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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동경시내 교육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의 복구사업으로 동경시에서

건설했던 부흥소학교는 근대 일본 학교건축의 재료가 목조에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바뀌는 계기가 되

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건축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축의 특성을 주요 계획기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서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동경시는 큰 피해를 입었

다. 이의 복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동경시 진

재 부흥사업(震災復興事業)이다. 이른바 ‘제도 부흥

사업(帝都復興事業)’이라 명명된 이 사업은 가로망

정비, 토지구획 및 정비, 주요 공공시설물 복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교육시설 복구사업으로 새

롭게 건립된 학교들을 ‘부흥소학교(復興小學校)’라고

한다.

부흥소학교 건설을 통해 동경시에는 일시에 다수

의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가 건립되어 근대 일본 학

교건축이 목조에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전환되는 계

기가 만들어졌다. 또 철근 콘크리트라는 신재료가

학교건축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 외에도 이전 시

대의 학교건축과 구분되는 특성들도 나타났다. 이

점이 부흥소학교 건축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의미라

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 학교건축은 1872년 학제(學制) 공포로

근대 교육체계를 도입한 이후 명치기(明治期:1868

년～1912년)를 거치며 이른바 일자형 편복도 평면으

로 정형화되었으며, 이는 이차세계대전 종전 후 학

교건축의 다양성이 모색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시기 동안 정형화된 학

교건축의 답습만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고 진전된

계획양상들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계

기가 되었던 것이 동경시의 부흥소학교 건축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부흥소학교 건축의 특

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경

시의 부흥소학교 계획기준을 시설규모, 배치 및 평

면계획, 각실의 주요 설계 기준 등으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2.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의 출현과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설사업

일본에서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조 소학교가 건설

된 곳은 수도 동경이 아니라 고베(神戶)시였다. 고베

시의 수좌(須佐)소학교가 1920년 11월 준공되어 최

초의 철근 콘크리트조 소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어

12월에 같은 고베시의 운중(雲中)소학교와 요코하마

(橫濱)의 수(寿)소학교가 준공되어 초기 철근 콘크리

트조 소학교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1, p706]

하지만 이 학교들은 철근 콘크리트조라는 신재료를

사용했을 뿐 건축 계획적으로 큰 의미는 갖지 못했

다.

당시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가 도입된 배경으로 철

근 콘크리트조의 내진성, 내화성, 내구성 등이 거론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

로 철근 콘크리트조 학교건설이 추진되었으나 단기

간에 다수의 학교에 적용된 것은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설사업이 최초였다.

관동대지진으로 동경시내의 기존 196개 학교 중

117개교가 피해를 입었다.[7, p31] 동경시는 이들 모

두를 내진성능이 우수한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설하

기로 하고 1924년에서 1930년의 7개년 동안 이를 모

두 건설하였다.1)

1) 당초 1924년에서 19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2년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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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소학교의 설계는 동경시의 영선조직에서 담당

하였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동경시의

학교건축은 각 학구별로 민간 설계자를 선정해 이루

어졌지만 부흥소학교의 경우 일시에 많은 건축물을

건립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동경시 영선조직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학교건축을 포함해 동경시의 부흥건축을 주

도했던 인물은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佐野利器(1880

년～1956년)로 그의 영향력 아래 우수한 건축가들이

학교건축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1, p630]

동경시의 부흥소학교 건축이 철저하게 규격화된 기

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전된 학교건축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건축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

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부흥 소학교 계획기준

3.1 시설규모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계획기준은 1927년 12월에

발행된『東京市の小學校建築』이라는 책자를 통해

소개되었다. 국내에는 1928년『朝鮮と建築』(7집 3

호)「復興せる東京市の小学校」2)라는 글을 통해 그

주요내용이 발췌되어 소개되었는데, 본고는 이 자료

를 토대로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주요 계획기준들을

분석하였다.

『東京市の小學校建築』이 발행된 시점인 1927년

12월은 1924년부터 시작된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설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이므로 이 기준이 부흥소학교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당시 건립된 부흥소학

교들의 도면을 분석하였던 藤岡洋保의 연구에 따르

면 동경시 부흥소학교는 이 기준들을 비교적 충실히

준수하고 있어 초기부터 이러한 계획기준이 적용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4]

동경시 부흥소학교건축에는 ‘소학교 보조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학교 보조규정’에는 학교 규

모별로 교실수와 면적, 기타 부대시설들의 면적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부흥소학교의 시설 프로

그램은 이 규정에 의해 거의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설계는 시영선 조

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철근 콘

크리트조 학교를 다수 건립했으나 학구별 경제력에

장되었다.

2) 건설계획의 개요, 교지, 설계규격, 플래닝(planning), 각실의 설비와 마

감 개요, 문· 담· 운동장· 기타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예시도면들이 함께 실려있다.

따라 수용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차별화되었던 오사

카시의 경우와 달리 각 학교들은 공평한 시설조건을

가지고 계획되었다.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규모는 최저 16학급에서 32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00년 소학교령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규모가 12학급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전 시대에 비해 대규모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실수도 늘어나게 되었

고 기타 부대시설들의 규모도 동반하여 커지게 되어

전체적으로 수용되어야할 시설들의 종류는 많아지고

면적도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규모는 증대하였지만 부지 사정은 여

의치 않아 고밀의 조건은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축이

해결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3.2 배치 및 평면계획 기준

동경시 부흥소학교들은 고밀의 상황을 전제로 하

여 계획된 것이었다. 교지면적의 기준은 학급당 65

평으로 24학급을 기준으로 한 가상설계에서 건폐율

35.26%의 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폐율

이 60%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7, p34] 운동장이라는 대규모의 옥외공간을 가

지고 있는 학교건축에서 60%의 건폐율은 대단히 고

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옥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공원을 인접 배치시키

는 보완책들이 동원되었다. 그림1의 가상평면도에서

트랙이 그려진 운동장 하부가 학교부지와 연계하여

계획된 소공원이다. 소공원은 ‘제도부흥사업’의 일환

으로 건설된 것으로 동경시 부흥소학교 건축의 주요

한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모든 소학교에 계획되지는

못했고 총 51개교에 건설되었다.

부지면적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옥외공

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동은 부지에 근접하여 배치

되었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교사동 구조가 바

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방식이기도 했다. 목조학

교건축에서는 화장실이 본관동과 일정 정도 거리를

이격하여 건설되어야했기 때문에 교사동이 부지에

근접하여 배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부

흥소학교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채택하여 화장실이

교사동 내부에 계획되었다. 또 화장실 외에도 화기

(火氣)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사동과 별동으로 계획

하던 소사실, 탕비실 등도 교사동내로 포함되면서

교사동이 부지에 근접 배치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사동을 부지경계선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배치방

식은 부지조건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일차

적인 이유였고 또 채광상의 불리라는 문제가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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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로측 교사동 입면이

파사드로 계획되는 긍정적인 양상을 가져오기도 했

다. 이 점은 단위교실의 채광조건만을 고려하고 교

사동이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적

었던 이전 시대의 학교건축과 달리 도시의 가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동경시의

부흥소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시학교로서의 주요 특

성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평면 형태는 1층 평면을 기준으로 하면 동측에 위

치한 옥내체조장 때문에 ㄷ자 형태를 하고 있지만

2, 3층은 ㄴ자 형태로 되어있다.(그림1, 2참조) 이와

관련하여「復興せる東京市の小学校」에 평면형태를

언급한 부분이 보이는데, 채광, 통풍 등의 조건과 부

지가 대개 협소함을 감안하면 ㅁ, E, T자 형태는 불

리하고 보통 ㄴ, ㄷ자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7, p50] 채광, 통풍의 조건만을 감안한다면 일

자형 평면이나 이들을 병렬 배치하는 방식이 유리하

지만 협소한 부지 조건 때문에 이는 원천적으로 배

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광, 통풍 등이 가장 중

요한 조건이었던 이전 시대와 달리 넓은 부지를 확

보하기 어려운 도시형 학교가 택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적인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1, 2의 가상

설계도를 보면 가상설계임에도 남측을 향하는 건물

부위와 그렇지 않은 건물 부위의 길이가 거의 같게

계획되어 있는 점도 건물의 향 조건이 일정 정도 후

순위로 미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특별교실은 복도면적만큼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또 3면 채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교사동 단부

에 배치되어 있으며 개스나 급배수 파이프의 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층별로 평면상의 같은 위치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동경시 부흥소학교 가상평면도(1층 및 배치:출처[8])

[그림 2] 동경시 부흥소학교 가상평면도(2,3층 및 옥상:출처[8])

3.3 각실의 주요설계기준

표1은 부흥 소학교의 기본적인 계획단위와 보통교

실, 특별교실 등의 면적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보통

교실의 면적을 3등분한 단위가 계획단위이자 구조단

위가 되면서 이것의 정수배로 각 실들의 면적을 계

획하는 모듈 플랜이 적용되었다. 미터단위가 사용된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1921년의 도량형법 개정에 따

른 것으로 생각된다. 미터법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량형법의 개정은 부흥 소학교 건설사업을 주도했

던 佐野利器의 영향으로 구조 전문가였던 佐野利器

는 당시까지 쓰이던 척관법(尺貫法) 대신 미터법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길이의 단

위는 미터법을 따르면서도 면적은 평수를 사용해 미

터법으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구분 내용
학급기준 16~32학급

학급당 정원 심상과 50인, 고등과 40인
계획단위 2.85m×6.9m(6평)
보통교실  8.55m×6.9m (3단위 18평)
특별교실 14.25m×6.9m (5단위 30평)

특별교실 준비실 5.7m×6.9m (2단위 12평)

[표 1] 동경시 부흥소학교의 주요 계획기준

그림3은 동경시 부흥소학교 보통교실의 모습이다.

도면상에 배치된 좌석수는 48개이지만 학급당 정원

은 심상과 기준으로 최대 50인을 상정하고 있다. 이

를 기준으로 1인당 점유면적을 계산해 보면 0.36평

정도가 되어 명치기 이후 대표적인 교실의 크기로

사용되던 4칸×5칸 교실의 1인당 0.25평보다는 여유

있는 좌석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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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경시 부흥소학교 보통교실 (출처[8])

학생들의 책상은 2인용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정

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강조하

는 자유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일부 도시 학교들에서

는 학생들의 좌석이 1인용으로 계획되는 경우도 있

었지만 부흥소학교 건축에서는 2인용 책상을 기준으

로 하고 있다.

그림3의 전개도 부분을 보면 상부층 바닥 슬래브

와 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노출 천정으로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노출시킨

다는 일종의 구조미학적 차원의 계획의도로도 보이

지만 음향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도 쪽 벽면 중앙 부분의 창 하부에 학생들의 도

시락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교

실 후면에는 아동용 흑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 피난

상황을 고려해 교실과 교실사이에 출입구가 계획되

어 있다.

명치기 일본 학교건축에서 특별교실은 재봉실과

창가실 정도에 불과했지만[6, p51] 동경시 부흥소학

교에서 특별교실의 종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과교실,3) 수공교실, 재봉교실, 창가교실, 도화교실,

등 총 5종류의 특별교실을 기본적으로 계획하였고

고등과가 설치된 심상소학교 또는 고등소학교에는

이와 함께 가사실도 계획하고 있어 실습이 필요한

모든 과목에 특별교실을 계획하고 있었다.4)

이렇게 동경시 부흥소학교에서 특별교실 수가 늘

어난 것은 대정기(大正期: 1912년～1926년) 이후 일

본 교육계에 자유주의 교육사상이 확대 전파되어 아

동의 자율적 학습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대정기는

3) 이과 교실의 경우 24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두 개실이 계획되었다.

4) 당시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산술, 일본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재봉, 수공 등 총 11과목이었다.([9, p145] )

일본 학교건축에서 특별교실이 발달했던 시기로 기

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교육계에 크게 나타났다.

1925년 동경시 교사들에 의해『小学校特別敎室の設

備』라는 책자가 발간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

다.

특별교실은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충실해졌다. 대부분의 특별교실

에는 준비실이 부대되었으며 가구들도 각 수업목적

에 맞춰 별도로 제작된 것들이었고 실험을 위한 급,

배수 설비와 개스 설비 등이 완비되었다.

특별교실 외에도 옥내체조장이 필수 시설화 되었

고 소학교 보조규정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림2

의 옥상 평면도를 보면 개방교실, 일광욕실 같은 허

약아동을 위한 특수교실도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종

류의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다.

4. 결론

이상에서 동경시에 의해 건립되었던 부흥소학교

건축의 주요 계획기준을 살펴보았다. 동경시의 부흥

소학교건축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학

교건축에 도입되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대량건설을

위해 규격화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시대의 진전에 따

른 학교건축의 발전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별교실 및 부대시설의 확충과 도시형 학교로

서의 특성 발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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