간을 절약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공간이 예배실과 다른 

층으로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흐라브 뒤쪽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단독채형 성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건

물의 공간적 활용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며, 시각적 상징 요소는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 지금, 도시와 교외 지역의 다양한 무슬림 예배 공간들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성원들은 미래에 새로운 인문 환경들이 보다 증

가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보여준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우리의 도시와 교

외에 자리잡아온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환경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앞으로의 도

시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다른 

무슬림 예배 공간과 도시를 점유하고 있는 이민의 공간에 대해 후속 연구가 진행

된다면, 지금까지 타문화, 저문화 등으로 인식되었던 한국의 이슬람 문화와 공간

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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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 결

 이 연구는 대한민국 도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름의 건축적 구성을 이루고 

발전시켜 온 무슬림 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글에서 주지하고 있는 것은 

이민 인구를 포함한 무슬림 커뮤니티가 대한민국 사회와 도시 내에서 수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 도시의 다양한 상황 내에서 본원지와

는 다른 고유의 건축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다만, 연구가 다소 중층적이

고,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한국 이슬람 건축을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특성을 밝

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 성원이 집중된 수

도권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 이슬람교 성원 계획과 변화 과정에서 일단

의 경향성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3장과 4장에 걸쳐 소개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를 정리하면서, 한국 이슬람교 성원 건축의 계획과 변화가 갖는 나름의 의미를 살

피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이슬람교의 종교 활동을 위한 건축물이 지어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

나, 현재는 문헌으로만 살필 수 있고, 현존하지는 않는다. 무슬림 커뮤니티가 이슬

람교 성원을 생활의 중심적 시설로 삼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해방 이전

과 해방 이후의 이주 무슬림은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졌으며,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이슬람교 성원 건축은 서울중앙성원이 건립된 

1976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슬람교는 한반도

에 도래한 외래 종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한다. 또한, 세

계적으로 신도 수가 많음에도 한국의 무슬림은 그 적은 수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왔다. 따라서 한국의 무슬림 커뮤니티와 이를 담는 이슬람

교 성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으로의 본원지에서 습

득했던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한국 도시 문화에 적응하려는 양가적인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슬람교 성원 건축은 무슬림 신도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으로 

건립되었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동 국가들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

한, 최초의 성원 건축인 서울중앙성원은 이슬람 건축의 형태적 특성들을 부분적으

로 인용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의 이슬람교 성원은 어떠한 건축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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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중앙

성원이 건립된 시기에는 한국의 무슬림 커뮤니티가 극소수였을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슬람 국가들과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울중앙성원

을 이용할 일반 무슬림과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1976년 이후부터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된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

부가 건립주체의 하나로 참여한 성원들은 금요 예배 시 회중을 수용할 수 있는 오

픈 스페이스인 산(Sahn)을 포함시켜 설계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무슬림 

커뮤니티의 기금 모금을 통해 만들어진 성원들에서는 산이 생략되고, 고층형, 병

렬형, 단독채형 등의 다양한 성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의 성원에서는 이슬람교 성원이 으레 갖추어야 할 규범적인 구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건물들이 설계되고 건립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등

장한 다양한 유형의 성원들은 이슬람교 건축이 어느 지역에 있건 고정적인 실체

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위치한 사회와 도시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고층형, 병렬형, 단독채형 성원들에서는 성원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금요 예배 시 신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보여준다. 그 결과, 사무실은 1층에, 예배실은 2층에 배치되는 

경우가 선호되었다. 평면상의 확장보다는 수직으로의 적층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

으므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2층에 예배 공간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게 되었던 것

이다. 이는 단지 고층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병렬형 성원에서도 커뮤니티 

지원 시설이나 이슬람 센터 등을 별동으로 불리하고 있지만, 1층에 사무실, 2층에

는 예배공간이라는 습관적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실 서울중앙성원에서부

터 비롯된 것으로, 국내에 위치한 대다수의 성원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규모의 이슬람교 성원들이 오랜 시기부터 도시에 존재해온 

무슬림 국가의 도시에서 보다는 기존의 도시 속에 이슬람 문화라는 새로운 규칙

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낸 한국 도시 문화의 독특한 단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단독채형 성원 등에서 특히 나타나는 종교 규범의 유동적 허용은 한국의 이

슬람교 건축에서 종교적 규범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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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있는 시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76년 서울중앙성원 건립 당시에는 키블

라의 방향을 잡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고, 건축물도 이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을 주된 설계 방침으로 삼았다. 이는 부산성원, 경기광주성원에서도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성원의 사례는 회중이 많은 경우, 예배공간이 아닌 곳

도 종교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키블라의 방향을 보여

주는 미흐라브의 존재 유무도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슬람 도시에 존재하는 다수의 성원들은 도시의 형태를 

규정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하지만, 

한국의 이슬람교 성원은 도시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된 도시에 자신의 

형태를 맞추어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다. 

 서울중앙성원 설계 과정에서 시작된 한국 이슬람교 성원 건축과 무슬림 커뮤니

티의 공간에 대한 고민은 1976년 이래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단지 

이슬람교 국가들에 존재하는 성원들의 사례를 잣대로 삼아 한국의 성원들을 바라

보는 한계도 있었다. 비록 무슬림 커뮤니티가 한국에서 소수 집단으로 남아 현재

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도시와 건축의 한 단면을 만들어나가는 주체이

자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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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론

 이 연구는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중앙성원과 

수도권 성원들에 대한 계획적 분석을 수행하고, 변화 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고찰

한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성원에 대해서는 초기 설계안과 건립 당시 구현된 설계 

변경안, 건립 이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계획적 분석을 시

도했다. 수도권 내 기타 성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무

슬림들의 이용 행태와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무슬림들의 한반도 이주 역사와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을 다루면서, 

어떠한 공간들이 생겨나고 없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성원 건립 이후의 무슬림 예배 공간의 확산을 살피고, 현재 수도권에 존

재하는 성원과 예배소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반도인과 이슬람 문화

권의 첫 접촉은 재당 신라인과 무슬림들의 교류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이

미 무슬림들에 의해 모스크가 건립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이르면 한반도에도 무슬

림이 진출하게 되었다. 여러 기록에서 무슬림이 이용하던 예궁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나 현존하지 않으며, 그림 등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확

인할 수 없다. 이 공간은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다가 쇄국 정책으로 인해 무슬림들

의 한반도 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10

월 혁명 이후 소수민족 박해를 피해 한반도로 이주한 투르트계 민족들에 의한 접

촉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충무로 일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집거지를 이루었고, 

시청 뒤편에 예배 공간과 문화 센터 등을 두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조

직이 와해되어 현존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국내에 존재하는 무슬림 공간들은 

서울중앙성원이 건립된 1976년 이후에 모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처럼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은 불연속적인 경향을 띄었다. 서울중앙성원 건립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1980년 부산 성원, 1981년 경기광주성원 등이 건립되었다. 이후 1990년대

에는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대부터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들을 중심

으로 성원과 예배소들이 급증하게 된다. 이 연구는 서울중앙성원 이래로 현존하는 

수도권 내 모든 성원과 예배소에 대해 기능과 위치, 건축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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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그 결과 크게 도시형 성원, 교외형 성원, 도시형 예배소, 교외형 신축 

예배소, 교외형 리노베이션 예배소, 교외형 입주 예배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 예배소 건립의 양상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크게 1970년대

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정부 주도 건립기(1기)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

년대에 이르는 쇠퇴기(2기), 2000년대 이후 이주 무슬림 수요로 인한 성원 및 예

배소 확산기(3기), 2010년대 이후 공공시설 내 예배소 확충기(4기)의 네시기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앞서 파악한 유형의 시기별 건립 양상을 살폈을 때, 도시형 성

원은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된 1981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도시형 예배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원 및 예배소 건

립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이 건립된 1976년부터 

1981년에 이르는 시기와, 성원과 예배소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이 무슬림 예배 공간 건립에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특히, 

성원에 집중하였다. 

 3장에서는 서울중앙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초기 설계안과 건립 당시 구현

된 설계 변경안, 건립 이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계획적 

분석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성원 초기 설계안은 공간 배치와 건축 요소의 측면에서 

기념비성을 강조하였지만, 건립 예산이 부족했고, 이용자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다

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설계자는 키블라를 중심으로 외부 공간과 본당을 구성하

여 기념비성을 강조하였지만, 중심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산을 다소 남쪽으로 치

우치게 계획하였다. 돔과 미나레트의 경우 전체적인 초기 설계안에서 상세한 디자

인이 시도되었지만, 건립 예산이 많지 않아 상당 부분이 축소 및 생략되었다. 또, 

이용자들의 집중을 수용할 효율적인 의례 동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

다.

서울중앙성원은 이슬람과 한국 건축 요소의 형태적 결합을 시도한 실험적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성원에서 한국 건축 요소는 기와지붕의 장식적으로 도입

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설계자는 서울중앙성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 

이슬람교 성원에서 한국 건축의 다양한 요소를 발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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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성원 건립 이후에는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른 건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이는 무슬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으로 진행된 건축적 변화이다. 서울중

앙성원은 1990년에 진행된 증축을 통해서 교육과 상업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서 무슬림 커뮤니티의 생활공간으로 고유의 장소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기존에 제안되었던 의례 동선을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도록 수정함으로써 계획

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성원의 모델은 정부 주도

건립기에 수도권에 건설되었던 경기광주성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앞선 2장에서 국내 성원의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형과 교외형으

로 나누었다면, 4장에서는 프로그램 배치 방식의 차이로 성원을 분류한다. 이 연

구에서는 도시에 위치한 성원과 교외에 위치한 성원이 위치에 따라 공통된 특징

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프로그램 배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프로그램 배치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성원을 분류한다. ‘중앙성원형’은 사무실과 예배당을 함께 배치하고, 커뮤니티 

지원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한 뒤 산(Sahn)으로 두 건물을 엮는 방법을 적용한 성

원이다. ‘고층형’은 2000년대에 도시 지역에 4-5층 규모로 건립된 성원들을 일

컫는다, ‘병렬형’은 사무실과 예배당 건물, 커뮤니티 지원 시설을 별동으로 분

리하되, 산이 존재하지 않는 성원이다. ‘단독채형’은 예배당, 사무실, 기타 프

로그램이 단독채에 존재하는 성원의 유형이다. 서울중앙성원과 경기광주성원은 

중앙성원형에 속하는 것으로 앞서 3장에서 다루었으며, 4장에서는 나머지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고층형 성원인 안산성원

은 2000년대에 가장 처음 건립되었으며, 1층에 사무실과 우두 공간을 두고 2층부

터 예배실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이슬람 센터를 4층과 5층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예배실을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예배실에서 기도를 마친 뒤 이슬람센터

로 가기 위해서 신발을 다시 신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부평성원은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은 1층에 그대로 두었으나, 의례 동선은 완전히 분리시켜 2층

에서부터 모든 의례가 시작되도록 조정하였다. 남녀 우두 공간을 분리시키고, 여

성 예배실을 2.5층이 아닌 3층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점도 특징이다. 포천성원

은 이를 보완하여 이슬람 센터를 3층과 4층에 먼저 배치시킨 뒤, 예배실을 최상층

에 두었다. 이로써, 우두 공간에서 예배실로 향하는 동선이 단순화되었으며, 이슬

람 센터로의 접근도 용이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예배실이 최상층에 위치하여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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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이 불편해졌다는 단점이 있었으므로 인천성원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수직동선

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우두를 예배실 내부로 포함시켰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고층형 성원의 계획은 서울중앙성원 모델에서 어떻게 의례 동선을 효율적이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의례 동선에 대한 계획은 우두 공간, 수직동선, 커

뮤니티 지원시설(이슬람 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고층형 성원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절제된 시각적 상징 요소를 활용하였

으나, 병렬형의 경우에는 공단, 농촌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

경 속에서 시각적인 상징 요소들이 보다 추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파주성

원은 이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2010년 신축된 본당은 본래 1층의 작은 사무실

과 2층의 예배실, 2개의 미나레트를 갖춘 건물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사무실

이 확장되었고, 2017년에는 돔을 새롭게 신축하였다. 2020년에는 옥상 위 장식과 

도색을 다시 하여 변화를 거듭하였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해왔던 

성원들에 대해 살피는 것이 무슬림 커뮤니티가 도시에 남겨온 흔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큰 함의를 가짐에도, 그동안 많은 이들의 인식 속에서 이를 타문화, 저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 또한, 다문화 사회(多文化,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이용되면서 한국의 주류 문화와 동떨어진 새롭고 

이국적인 문화들의 집합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무슬림 커뮤니티

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한국의 이슬람교 성원은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찰자적 시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

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오지 않았던 서울중앙성원과 수도권 내 성원들에 대한 계획

적 분석을 시도하고 변화 과정을 살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다문화적 공간

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연구 중 하나라는 데 의미가 놓일 것이다. 하지만, 무

슬림들의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다른 

종류의 공간들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다른 성원들과 예

배소,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

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자료를 보완하여 아직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성원들과 예배소들에 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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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jid in Korea : The Early

Plann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Greater Seoul Area

Cho, Yuno

Department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lans of Seoul Central Masjid and 

various masji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ve long served 

as the pivotal facilities of the nation's migrant Muslim community and 

to reveal how the masjids have changed due to the use of Muslims. 

The Muslim community in Korea emerged after liberation from Japan 

and continued its religious life by building temporary masjids, and the 

organization settled dow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Central 

Masjid in 1976.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Central Masjid played a 

leading role by the government, and in conjunction with the entry into 

the Middle East, it also played the role of a cultural education 

institution for dispatched workers.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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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articipated as a principal-agent for construction at Busan 

Masjid in 1980 and Gyeonggi Gwangju Cathedral in 1981. However, only 

a small number of Muslims lived in Korea at the time, so there were 

not many people who visited the masjids, and not many masjids or 

musallas were built even after the Gyeonggi Gwangju Masjid. However, 

many Muslims moved to Korea around 1991 due to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led to the construction of several masjids and 

musallas since the 2000s. Because the Seoul Central Masjid and the 

Gyeonggi Gwangju Masjid were built by the government which was the 

main agent of the construction, it inevitably differs from the masjids 

and musallas that naturally arose in the 2000s, especially among 

Muslims in Bangladesh. Therefore, in this research, analyzing the plan 

by separating the two in a timely manner was attempted. Also, it was 

noted that the Seoul Central Masjid was not fixed, but were subject to 

the changes in the use and demand of Muslims, especially by examining 

the initial construction situation and dealing with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use and demand of Muslims since the 1990s.

First of all, the Muslim spa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historically considered due to contact with Islamic cultures, an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Muslim worship space that existed in Korea 

was made. Through this, Muslim worship spaces in Kore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masjid and musalla, and are subdivided into urban 

masjid(Type 1) and suburban masjid(Type 2), urban musalla(Type 3), 

newly built suburban musalla(Type 4), renovated suburban musalla(Type 

5) and suburban tenanted musalla (Type 6). In particular, in this 

research, Type 1 and Type 2 were focused. Also, the construction 

aspect of masjids and musallas wer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government-led construction period from the 1970s to the early 1980s, 

the decline period from the mid-1980s to the 1990s, the expansion 

period of masjids an musallas due to Muslim demand in the 2000s, and 

the 2010s. The study focused on the first and third periods a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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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period for the establishment of Muslim worship space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plans and changes of the Seoul Central 

Masjid, the first existing mosque in Korea, and considered its meaning. 

The Seoul Central Masjid was built at a time when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Islamic architecture and was designed in 1976 based on 

the idea of what forms the masjid should be.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building was completed in the form of omissions and 

changes, contrary to initial plans. Since its construction, the Seoul 

Central Masjid has undergone several architectural changes by Muslims 

using space. The study looked at what designs were adopted to realize 

Islamic architecture, which was unprecedented in Korea at the time, 

and also focused on how the Seoul Central Masjid, which was realized 

through design changes, has changed in the course of its use.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of masjids was previously divided into 

urban and suburban types.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masjids that 

exist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depending on how the 

program is deployed: 'Central Masjid Type', 'High-rise Type', 'Parallel 

Type', and 'Single Housing Type'. The Seoul Central Masjid and the 

Gwangju Masjid correspond to the central masjid type, which includes 

the prayer hall and offices in the main building and separate other 

support facilities in the other building. This type has no longer 

appear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gi Gwangju Masjid in 1981. Since the 2000s, various program 

deployment methods have been attempted. The study attempted am 

analysis of the six sites (Ansan, Bupyeong, Pocheon, Incheon, Paju, and 

Gimpo), which were built after the 2000s, and examined the trend of 

change. Since the 2000s, the plan for high-rise type masjid has been a 

concern about how to make ritual movements efficient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from central masjid type to high-rise type. Variou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ritual 

space through the location of the Wudu(ablution) space,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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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and community support facilities (Islam Center). On the 

other hand, visual symbols were understated in these types of masjids. 

As such, high-rise type masjids have utilized more restrained visual 

symbols over time, but at Paju masjid, adding more visual symbols has 

been realized. Paju Masjid is a parallel type masjid, and originally, only 

separate building existed to provide accommodation and lodging to 

illegal immigrants but as the fundraising during Ramadan became 

active,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main building and 

the dome were added. Gimpo Masjid can be selected as the single 

housing type masjid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wing 

various flexibility for efficient use of narrow spaces, and showing how 

to share one space and run several programs.

For more than 40 years, it has become a symbolic facility for the 

Korean Muslim community, but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Muslim 

worship spaces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and not much data is 

delivered. As immigration is a significant topic in modern cities, the 

survey of space used by immigrants is significant in that it will help 

them reach a deep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paces. Research in 

various aspects, from other masjids in Korea to musallas, and living 

spaces used by Muslims, will help us look at modern Korean urban 

spaces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keywords : Seoul Central Masjid, Islamic Architecture, Masjid
Student Number : 2019-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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