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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design problems of grand chapel of the Protestant church and to set

analysis frame based on theoretical study on abstract symbolism and investigate cases and to give reference of

abstract symbolism expression of design of the chapel.

The findings were as follow: Introduction of the light was found to be the most outstanding among abstract

symbolic factors, and metaphor was commonly used to express abstract symbols. First, 1) Introduction of the light

was found to be the most outstanding at application of abstract symbolic factor of modern Protestant church to

be the highest among pastors, office bearers, believers and non-Christians. 2) The metaphor was found to be

the most noticeable among abstract symbolic expressions.

Second, the findings of questionnaire survey was: The findings of questionnaire of not only abstract symbolic

expression factor but also symbolic expression method was not to cognize ideas of pastor, office bearers,

believers and designers often. This was because abstract symbolism was made from point of view of designers.

Therefore, abstract symbolic expression factors of grand chapel of modern Protestant church, for instance,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light, light quoting the Bible sayings, material, color and shapes, etc should be used

with metaphor and symmetry to give Christians value of symbol and to hide meaning of symbolic values to

non-Christians who do not know contents of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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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개신교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눈부시게 성장하

여 현재에까지 이르렀다. 개신교회의 건축 양식 또한

1880년 개신교 도입 시기에 나타난 한식교회에서부터 현

재의 추상적인 상징을 이용한 창조적인 형태의 교회나

커튼월을 이용한 오피스(Office)건물과 같은 형태의 교회

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하지만 개신교회

의 외형(Exterior)과는 다르게 실내디자인(Interior)의 중

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오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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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실제로 교회는 외부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얻는 것이기 때

문에 교회건축에서는 오히려 외관보다는 실내가 더욱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외관에 많이 치우쳐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등한시 하다 보니 실내 디자인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

서양 교회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선 시대를 역행하여 종교개혁 이전인

중세시대의 성상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나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개신교회의 상징성을 잘못이해하

고 있기 때문이며, 개신교회 대예배실(Main Chapel)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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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신교회 대예

배실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신교회 대예배실과

추상적 상징성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선정된 현대 개신교회 대예배실 공간의 사례들

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신교회 대예배실 디

자인시 올바른 추상적 상징성 표현 적용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준공된 현대 개신교회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한

국의 현대 개신교회 대 예배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

의 범위를 대예배실로 한정한 이유는 대 예배실은 교회

건축물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공간이며,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간 디자인 시 기독교의 상징성 표현이 가장 많이 표현

되어지는 공간 또한 대 예배실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현대 개신교회의 추상적 상징성에 관한 연

구로서 먼저 개신교회의 역사와 특성, 현대 개신교회의

동향 및 문제점 등을 단행본과 연구 문헌들을 통하여 고

찰하여 개신교회 대예배실 디자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또한 개신교회의 상징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상징의 일반적인 정의부터 상징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

고, 개신교회에 적합한 상징 표현 이라고 생각되는 추상

적 상징에 대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이후에 개신교

회의 이론적 내용과 상징성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이 분석의 틀은 문헌연구에서 나

타나있는 부부들에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조사 및 분석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지어진

한국의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건축가나 실내디자이너의

생각이 잘 나타나있는 작품설명집, 단행본, 건축 잡지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중 선행연구와 예비설문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추상적 상징성이 비교적 많이 적

용된 교회들을 사례대상교회로 삼았다. 또한 사례조사의

문헌에서 부족한 부분은 현장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1～14개의 대상교회를 사례

분석하여 추상적 상징 표현요소와 표현방법들을 분석하

였다. 또한 사례조사 및 분석방법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

로 설문조사 방법을 시도하여,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

비기독교인의 4그룹으로 분류, 설문조자를 한 뒤, 대상교

회들에서 느껴지는 추상적 상징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사례조사 및 분석의

내용과 설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개신교회의 이론적 고찰

2.1. 개신교회의 정의

교회의 언어적 정의는 신약에서의 ‘교회’는 헬라어 ‘에

클레시아(ekklesia)’로서 대체로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의 회중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이어받음으로써 참 하나님의 집회를 뜻한다.1) 고

로 신약시대의 교회당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공동

체가 그들의 예배와 활동의 근거지로 마련한 건물이다.2)

2.2. 예배실의 정의 및 목적과 기능

예배실은 ‘신과의 영적 교류의 장’을 의미하며 목회자

와 회중간의 소통을 형성하는 공간이다.3) 또한 교회건축

의 존재 이유인 예배가 드려지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예배실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경건한 분위기의 획득

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주목이며, 인간 예배

자들간의 교제이다.

현대 예배실의 기능은 예배 이외에도 교육, 교제, 문화

공연 등 전반적인 신자의 삶을 교회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4)

2.3. 한국개신교회의 변천

전기

1880-

1945

이 시기에는 교리적 교

회건축에 관심이 없었

고 성서에 의한 상징표

현 창조가 아니었으며,

이 땅과 민족의 정서와

는 거리감이 있음

전반기

1880-

1910

한식교회(1880-1890)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인 개조를 통해

최소한의 집회 기능을 함

한식, 양식의 절충시기(1890-1910)

한식과 양식의 절충되는 시기로 입

면에 서양식 요소가 혼합됨.

후반기

1910-

1945

일제의 압력으로 교회의 성장이 둔

화되었으며 교회건축도 미미한 상

태에 머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식을 탈피하여 서양식으로 변화

된다.

후기

1945-

1990

탈 고딕의 노력과 고딕

추구의 공존의 시기였

으며, 교회건축의 다양

화, 대형화, 기능화가

나타나게 됨.

전반기

1945-

1960

고딕 리바이벌의 영향으로 석조로

된 고딕형 교회에 평면은 십자가형

과 유사한 평면을 취함

후반기

1960-

1990

대부분 고딕의 변형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건축가 자신의 신앙체험과

교회관에 따라 창조적인 형태와 양

식이 증가됨.

<표 1> 한국개신교회의 변천5)

1)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발언, 2000, pp.56-58

2) Ibid., p.96

3) 박기범, 현대한국개신교 예배공간의 디자인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9, p.14

4) 이은석, 아름다운교회건축, 서울: 두란노서원, 2008,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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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신교회는 큰 틀에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

며, 1945년 일제해방의 해를 기준으로 교회건축의 변화

를 구분한다.

2.4. 한국개신교회건축의 현황 및 문제점5)

개신교회는 기존 수직적 사고와 달리 수평적으로 급전

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관 또한 개방적으로 바꾸

어 이웃과 사회,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를 지향하

였다.6)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예배공간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강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개신교회의 문제점으로는 교회의 거대화로 인한

주위환경과의 심각한 부조화와 공간의 낮은 이용률과 접

근성7)과, 상징성의 결여에서 오는 획일성과 중세시대의

지나친 상징체계를 이 시대에 그대로 표방되어지는 것이

다.8) 이러한 문제점은 건축설계자나 실내디자이너가 개

신교회의 상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

는 문제점으로 개신교회의 상징성을 제대로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개신교회건축의 추상적 상징성에 대한

고찰

3.1. 상징의 정의

상징의 정의는 인식 가능한 어떤 것을 통해 직접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9)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상

징은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감추기도 한다. 상징은 그

의미를 신자에게는 드러내 보이는 반면 비신자에게는 그

것을 감춘다.”고 했다.10)

3.2. 추상적 상징의 이론적 고찰

(1) 추상의 정의

추상이란 말은 라틴어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

로 이 말은 어떤 대상을 그 전체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함

으로서 그 대상의 요체를 정리해내는 것이며 이 과정의

작업을 ‘추상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2) 개신교회건축의 추상적 상징표현 양태 및 경향

5) 정원석, 한국개신교 교회건축 양식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원 석사논문, 2000, pp.55-82

6) 우승표․이영수, 사회문화시설로서의 도심지 교회건축 계획안, 대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2권 제2호, 2002.10, p.308

7) 김영기․조종수,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회건축 계획연구, 대한건축

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10, pp.26-27

8) 최두길, 성서적 비전으로서 교회건축, 서울: 태림문화사, 2002, p.34.

9) 김한나, 기독교적 감성에 의한 빛의 상징성 표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0

10) Robert E.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대한기독

교출판사, 1988, p.140

추상은 자연의 물질적인 제한에서 이탈되고 성스러운

것과 합체하여 구상적 형태에 얽매임 없이 말하자면 본질

적으로 비구상적(non-figurative)=비대상적(non-objective)

즉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1)

개신교회 건축의 추상적 상징표현 양태는 관찰된 형

태, 빛, 색상 등의 분석 및 단순화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

며, 설계자가 교회의 성서적 의미를 추상화하여 주관적

인 미적 가치 표현으로 나타내는 양식을 말한다.12)

이러한 추상적 상징표현 양태는 현대 개신교회의 폭발

적 건설을 통하여 단순한 서구식 모방경향이나 무분별하

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징표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추상적 상징 표현 요소와 표현 방법

추상적 상징 표현 요소는 추상화에 동원된 물리적 형

태요소들을 말하며, 상징 표현 방법은 이러한 물리적 형

태요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과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가에 대한 개념적 용어이다.

선행연구 결과 황동운(1999)은 상징요소로 형태와 빛,

색상,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상징표현방법으로는 축, 빛,

점이, 대칭, 반복, 리듬, 통일로 분류하였다. 김근식(2000)

은 상징요소로 수, 문양, 색, 재료, 성서말씀으로 분류하

였으며, 박기범(2009)은 형태, 색상, 재료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상국(2009)은 상징표현방법을 은유, 인용, 유추,

재현, 과장, 중첩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의 틀

분석의 틀 도출에 앞서 선행연구의 상징표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황동운(1999)은 상징요소로는 형태와 빛 색

상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상징표현으로는 축, 빛, 점이,

대칭, 반복, 리듬, 통일로 분류하였다. 김근식(2000)은 요

소로는 수, 문양, 색, 재료, 성서말씀으로 분류하였으며,

박기범(2009)은 형태, 색상, 재료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

상국(2009)은 상징표현을 은유, 인용, 유추, 재현, 과장,

중첩으로 분류하였다.

내 용 저 자 요 소

상징요소

황동운 형태, 빛, 색상 등

김근식 수, 문양, 색, 재료, 성서말씀

박기범 형태, 색상, 마감(재료)

상징표현
황동운 축, 점이, 대칭, 반복, 리듬, 통일

김상국 은유, 인용, 유추, 재현, 과장, 중첩

<표 2> 추상적 상징표현에 관한 선행연구

4.1. 추상적 상징성 분석의 틀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11) 김명옥, 기독교 감성의 추상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20-21

12) 황동운․최상헌, 예배공간의 상징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제19권 12호, 2003,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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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상적 상징 표현 요소 설문 결과

“대예배실에 적용되는 추상적 상징표현요소 7가지 중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총 46명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서 말씀

이 비기독교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태는

4그룹에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수와 문양은 미비하게 조

사되었다. 이에 추상적 상징요소에서는 미비하게 조사된

수와 문양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조사된 성서말씀과 형

태, 색, 빛, 재료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설문 결과

(2) 추상적 상징 표현 방법 설문 결과

“대예배실에 적용되는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10가지

중 추상적 상징성에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총 46명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0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은유”로 조사되

었으며 유추와 점이는 선택되지 않았다. 또한 인용과 중

첩, 재현과 대칭은 4그룹에서 고르게 조사되었으며, 리듬

과 통일, 과장은 낮게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추상적 상징

표현 방법으로는 은유, 인용, 중첩, 재현, 대칭 총 5가지

로 도출하였다.

<그림 2> 추상적 상징표현 표현 방법 설문 결과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기독교의 상징요소들을 추상적 형태로

표현

색

청색 하늘의 색, 소망과 생명의 색

홍색 고난과 희생의 색, 보혈의 피

자색 왕권의 색,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

금색 하나님의 신성, 믿음의 표징

백색
성결과 의의 색, 그리스도의 의, 기

쁨과 제사장의 색

녹색

선택받은 인간들 나타냄

감람나무처럼 푸른 입사귀가 무성

한 사람들의 색

<표 3> 추상적 상징성의 분석의 틀 세부사항-1(상징표현요소)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빛 신의 영광,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재료

돌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

나무 불멸, 지혜, 우주 등을 상징

성서

말씀
성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공간에 표현함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어떤 대상물을 연상시키는 작용

인용

다른 시대, 또는 다른 문화, 그리

고 다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을

적용

재현
어느 한 주제에 관련해서 떠오르

는 생각을 표현

중첩

방향성(매스의 중첩-반복-), 전환

성(그리드나 축의 중첩), 투명성

(내부와 외부의 중첩)

대칭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다

른 결정 입자와 포개지는 성질.

<표 4> 추상적 상징성의 분석의 틀 세부사항-2(상징표현방법)

5.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의 종합

5.1. 대상교회의 선정

2000년 이후에 지어진 한국의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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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분석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건축가나 실내디자이너

의 생각이 잘 나타나있는 작품설명집, 단행본, 건축 잡지

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중 선행연구와 예비설문에서 도

출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추상적 상징성이 비교적 많

이 적용된 14개 교회를 사례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에

서는 지면관계로 분석과정은 6개 교회로 요약하였다.

5.2. 분석의 틀을 이용한 사례분석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x

색

녹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들

을 나타냄

감람나무처럼 푸른 입사귀가 무

성한 사람들의 색

빛
신의 영광,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를 상징

재료 돌: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

성서말씀 x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x

인용 x

재현
어느 한 주제에 관련해서 떠오르

는 생각을 표현

중첩 x

대칭 x

<표 5> 사례대상교회 ① 가나안교회-2001-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기독교의 상징요소들을 추상

적 형태로 표현

색 x

빛 x

재료 돌: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

성서

말씀

성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공간에 표현함

<표 6> 사례대상교회 ② 원당교회-2009-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어떤 대상물을 연상시키는

작용

인용

다른 시대, 또는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을 적용

재현
어느 한 주제에 관련해서 떠

오르는 생각을 표현

중첩

방향성(매스의 중첩-반복-),

전환성(그리드나 축의 중첩),

투명성(내부와 외부의 중첩)

대칭 x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기독교의 상징요소들을

추상적 형태로 표현

색

백색: 성결과 의의 색,

그리스도의 의, 기쁨과

제사장의 색

빛
신의 영광,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재료
나무: 불멸, 지혜, 우주

등을 상징

성서

말씀
x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어떤 대상물을 연상시키

는 작용

인용 x

재현 x

중첩 x

대칭 x

<표 7> 사례대상교회 ③ 은평교회-2006-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x

색
백색: 성결과 의의 색, 그리스

도의 의, 기쁨과 제사장의 색

빛
신의 영광, 성령과 예수 그리

스도를 상징

재료 돌: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

<표 8> 사례대상교회 ④ 푸른마을교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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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성서

말씀

성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공

간에 표현함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x

인용 x

재현
어느 한 주제에 관련해서 떠

오르는 생각을 표현

중첩

방향성(매스의 중첩-반복-), 전

환성(그리드나 축의 중첩), 투

명성(내부와 외부의 중첩)

대칭 x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색

백색: 성결과 의의 색, 그

리스도의 의, 기쁨과 제

사장의 색

빛 x

재료
돌: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

성서

말씀

성서의 내용을 추상적으

로 공간에 표현함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어떤 대상물을 연상시키

는 작용

인용 x

재현
어느 한 주제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

중첩 x

대칭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

을 때 다른 결정 입자와

포개지는 성질

<표 9> 사례대상교회 ⑤ 대림감리교회-2005-

분류 요소 내용 이미지

추상적

상징성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

형태

색

백색: 성결과 의의 색,

그리스도의 의, 기쁨과

제사장의 색

빛
신의 영광,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재료 x

성서

말씀
x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

은유
어떤 대상물을 연상시키

는 작용

인용 x

재현 x

중첩 x

대칭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

을 때 다른 결정 입자와

포개지는 성질

<표 10> 사례대상교회 ⑥ 점촌감리교회-2004-

5.3. 사례분석의 종합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14개 대상교회의 추상적 상징표

현 요소와 표현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예배실에 적용되는

상징표현 요소로는 빛의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빛의 효과적 유입은 예배실의 추상적 상

징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요소보다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료

와 색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상표현 방법에서는 은유의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추상적 상징이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작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표현되어있던 예로는

은평교회와 서산순복음교회에 나타난 기도하는 손의 형

태로 이 형태는 실내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관에도 많이

적용되는 예라 하겠다. 또한 원당교회와 대림감리교회에

서 나타났던 야곱의 사다리 또한 좋은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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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명 ①가나안교회 ②원당교회 ③동숭교회 ④숭인교회 ⑤은평교회 ⑥푸른마을교회 ⑦서산순복음교회

이미지

표

현

요

소

형태 × × × ×

색 ×

빛 × ×

재료 ×

성서

말씀
× × × ×

표

현

방

법

은유 × × ×

인용 × × × × × ×

재현 × × ×

중첩 × × ×

대칭 × × × ×

<표 11> 사례분석의 종합 ①

교회명 ⑧대림감리교회 ⑨부천중동교회 ⑩성만교회 ⑪점촌감리교회 ⑫대구포도원교회 ⑬대덕교회 ⑭창성교회

이미지

표

현

요

소

형태 × × × × ×

색 × ×

빛 ×

재료 ×

성서

말씀
× × × ×

표

현

방

법

은유 × ×

인용 × × × × × × ×

재현 × × × ×

중첩 × ×

대칭 × × ×

<표 12> 사례분석의 종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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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종합

설문조사는 개신교회 공간에 적용된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와 추상적 상징표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교

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직분자, 성도, 비기독교인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20명씩 총 80명을 2010.5월

17일～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3> 목회자 설문분석(표현요소와 표현방법)

<그림 3>은 신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상징표현 요소는

빛>재료>색>형태>성서말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표현

방법에서는 은유>인용>대칭>재현>중첩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목회자는 설문조사에도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그림 4> 직분자 설문분석(표현요소와 표현방법)

<그림 4> 은 비교적 교회생활을 오래한 직분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이다. 직분자는 상징표현 요소

에서 빛>재료>색>형태>성서말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표현방법에서는 은유>중첩>재현>인용>대칭 순으로 조

사되었다. 직분자 또한 비교적 설문에 열의를 띄며 관심

을 많이 보였다.

<그림 5> 성도 설문분석(표현요소와 표현방법)

<그림 5>은 그룹 3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

다. 성도는 상징표현 요소에서 빛>재료>형태>색>성서

말씀 순으로 조사됐으며, 표현방법에서는 대칭>재현>인

용>은유>중첩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비기독교인 설문분석(표현요소와 표현방법)

<그림 6>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

다. 비기독교인은 상징표현 요소에서 빛>재료>색>형

태>성서말씀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방법에서는 은유>인

용>중첩>대칭>재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분석의 종합

<그림 7>는 4개 그룹의 분석을 합하여 얻은 결과로서

상징표현 요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빛>재료>

색>형태>성서말씀이었으며, 상징표현 방법으로는 은유>

대칭>인용>중첩>재현으로 나타났다.

6. 결론

한국의 개신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교회건

축에 관한 연구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외관과는 다르게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

구와 노력은 부족하여 건축과 함께 발전하지 못하여 비

대칭적 성장을 하면서, 건축의 외관은 과거의 서양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형태로 변화되면서 추상적 상

징이 적용된 건축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내디자인에 대한 추상적 상징의 적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신교회 대예배실 공간의

올바른 추상적 상징표현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

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의 결과 ① 현대 개신교회의 추상적 상

징 요소의 적용은 빛의 도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 비기독교인 모두에게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빛의 효과적 유입은 예배실의

추상적 상징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요소보

다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빛 다음

으로는 재료, 색, 형태, 성서말씀 순으로 조사 되었다. 추

상적 상징 요소에서 빛, 재료, 색이 형태와 성서말씀보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         11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빛과 재료, 색은 공간에

서 1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② 추상적 상징 표현 방법으로는 은유의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추상적 상징이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작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예로는 기도하는 손의 형태나 방주의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은유 다음으로는 대칭>인용>중첩>재현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추상적 상징표현 요소와 상징표

현 방법의 설문결과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 또한 설계자

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추상적 상징이 너무 설계자의 주관적 관점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추상적 상징 인식의 차

이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서말씀으로 목회자(13%), 직분

자(11%), 성도(9%), 비기독교인(5%)로 목회자에서 비 기

독교인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공간에 성서 말씀을 인용하여 추상적 상징을 적용하

는 것이 비 기독교인에게 상징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회 공간 외의 다

른 공간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서내용이 과도하게 적용된

형태적 요소는 오히려 비 기독교인들이 느끼기에 거부감

이 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도하지 않은 형태적 상징요소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현대 개신교회 대예배실의 추상적 상징성

표현요소로는 효과적인 빛의 유입과 성서말씀을 인용한

빛, 재료, 색, 형태의 요소를 은유의 방법과 대칭의 방법

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징의 의미

를 드러내고 성서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 들

에게는 상징의 의미를 감출 수 있는 상징표현 방법이라

고 판단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신교회 대예배실의 추상적 상징표현에 관한 유형별 분

류가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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