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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rick church

architecture.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rick church architecture in the early stage(1880-1920).

In carrying this study into execution, I examined the architec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works, and analysed the plan, the spacial composition, design elements, techniques and

materials,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basic concept of composition of space is same in order to embody the Basilican space, but the inner

elevation and detail of brick structure is different. Chinese churches are more close to Western basilican style

church in the point of shape and plan, but in the point of inner elevation and decoration of church, Japanese

churches are more close to Western style church. Korean churches are in the middle of its. There are different

attitudes of naturalization of western church architec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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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양의 건축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19세

기 말 - 20세기 초 가톨릭 성당건축에서도 뚜렷이 확인

할 수 있다.

종교건축은 그 어떤 건축보다 사유체계와 건축의 상징

적 속성을 명확히 반영한다. 특히 서양 유목문화에서 발

생하고 성숙한 가톨릭 교회건축은, 종교적 ‘초월성’을 공

간적으로 생각하여 격리 한정에 의한 3차원의 실체로서

내부공간을 중시하였다. ‘궁극적 실재’ 또는 ‘궁극적 실재

에의 지향’을 상징하는 교회건축은 한정성이 강한 조적

구조로서 내부공간에서 우주질서의 관념을 표현하였고,

초기 바실리카식 성당에서 시작하여 중세 고딕양식의 성

당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본 연구는 성당건축에 대한 인접 문화 간의 비교연구

로 한․중․일 초기 가톨릭 성당건축을 대상으로 한 작

업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그리스도교의 전래과정과

시기는 다르나 혹독한 박해를 겪고 난 후 19세기 말 개

항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성당건축이 전개된 점이 같

으며, 당시 성당건축을 주도한 것도 유럽 선교사들이며,

서양의 중세 고딕양식을 추구한 점도 동일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초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성당건축을 대상으로 배치, 평

면구성, 내부공간구성, 장식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의장

적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1.2. 연구 대상과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현존하는 벽돌조 성당이다. 한·중·일

은 구조·재료적인 측면에서 목조 성당, 벽돌조 성당, 콘

크리트조 성당 등이, 양식적인 측면에서 서양식, 전통식,

절충식 등이 있으나 벽돌조 성당이 공통적으로 광범위하

게 지어졌고 비교적 양식에 충실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세기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이다. 1920년대 까지를 연구대상의 하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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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것은 중국의 경우 의화단 사건(1900)의 평정과 중

화민국의 건국(1912년), 교황청의 의례허용 등으로 중국

의 천주교회가 절정기에 들어간 시기이며,1) 한국의 경우

교회건축이 위축되는 일제강점기 중반이전으로 비교적

이념과 양식에 충실한 시기이고, 일본의 경우 관동대지

진(1923년)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급증하면서 교회건

축에 일대 변화가 오기 이전으로 양식에 충실한 시기이

기 때문이다. 삼국 모두 준비(1887-1895), 전개(1896-

1910) 및 완성기(1910-1920)에 해당한다.2)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교회사 및 근대 건축사 관

련 문헌조사3)를 통해 성당건축의 배경을 밝히고, 대상건

축물을 선정하며,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중국 북경과 상해의 성당 5개소, 국내 주

요성당 6개소, 그리고 세계유산 장정목록에 등재된 일본

나가사키지역의 성당 6개소를 선정하였다. 모두 완성도

가 높고 양식에 충실한 건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

며 1차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성당이다. 현장조사

시에는 성당 연혁과 보수이력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과

약실측을 병행하였다.

2. 성당건축의 내부공간 구성과 배경

2.1. 성당건축과 내부공간

성당건축의 본질은 외관형태 보다도 내부공간형태에

있다. 내부공간이야말로 전례라는 기능을 수용할 뿐 아

니라, 성당의 상징적 체계를 이루는 요체이다.

중세 스콜라철학4)의 건축적 구현인 고딕양식 성당의

내부공간의 주제는 ‘분절화’와 차원의 힘이 불러일으키는

‘대조감’이다. 성당의 내부는 회당부, 교차부(crossing),

내진부(sanctuary)로 크게 구분되고, 회당부는 주랑

1) 건축양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 근대교회 건축의 발전단계를

크게 세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840-1899의 이식기, 1900-1927의

전환기, 1928-1949의 성장기이다. 19세기말 이전의 이식기에는 서

양 각 시대의 기독교 교회건축이 중심이 되었고, 20세기 초 20여년

의 전환기를 경험하였는데, 중국근대 교회건축은 19세기에 비해 많

이 지어졌고, 건축의 설계 및 시공 역시 절정기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교회건축설계는 이전시기와 같이 선교사 등 성직자가

직접적으로 건축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중국근대교

회건축의 다양성을 촉진시켰다. 이후에는 절충주의, 특히 중서 융

합양식이 주요 특징이다.(徐敏의 “中國近代基督宗敎敎堂建築考察硏

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論文, 2010) p.70 참조)

2) 김정신, 한국 가톨릭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및 川上秀人, “長崎縣を中心とした 敎會

堂建築の發展過程に關する硏究”, 九州大學工學部建築學敎室, 1985

참조

3) 주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중국은 徐敏의 “中國近代基督宗敎敎堂建築考

察硏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論文, 2010), 한국은 金正新의 “韓國

Catholic 聖堂建築의 受容과 變遷過程에 대한 硏究”(서울大學校 博士學

位論文, 1989), 일본은 川上秀人의 “長崎縣を中心とした 敎會堂建築の

發展過程に關する硏究”(九州大學校 博士學位論文, 1985) 등이 있다.

4) 이성과 신앙, 신학과 철학을 중세풍으로 독특하게 혼합한 것으로

우주의 구조는 ‘체계적인 분절화(articulation)’이다.

(nave)과 측랑(aisle), 내진부는 제단, 보회랑, 채플로 구

분되며, 나아가 그들 구분된 공간이 근골(rib)에 의해 곡

면삼각형으로 구획된 보울트(vault)로 구성된 베이(bay)

로 나누어진다.

고딕성당은 로마네스크성당의 장축방향의 움직임을 일

반적인 수평확장 및 수직적 열망의 독특한 표현과 통합

함으로써 수평과 수직의 두 방향성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명백히 대립되어서 공존한다.5) 즉 수평방향의 균일하고

연속적인 성격 외에 수직성을 강조함으로써 초월적인 성

격을 표출하고 있다. 고딕성당의 내부는 경량화된 천장,

높아진 수직성, 확대된 창면적, 첨두형 아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성당의 폭과 높이의 비례는 1:2 이상으로 높아

졌으며, 주랑의 벽면은 아케이드(arcade), 트리포리움

(triforium), 고창(clearstory)의 3단으로 구성되었다.6)

<그림 1> 전형적인 고딕성당의 평․단면과 주랑벽 입면

고딕성당의 내부공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리브

(rib), 다발기둥(clustered pier), 주랑벽 입면구성(nave wall

composition), 비량(flying buttress) 등의 구조적 조건이

있다. 1000 여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서양고딕건축을 목

구조의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 3국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목

구조형식에 전례의 기능을 수용하거나, 목구조로 고딕양식

의 전례공간을 구현하거나, 벽돌조와 목구조의 혼합형식으

로 고딕적인 내부공간과 외관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초기 벽돌조

5)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1974, p.108

6) 주랑 벽면구성의 발전과정은 ‘로마네스크의 2단 구성 - 로마네스크

의 3단 구성 - 초기고딕의 4단 구성 - 성기 고딕의 3단 구성’ 순

이었다.(임석재, 서양건축사 3, 북하우스, 2006, p.445 참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3호 통권92호 _ 2012.06         69

성당은 대부분 외관형태는 외벽과 종탑의 벽돌조적으로,

내부열주는 조적기둥 또는 목조기둥으로, 천장과 지붕구

조는 목조로 고딕양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2. 가톨릭의 수용과 성당건축

(1) 한국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것은 제1차 서세동점

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17세기

초부터 중국에 외교사절로 파견된 부연사행(赴燕使行)을

통해 먼저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 소개되었으며 18

세기 후반에 종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 문

화에 마찰과 충격을 주게 되었고, 1만 여 명이 순교하는

등 혹독한 박해와 수많은 교난을 겪게 된다.

개항이후 188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획

득하여 서양선교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완전

한 교회로 출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현세도피적인 구

령종교의 성격을 띠긴 하였지만 교세는 계속 성장하였으

며, 19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크게 성

장하였다.7)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전반까지는 개항지와 대도시의

주교좌급 성당은 명동성당(1898)을, 일반성당은 약현성당

(1892)을 모범으로 하여 삼랑식 평면의 벽돌조적조 성당

이 주로 지어졌다.

(2) 중국

중국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것은 당(唐)대 네스토리

우스파(Nestorius)의 경교(景敎), 원(元)대의 프란치스코

회의 선교 등이 있었으나 이어지지 못했고, 명(明)대 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신부를 비롯한 예수회의 적

응주의적 선교방법8)에 의해 사대부와 지배층의 선교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중국인 사이에서 팽배하기 시작하는

반그리스도교 풍조 및 청나라 정부와 로마 교황청 간의

의례논쟁9)으로 인해 1717년 강희제에 의해 금교(禁敎)조

치를 당하게 되고, 그 후 100년간 지속된 금교정책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서양열강에 의한 강제

7) 현재 한국 천주교 신자수는 521만명으로 인구의 10.1%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신자증가율은 매년 2-3%이다. 전국에 1,609개의 본당

과 813개소의 공소, 성지(사적지) 104개소가 있다.

8) 적응주의적 선교는 중국문명에 내재된 문화질서를 인정하면서 근

대 서구과학, 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선교하는 것으로 핵심적 개념

은 보유론(補儒論)이다. 즉 유교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선교한다는 개념이다.

9) 儀禮論爭은 예수회와 타선교회 간의 논쟁으로 시작되어 교황과 중

국황제간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의례논쟁의 주된 논쟁거리는, 중

국인의 숭조(崇祖), 숭공(崇孔), 경천(敬天)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의

식을 예수회가 인정한 것과 가톨릭의 제 의례 중 중국인이 풍습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허용한 것 등이다. 그러

나 이러한 타협적인 예수회의 선교방식은 18세기 교황청에 의해

금지되고, 따라서 의례논쟁의 종말과 함께 중국에서의 200년간의

그리스도교 선교의 전성기는 끝을 보게 된다.

적인 개항으로 상해, 천진, 광주, 청도, 한구 등 조계지를

중심으로 재선교가 시작되었다10).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인 문호개방은 중국인들에 반서양 감정을 갖게 하였으며,

천진교난(1870), 의화단 사건(1900) 등 폭력적인 반그리스

도운동까지 전개됨으로써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중국교회는 공산당정

부의 애국대중운동으로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세계

교회와의 단절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애국교회와 지하교회로 2분되어 겨우 명맥

이 유지되어왔을 뿐이다.

19세기 중국의 선교는 서양열강들의 식민지지배와 함

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장이 어려웠고, 서양선교사들의

전쟁의 승리에서 나온 서양문화 우월의식으로 중국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경시하였으며, 문화토착화에 반대하였

다. 20세기 초의 본토화(本土化)운동 과정 중 중․서문화

는 서로 배척하고 조화를 이루기 힘들었다, 본토문화의

주요작업은 단지 중․서 간의 융통 상에 이루어졌다.11)

중국의 초기 성당건축은 개항 후 유럽 여러 나라 여러

종파에서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고딕, 후

기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양식의 성당건축

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지어졌다.12)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벽돌조적조 건축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었

기 때문에 서양건축양식을 수용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어

려움은 크지 않았다.

(3) 일본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16세기 중반 프란치스코 사비에

르(Francisco Xavier, 1506-1555)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

사들의 적응주의적 선교와 사회사업, 천문․의학 등의

학문기여로 번성하였으며, 17세기 초(1615년)에는 50만명

정도로 신자들이 늘어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13)

그러나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금교정책으로

1614년 이후 250 여 년간 쇄국과 박해로 선교사들은 추

방되고, 교회는 전멸하였으며, 잠복한 신자들은 고토(五

島)열도, 우라카미(浦上), 히라도(平戶) 등의 시골로 피하

여 신앙을 지켜왔다.

일본 가톨릭의 재건은 1846년 ‘파리 외방전교회’에 의

해 시작되었으며, 서양 열강들과의 화친조약과 개항, ‘기

리시탄 재발견(1865년)’14) 후 가톨릭 교회는 서서히 부활

10) 프란치스코회, 라자로회, 도미니크회 및 기타수도회의 선교사들과

중국인 사제와 신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1870년에는 신자수 37만

명에 이르렀다.

11) 徐敏, 中國近代基督宗敎敎堂建築考察硏究, 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

論文, 2010, p.94

12) 이태리계의 예수회는 르네상스, 바로크양식, 프랑스계의 파리외방

전교회와 라자로회는 고딕양식, 미국계의 메리놀회는 동·서절충식,

독일선교사들은 로마네스크양식을 선호하였다.

13)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95, p.134

14) 아직 그리스도교가 개항지의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었던 186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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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신도(神道) 국가주의를 표방한 메이지(明

治)정부의 금교정책으로 또다시 박해를 받았으며, 1873년

이 되어서야 금교령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일본은 구오오우라교당(1864, 1879증축)의 완전한 삼랑

식 성당을 시작으로 전통목수에 의한 목조성당이 주로

지어졌고, 벽돌조 성당은 전개기(1896-1910)에 들어와서

야 지어진다. 벽돌조라 하더라도 내부열주와 천장, 지붕

은 목조가 대부분이다.

3. 삼랑식 벽돌조 성당 사례조사

3.1. 한국

(1) 약현성당(1892, 사적252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건축으로 한국 교회건축

의 모범이 되었으며, 1998년 화재 후 복원되었다. 삼랑식

공간과 목조 보울트구조를 최초로 보여주었다. 트러스골

조 없이 목조 횡단아치보가 바로 종방향 도리를 바쳐 외

관에서 보는 이미지 보다 훨씬 높고 장엄한 공간을 연출

한다. 내부열주는 화강석주이며, 천장은 주랑은 첨두아치

의 베렐보울트이고 측랑은 결원아치의 베렐보울트이며

모두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단층구조이지만 주랑의 폭

에 비해 천장이 높고(1:1.6) 뾰죽하여 고딕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2> 약현성당

(2) 명동성당(1898, 사적 258호)

최초의 교회공동체가 설립된 유서깊은 장소성과 함께

국내 최고의 벽돌조 고딕양식 성당인 명동성당은 라틴십

자형 삼랑식으로 6개의 회중석 베이(bay)와 교차부, 2개

의 성단베이와 앺스로 구성되고 앺스 주위는 제의실로

쓰이는 보회랑이 위치한다. 내부 주랑벽은 횡단아치 1개

로 지지되는 아케이드와 4개의 뾰죽아치로 연속되는 어

두운 공중회랑(triforium) 및 2연창의 광창으로 구성되는

3단 벽면구성이다. 내부열주는 회색이형벽돌의 조적에

의한 족주(clustered pier)로 되어있다. 천장은 주랑과 측

랑 모두 교차 리브보울트이며 주랑의 폭 대 천장높이의

비가 1 : 1.9에 이르는 국내에서는 가장 고딕적인 공간을

17일 나가사키의 오우라 천주당에 기리시탄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3명의 우라카미 신자들이 나타나 신앙고백을 한 사건. 이를 통해

선교사들이 없어지고 난 후 외딴 섬과 깊은 산속에 잠복해 대대로

신앙을 유지하여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을 ‘카쿠레(잠복)

기리시탄’이라고 부른다.

연출하고 있다.

<그림 3> 명동성당

(3) 계산동성당(1902, 사적 290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로마네스크양

식의 벽돌조 건물이다. 정면에 고딕식 첨탑을 올린 두

개의 종탑과 긴 라틴십자형 공간이 특징이다. 대구지방

의 가톨릭의 구심점이다.

평면은 라틴크로스의 삼랑식으로 7개의 회중석 베이,

좌우 복열의 익랑을 갖는 3베이의 교차부 및 1개의 성단

베이와 반원 보회랑으로 구성되었다. 단층구조의 낮고

긴 내부공간이지만 리브가 있는 첨두아치의 보울트 천장

과 족주로 서양 중세성당의 분위기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그림 4> 계산동성당

(4) 풍수원성당(1907년, 강원유형 69호)

유서깊은 교우촌에 한국인 신부가 지은 강원도 최초의

성당(한국에서 4번째)으로 건립된 절충식 고딕 건축물로

건물과 주변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삼랑식 공간에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다. 내부열주는 목주에다 벽돌조적같이

도장을 하였으며, 주랑의 천장은 반원형 베렐보울트인데

측랑은 리브가 붙은 결원아치의 베렐보울트이다.

지붕골조는 반원형 아치 위에 초기형 트러스(평보 위

에 대공이 있고 빗대공이 없는)가 놓여있고, 천장은 높지

않다. 풍수원성당은 이후 지어지는 서양식 성당건축의

모델이 된 건물이다.

<그림 5> 풍수원성당 
(5) 전동성당(1914년, 사적 288호)

회색과 붉은색 벽돌을 이용해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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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북경 북당

크 양식을 혼합한 건물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로 꼽힌다. 내부열주는 석주이고, 주랑의 벽면은 3

단구성이며, 주랑의 천장은 리브가 있는 반원형 보울트

이고 측랑은 교차 리브보울트이다.

<그림 6> 전동성당

(6) 용소막성당(1915, 강원유형 106호)

유서깊은 교우촌에 지어진 고딕식 벽돌조 성당으로 이

시기 성당건축양식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조를 취하고 있

다. 목조 내부기둥에 의해 주랑과 양측랑이 뚜렷이 구분

된 삼랑식 평면이다. 지붕 꼭대기의 뾰족한 탑이 매우

높고 첨탑의 지붕이 급경사인 것이 특징이다.

<그림 7> 용소막성당

3.2. 중국

(1) 북경 남당(1652, 1904, 국가급문물보호단위)

예수회의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이 중국 황제로부터

교회신축 부지를 하사받아 직접 설계하여 지은 최초의

유럽식 성당으로15)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파괴되었다

가 1904년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전면에 월대가 있고, 르네상스양식의 정면에는 3개의

아치출입문이 나 있으며, 내부평면은 삼랑식으로 종축으

로 8칸의 회중석, 3칸의 성단으로 구성되는데 성단은 양

측랑부가 벽과 아치로 구획되어 있다. 기둥과 아치 테두

리, 인방 등은 모두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제대주

변은 중국풍의 성화가 걸려있다. 천장은 반원형 베렐보

울트이며, 정면의 석재 모울딩과 화환형 문양 등에서 바

로크 양식요소도 보인다.

<그림 8> 북경 남당

15) 장정란, 아담샬 연구-중국 전교활동과 그에 따른 사상논쟁을 중심

으로,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2, p.68

(2) 북경 북당(1703, 1887, 1901,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프랑스신부들에 의해 1703년 서안문 밖에 초창되었다

가, 1827년 철거하고 1866년에 다시 건축되었으며, 그 후

1887년 현재의 자리(명대 10개의 창고가 있었던 西什

庫)에 이전, 복원되었고, 1901년에 중수되었다.

북당은 주교좌 성당으로 성당 외에 도서관, 고아원, 병

원, 학교, 수녀원 등이 함께 있다. 성당의 규모는 바닥면

적 2,200㎡ 지붕높이 16.5m, 종탑높이 31m이다. 성당 전

면에 3개의 계단이 있는 월대(月坮)가 있고 그 뒤에 긴

성당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월대에는 좌우 양편에 중국

식의 황색 유리기와의 정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정

자 내에는 건륭황제가 친필로 쓴 석비가 있다) 성당의

정면은 네 개의 뽀족한 첨탑이 있는 회색벽돌의 육중한

쌍탑과 박공과 장미창이 나있는 중앙부 등 3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고, 출입문 역시 3개의 아치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테두리에는 강렬한 종교성을 내포한

조각장식이 되어 있다.

성당의 내부평면은 라틴십자형의 삼랑식인데 입구부터

종축으로 1칸의 출입구 배랑과 7칸의 회중석, 교차부와

좌우 익랑, 4칸의 내진(chancel), 그리고 주변의 유보랑

(ambulatory) 및 소성당(chapel)으로 구성된다. 교차부

주위의 좌우 익랑(trancept)은 횡변 3칸으로 끝이 5각으

로 꺾여 있으며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천장은 신랑, 측랑 모두 8분 교차 리브보울트로 되어

있다. 천장과 벽에는 중국 전통의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도장되어 있고, 성모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유화가

있는데, 청조 황태후와 황제의 의복을 하고 있다.

유럽 고딕성당의 평면과 공간구성을 그대로 구현하면

서도 색채, 장식, 외부공간 구성에서는 중국 전통문화요

소를 적극 채용하고 있다.

(3) 북경 동당(1662, 1904, 북경시중점문물보호단위)

1814년, 1900년의 대화재로 소실된 후 1904년에 재건

축되었고, 1980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전면에 담과 아치대문이 있으며, 전정에는 좌우 양쪽

에 정자가 대칭으로 서 있다. 정면은 수평수직 3단으로

분절된 르네상스양식으로 지붕에는 뾰죽 돔의 쿠폴라가

얹혀져 있다. 내부공간은 삼랑식으로 종축으로 8칸의 회

중석, 5각으로 꺾인 2칸의 제단과 제단 뒤의 소성당과

좌우 부속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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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한 원기둥에 천장은 반원형 베렐보울트이나 교차

리브가 장식적으로 붙어있다. 제단에는 4개의 소기둥이

지지하는 천개(altar canopy)가 제대를 덮고 있다.

<그림 10> 북경 동당

(4) 상해 서가회(徐家匯) 교당(1911, 상해시중점문물보호

단위)

상해 천주교 발원지인 서가회에 서광계에 의해 1608년

에 창설된 교회로 상해교구 주교좌성당인 현재의 건물은

1911년에 완공된 라틴십자형 평면의 고딕양식 성당이다.

정면에 두 개의 종탑과 64개의 내부열주가 웅장한 위용

을 드러내고 있다. 성당의 전체길이 83.3m, 폭 30m이며,

지붕높이 26.6m, 종탑높이 56.6m이다.

성당의 정면은 뽀족한 첨탑이 있는 육중한 쌍탑과 박

공과 장미창이 나있는 중앙부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고, 출입문 역시 3개의 아치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면

파사드는 수직 수평 모두 3부분으로 분절되어 있다. 각

부분의 테두리에는 강렬한 종교성을 내포한 조각장식이

되어 있다.

성당의 내부평면은 라틴십자형의 삼랑식인데 입구부터

종축으로 1칸의 출입구 배랑과 6칸의 회중석, 3칸의 교

차부와 양 익랑, 3칸의 성단과 그 주변의 유보랑 및 방

사상으로 돌출된 5개의 앺스(채플)오 구성되어 있다. 횡

축으로는 5랑식으로 가운데 넓은 주랑과 좌우 2중 측랑

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측랑은 통로가 아닌 매 칸마다

막힌 소채플로 되어있다. 주 제단을 비롯하여 19개의 제

단이 있다.

주랑벽은 뾰죽아치의 아케이드, 트리포리움 및 광창으

로 분절된 3단구성이며, 천장은 6분 교차리브보울트 천

장이다.

<그림 11> 상해 서가회성당

(5) 상해 사산(佘山)성모대당(1935, 상해시문물보호단위)
풍경이 수려한 송강의 서쪽 사산언덕에 위치한 순례성

지 성당으로 로마네스크양식이다. 서향을 정면으로 동서길

이 56m, 남북폭 25m, 지붕높이 17m, 종탑높이 38m이다.

2중 라틴십자형에 반원형 앺스가 돌출한 삼랑식 평면

이나 대지조건 때문에 우측 측랑과 익랑부가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비대칭이다. 입구부터 종축방향으로 5칸의 회

중석, 교차부와 양 익랑, 그리고 3칸의 내진 및 앺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익랑과 내진 끝의 양 측랑단부는

반원형으로 되어있다.

주랑벽은 반원아치의 아케이드, 트리포리움 및 광창으

로 분절된 3단구성이다. 천장은 크로스 리브보울트로 되

어있고 내부열주는 원형 석주에 리브가 붙은 족주로 되

어있다.

<그림 12> 상해 사산성모대당

3.3. 일본

(1) 구오오우라(旧大浦) 천주당(1864, 1879년, 국보)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성당으로 교회건축으로서

는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프랑스인 휴-레 신부와

그를 이은 프티쟝 신부의 지도에 의해 외국인거류지의

가운데 건축되었다. 일본 목수 코야마 히데(小山秀)가 시

공하였는데 초창 당시는 목조 3랑식이었으나, 증축 시

좌우로 1랑씩 넓혀 5랑식 벽돌조 건물이 되었다.

바닥은 마루이며, 내외벽 모두에 회반죽을 발랐고 천

장도 일본식 목골조에 졸대를 붙이고 회반죽으로 마감한

뾰죽 아치의 교차궁륭을 이루고 있으며, 목조기둥과 리

브의 장식이 뛰어나다. 일본식 목구조로 지은 완전한 고

딕풍의 건물로 일본교회건축의 모델이 된 건물이다. 니

시자카에서 순교한 26성인에 봉헌한 성당으로 신도발견

의 장소로서 종교적 의미도 매우 크다.

<그림 13> 구오오우라 천주당

(2) 카미노시마(神ノ島) 성당(1897)

나가사키에 현존하는 4번째 벽돌조 성당인데 내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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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은 목조이다. 정면 중앙종탑의 8각 돔지붕이 특징이다.

내부는 경제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리

브보울트 천장으로 되어있다.

단층지붕이면서 천장의 높이를 조절해 내부 주랑벽이

2단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 14> 카미노시마성당

(3) 쿠로시마(黒島) 성당(1902,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정면 중앙에 종탑이 있고, 내부공간이 3단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성당이다. 즉 아케이드와 광창 사이에 장식적

인 트리포리움이 있는데, 4연 아치의 브라인드 아케이드

가 트리포리움을 대신하고 있다. 정면에 장미창이 있으

며, 1․2층을 구분한 브라인드 아케이드와 수평띠 등 정

면성을 강조하였다. 족주형태의 목조기둥과 리브장식의

디테일이 풍부하다.

<그림 15> 쿠로시마성당

(4) 도-자키堂崎 성당(1907, 현지정유형문화재)

프랑스인 페루(Albert Charles Arse'ne Pelu)신부의 지

도로 도편수 노하라요키치(野原与吉)16)가 건설한 고딕양

식의 벽돌조 3랑식 성당이다. 금교령 철폐 후 5도에 있

어서 포교의 중심이며, 메이지 후기에 건축된 벽돌조 교

회건축의 모델이 되었다.

<그림 16> 도자키성당

(5) 노쿠비旧野首 성당(1908, 현지정유형문화재)

테츠가와 요스케(鉄川与助)가 설계 시공한 최초의 벽

돌조 3랑식 성당이다. 일본인 목수에 의해 벽돌조의 기

술습득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5도 열

16) 나중에 교회건축가가 된 데츠가와 요스케의 스승으로 도-자키성당

의 건축시 요스케가 뇨키치 밑에서 수련하고 있었다.

도에 위치. 신자 집단으로 섬을 떠나 폐당화 되었다가

수복하였다. 정면 지붕에는 서양성곽과 같은 장식이 특

징이다.

<그림 17> 노쿠비성당

(6) 타비라(田平) 성당(1917, 국가지정중요문화재)

테츠가와 요스케가 설계, 시공한 중층지붕의 벽돌조 3

랑식 성당이다. 8각형의 돔지붕을 올린 종탑이 특색이며

다채로운 벽돌조적수법을 사용한 화려한 세부 등 의장적

으로 우수하다. 주랑벽면이 3단구성으로 되어있으며, 트

리포리움은 5연아치의 아케이드로 되어있다. 주랑과 측

랑의 천장 모두 목조 교차 리브보울트이다.

<그림 18> 타비라성당

4. 비교분석

4.1. 배치

중국은 주교좌성당이나 대규모 성당인 경우 교회, 학

교, 병원,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건축종합

체’의 원락(院落)구성을 하는데17) 비해 한국과 일본은 성

당과 사제관(수녀원), 교육관 정도의 2-3개의 건물로 구

성된다. 중국은 전면에 명확한 기단(월대)이 있으며18),

좌우에 탑이나 정자, 또는 수목으로 대칭적인 구성을 한

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유기적인 배치이다.

4.2. 평면

성당의 평면구성은 중국의 경우 라틴십자형이 많고 다

음으로 장방형 삼랑식인데 비해 한국은 명동성당과 계산

동 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방형 삼랑식이며, 일본은

교차부(crossing) 구성없이 모두 장방형이다. 한․중․일

모두 내부 열주에 의해 주랑(nave)과 측랑(aisle)의 구분

이 뚜렷한 삼랑식이다.

17) 金宝, 北京地区天主教教堂建筑研究, 中國鑛業大學 碩士學位論文,

2011, p.99

18) 중국의 궁전, 사찰 등 권위적인 건물에는 반드시 건물 전면에 프랫

폼(기단)과 난간이 있으며 기단의 층수와 높이가 지위와 등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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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 정면에 출입구 배랑이 있는데 한국은 가운데 한

칸만 돌출되어 있는 경우와 세칸 모두 돌출되어 있는 경

우가 있으며, 한국은 전면과 양 측면이 개방된 포치형태

가 대부분이며, 상부는 종탑이 반드시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대부분이 실로 되어있어 방풍의 역할을 하며, 일

본의 경우 종탑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처음엔 바닥이 대부분 목조 마루였기

때문에 배랑은 신발을 벗는 기능도 하였으며, 좌우 측랑

에 부출입구를 둔 경우도 있다.

성당내부의 장변:단면의 평균비는 중국이 3.03, 한국이

2.69, 일본이 1.99로 중국이 비교적 긴 반면 일본은 짧은

편이며 한국은 중간이다. 주랑:측랑의 평균비는 중국이

2.29, 한국이 1.88, 일본이 1.99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

다 주랑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4.3. 내부공간 구성

(1) 단면구성

연구대상 건물이 모두 삼랑식 성당인 만큼, 중층구조

가 대부분이나 단층지붕이면서도 주랑과 측랑의 높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위계적 분절을 이룬 경우도 있다.

중층구조일 때는 내부열주가 명확한 구조적 기능을 하

지만, 한국의 경우 단층지붕구성일 경우 내부열주는 구

조적 기능이 그다지 크지 않다. 외벽의 벽돌조적벽체가

주구조이며 버팀벽이 있고, 트러스를 지지한다. 반면 일

본의 경우는 내부열주가 주구조체의 역할을 한다.

(2) 내부 열주

중국은 석주이거나 벽돌조적 기둥에 석판을 붙여 석조

기둥처럼 장식하였다. 한국의 경우 규모가 큰 성당은 내

부열주가 벽돌조나 석조이지만 작은 경우 목조기둥으로

도장을 하여 벽돌기둥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벽돌

기둥일 때는 회색이형 벽돌을 써서 마치 유럽의 석조 다

발기둥처럼 표현하였다. 반면 일본은 모두 목조기둥이며,

벽돌처럼 도장하지 않고 세부조각으로 유럽의 석조기둥

을 표현하였다. 특히 주두와 리브, 그리고 교차리브의 정

점(boss)에는 조각장식이 치밀하다.

(3) 내부입면구성

성당건축의 본질은 외관형태 보다도 내부공간형태에

있다. 내부공간이야말로 전례라는 기능을 수용할 뿐 아

니라, 성당의 상징적 체계를 이루는 요체이다.

한·중·일 모두 중층일 경우는 아케이드-트리포리움-클

리어스토리의 3단 구성을 하며, 단층일 경우 1단 구성을

하나 드물게 2단 구성을 한 경우도 있다.(일본의 카미노

시마성당)

4.4. 장식요소

(1) 창호

창호는 한·중·일 모두 반원 또는 뾰죽아치의 문과 창

으로 이루어져있다. 창둘레에는 아치벽돌로 내쌓기하여

장식하였고, 측면 창은 아치 세로줄창이며, 정면과 좌우

익랑의 합각부에는 장미창, 또는 단순한 원형창이거나 3

연 아치창인 경우도 있다.

(2) 천장구성

한·중·일 모두 천장가구는 목조로 트러스 또는 재래

가구식 혼합형태의 골조에 보울트형으로 마감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목재 졸대위에 회반죽으로 마감

하였으며, 리브에는 조적조처럼 벽돌과 줄눈도장을 하기

도 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거의 판재를 밀실하게

짜 맞추고 노출하였는데 대부분 크로스 보울트이며 리브

의 교차점인 보스(bos)에는 꽃 또는 십자문양으로 장식

하였다.

(3) 색채 및 문양

중국은 성당내부에 중국전통의 색채와 문양으로 장식

하였다. 적, 황, 금색 등 온색계열을 기본으로 하여 채도

가 높은 강렬한 색으로 장식하였는데 매, 난초, 국화, 연

꽃, 용 등의 민속문양 뿐만 아니라 성경내용을 전통중국

풍의 회화로 표현하기도 하고, 조각장식도 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내외부를 막론하고 색채사용을 자

제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구조와 재료를 솔직히 드러내

었고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았다. 보온과 보호를 위해

내벽과 천장에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목부에는 방부․방

충의 무색의 칠을 할 뿐이다. 일본의 경우 고온다습한

일본의 기후풍토 때문에 색채보다는 수공예적인 조각수

법으로 장식하였는데 주두나 아치, 리브, 보울트에 서양

성당건축의 장식적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였다. 특

히 리브가 만나는 교차점에는 십자문양, 동백꽃 등 다양

한 형태의 보스(boss) 장식을 하였다.

5.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출신에 따

라 유럽의 다양한 교회건축양식이 이입되었으나 그리스

도교 전례를 보다 합당하게 수용하기 위해 중세 삼랑식

(basilican) 성당건축을 줄곧 추구하였으며, 양식의 충실

도와 완성도는 20세기 초에 절정에 이르렀다.

둘째, 조적구조에 익숙한 중국은 벽돌을 외벽뿐만 아

니라 내부기둥에도 주 구조와 의장재로 적극 사용한 반

면에 일본은 목구조 체계에 칸벽(curtain wall)으로 사용

하였으며, 한국은 외벽의 구조벽과 일부 내부기둥에 벽

돌을 사용하였다.

셋째, 한·중·일 모두 목조 트러스 지붕틀에 목조 보울

트 천장을 구성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은 천장을 회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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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당 평면구성 내부공간 구성

지붕

층수

장식요소

명칭
건축

년도
칸구성 장폭비

주랑/

측랑비
앺스

교차부

(십자형)

기둥
주랑벽 입면구성

창호 천장
1단 2단 3단

벽돌 목조 평 아치 평 아치 아치
반원

아치

첨두

아치
주랑 측랑

한국

약현 1892 (1)+3X8+(1) 2.25 2.00 5각 석주 o 단층 o B A

명동 1898 (1)+3X6+3X1+3X2+(1)+(3X1) 2,76 1.74 5각 o o o 중층 o B-1(4분) B-1(4분)

계산동 1902 (3)+3X7+4X3+3X1+(3X2)+(1) 4.07 2.38 5각 o o o 단층 o B A

풍수원 1907 (1)+3X8+(1) 2.14 1.85 5각 o o 단층 o A A

전동 1914 (3)+3X8+3X2+(1X2) 2.41 2.14 7각 석주 o 중층 o A A-1(4분)

용소막 1915 (3)+3X8+(1X2) 2.56 3.61 5각 o o 단층 o A C

중국

북당 1887 (3)+3X6+7X3+3X4+(3X5) 3.27 2.00 5각 o 석주 o 단층 o B-1(8분) B-1(8분)

남당 1904 3+3X8+(3) 2.67 1.60 3각 석주 o 단층 o A A

동당 1904 (3)+3X8+3X2+(3) 2.67 1.75 5각 석주 o 단층 o A-1(4분) A-1(4분)

서가회 1911 (3)+5X6+7X3+3X2+1+(5)) 3.40 2.05 5각 0 석주 o 중층 o B-1(4분) B-1(4분)

사산 1935 3(2)X5+5X1+3X3+1+(1) 3.12 2.00 반원 o 석주 o 중층 o B-1(4분) B-1(4분)

일본

구오오우라 1879 (3)+5X8+(1) 1.43 1.65 장방형 o(다발) o 중층 o B-1(8분) B-1(8분)

카미노시마 1897 (3)+3X6+(1) 2.90 1.70 5각 o(다발) o 단층 o A-1(4분) A-1(4분)

쿠로시마 1902 3X7+(3) 2.02 2.00 5각반원 o(다발) o 중층 A-1(4분) A-1(4분)

도-자키 1907 (3)+3X5+(3X1) 2.13 2.02 5각 o(사각) o 단층 o B-1(4분) B-1(4분)

노쿠비 1908 (3)+3X5+(3X1) 1.69 2.00 5각 o(원) o 단층 o B-1(4분) B-1(4분)

타비라 1917 (1)+3X7+(3X1) 1.76 1.83 5각 o(다발) o 중층 o A-1(4분) A-1(4분)

칸구성: (배랑) + 횡축X종축(회중석) + 횡축X종축(교차부,익랑) + 횡축X종축(내진) + (유보랑) + (앺스)

천장형태: A형; 반원형 베렐보울트, A-1형; 반원형 교차 리브보울트, B형; 첨두형 리브보울트, B-1형; 첨두형 리브교차보울트, c형; 평천장. ( )안의 숫자는 천장 면분할

숫자임.

<표 1> 한․중․일 벽돌조 초기 성당 종합 분석표

으로 마감하였으나 일본은 주로 목재판을 그대로 노출하

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은 라틴십자형 평면에 장폭비가 2.5

- 3.5의 긴 삼랑식 성당이 대부분이나 일본은 단순한 장

방형에 장폭비가 2 이하의 삼랑식 평면을 선호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서양건축의 의장요소와 중국 전통건축

요소, 특히 색채와 문양을 적극적으로 혼합 병치하여 토

착화를 추구하였으며, 한국은 장식적 요소 보다는 삼랑

식 공간형태에 충실하였고, 일본은 서양성당건축의 장식

적 디테일을 주두, 아치, 리브, 보울트 천장 등에 목공예

적인 조각기법으로 구현하였다.

여섯째, 주랑의 폭 대 높이 비, 내부벽면 구성 등으로

내부공간의 공간성을 비교할 때, 중국과 한국보다 일본

이 서양 중세성당양식에 가깝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일 초기 벽돌조 성당은 거

의 같은 시기 유럽선교사의 지도로 지어졌지만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다. 즉 중국은 외관은 서양식, 내부

는 서양식과 중국 전통식을 혼합, 절충하였고, 한국은 내

외부 모두 서양식을 간략하게, 일본은 서양교회건축의

양식요소를 내부공간 구성과 디테일에서 적극적으로 표

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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