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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圓形)학교-고창(高敞) 무장(茂長) 등학교

Mu-Jang Elementary School in Go-Chang

　　　　　　　　　　　　　　　　　　　　　　　　　　　　　오 승 주*       ,정 주 성**

                                                                       Oh, Seung-Ju  　 Jeong, Joo-Seong  

1. 시작하며8)

무장(茂長)은 라북도의 서남단에 치하고 있는 고창

군의 1읍 13면 의 하나인 면단  도시로서 1417년(태종

17년)에 무송 과 장사  두 고을이 병합된 고을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유래를 살펴보면, 무송은 백

제 때 송미지 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무송 으로 고쳐 

이웃 무령군의 이 되었고, 고려에 들어서도 그 로 내

려왔으며, 장사는 백제 때 상로 인데 신라 경덕왕 16년 

장사 이라 고쳐 이웃 무령군의 이 되었고, 고려에 들

어서도 그 로 내려왔으며, 뒤에 감무를 두어 무송을 겸임

시켰고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17년 이 두 고을을 병합하

여 무장이라고 하고 진을 설치하여 병마사를 두어  행

정까지 겸임시켰다(나주진 ). 세종 5년 병마사를 첨 제

사로 고치고, 그 뒤 감을 두었다. 고종 32년 군으로 되

어 주부에 속했다가 건양 원년 라남도에 소속시켰고 

융희 원년 라북도로 소속시켰으며, 1914년 고창군에 병

합되어1)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창읍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에 치하고 있는 무장

면에는 무장읍성(사  346호, 1417년 축조), 객사와 동헌

(지방유형문화재 제34호, 제35호) 등의 역사 자취와 더불

어 개교 101주년이 되는 무장 등학교가 있다.

아쉬운 은 재의 무장 등학교에서 100여 년의 역사

를 시설측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개교 100주년 기념탑

 * 정회원, 한국폴리텍V 학 고창캠퍼스 건축리모델링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남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일반 황

만이 학교의 역사를 변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 교사(校 )가 보기 드문 원형(圓形)의 형

태로 배치되어 있고, 시설 공간에 지역의 문화를 목하고 

있는 등 지방 소도시의 지역  특색을 반 한 소규모 학

교건축의 사례로 여겨진다.   

2. 학교 연  

무장 등학교는 1909년 8월에 설립되어 2009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와 통을 지닌 학교이다. 학

교의 연 을 살펴보면 1909년 8월에 설립된 사립 동명(東

明)학교(설립자 김배 )와 사립 무창(茂昌)학교(설립자 

김상일)가 1910년 12월 동명학교 자리에 사립 무장학교

(설립자 김 곤)로 통합되었다. 이듬해인 1911년 9월 무장 

공립 보통학교로 인가되었으며, 1925년 2월 무장 앙국민

학교로 개칭되었고 1951년 4월에 무장국민학교로 다시 개

칭되었다. 1994년과 95년에 송 국민학교와 덕림국민학교

를 합병하 고, 1996년 3월 무장 등학교로 개칭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신왕 등학교를 합병하 다.  

재의 무장 등학교는 최  설립 장소가 아닌 이  신

축된 치이다. 그 배경에는 무장성내에 치하고 있던 

1970년경에 건축된 무장 등학교가 1991년에 무장성이 도

시계획상 문화재보존지구(사  제346호)로 지정된 계로 

증․개축없이 교사를 약 35년간 사용하여 오던 , 2001년

부터 시행된 고창군의 무장읍성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

라 구( ) 치에서 약 500여M 가량 떨어진 재의 치

로 2004년 신축 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企劃連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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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치  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1-1번지

 지면  29,645㎡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 황  25M 계획도로, 12M 도로

 건축면  2,343.76㎡

 건폐율  7.91%

 연면  4,396.713㎡

 용 률 산정면  4,419.748㎡

 용 률  14.8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최고높이  15.4M

 주차 수  30

 주요마감재
 토벽돌 치장쌓기, 화강석, 복층유리, 

 콘크리트 슬라 /샌드 치 패

3. 시설개요

3.1 설계개요 및 층별 면적표

표 1. 설계개요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 수 1 1 1 1 1 1 8(1)

학생수 16 19 25 20 28 31 139(3)

표 3. 학   학생수 황

실명 교장실 연구실 교실 산실 과학실 강당

실수 0.5 1 10 1 1 1

실명 어학실 도서실 방송실
정보
검색실

시청
각실

교사연구
실

실수 1 1 1 1 1 1

실명 유치원 샤워실 식실 조리실 화장실 행정실

실수 3 1 1 1 6 1

표 4. 소요실 황

동 별 층 별 면 (㎡) 구 조 용 도 비 고

1 동

지하층 225.767 철근콘크리트 기, 기계실

1 층 1,861.949 철근콘크리트 교실, 식당

2 층 1,984.407
철골, 

철근콘크리트
교실, 체육

표 2. 층별 면 표

그림 1. 배치도

1 동
3 층 36.566 철근콘크리트 계단실 면 제외

소 계 4,072.123

2 동 1 층 324.59 철근콘크리트 유치원

계 4,396.713

 
  
  3.2 일반현황
2009년 재 총 8학 (특수학  1 포함)에 139(특수학  

3)명의 학생수를 보이고 있으며, 10개의 일반교실과 3개의 

유치원 교실과 더불어 강당, 어학실, 도서실, 방송실, 시청

각실, 식실 등이 각 1실의 시설 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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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장의 스탠드

그림 3. 옥외공간의 구릉지

4. 배치의 특성

지의 형태는 지의 남측이 낮고(-5.0M) 폭이 넓으며, 

북측은 지형이 높고 폭이 남쪽보다 좁은 경사지형과 부정

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배치계획은 지의 부정형 특성을 활용하여 넓은 남측

에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운동장과 체육활동, 옥외휴식 공

간 등을 배치하여 운동장의 조망과 채 을 확보하 고, 북

측에는 교사동과 그에 인 하여 유치원을 유기 으로 배

치한 후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의 외부공간에 주차장, 생태

공원, 휴게공간 등을 배려하여 지의 효율  활용을 나타

내고 있다. 교문은 북측에 하고 있는 12M 도로에 하

여 배치되었고, 교문과 근 하여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의 

공간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차량동선을 유도하고 아동의 

동선과 분리하고 있다. 유치원은 등학교와 분리하여 

지의 최북단에 별동으로 배치되었고, 그와 인 하여 유치

원 놀이 공간을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치원과 

인 하여 주차장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유치원이 운동

장에 인 하여 배치된 주차장으로부터의 동선이 상 으

로 길어졌다는 데에 따른 배려인 것으로 보여 지지만 

등학교 아동과 유치원 아동의 동선과 겹친다는데 아쉬움

이 있다.

무장 등학교의 건축에 있어서 당시 고창교육장을 역임

한 ‘박세근’2)  한국 총고창지회 회장은 “지역  문화와 

교지가 가지고 있는 경사지의 지형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 곳에서 고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측에 치한 운동장은 교사동에 비해 약 5M가량 낮은 

벨을 이용하여 자연 으로 스탠드가 조성되었고, 스탠드

는 운동장과 교사동간의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으로 외부공간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한 시설의 

변화에는 조경시설물, 구조물의 설치 등 경제  투자가 요

구되는 경우가 있다. 무장 등학교는 경제  투자를 최소

화하면서 외부공간의 변화를 주고자 하 고 이의 안으

로 외부공간에 작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유선형

의 동선을 계획하고 식재하는 등 다양한 동선과 친환경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구릉지는 운동장과 교사동, 고라, 주차장 등과

의 사이사이에 배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휴게 공간을 

2) 2003∼2005년까지 고창교육장을 역임. 무장 등학교 이 신축

원회를 이끌었으며, 지역  특색과 문화를 목시키기 한 

많은 안들이 이 신축 원회로부터 제안되어 교사동의 원

형배치, 교실, 체육 , 식당, 입면계획, 외부 공간계획 등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함.

이용 시 교사동의 시각  독립성과 주차장에서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의 기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 운동장, 생태학습장 등을 제외한 부분의 교지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 포장방식을 찰

하여 보면 반 으로 붉은색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포장

되어 있는 가운데 하얀색의 콘크리트 블록이 동선의 가운

데 는 일정한 비율로 배치되어 포장되어 있다. 이는 아

스콘 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 후에 보차분리 는 동

선의 유도를 해 필요한 도색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 후 

재 도색해야 하는 등의 유지 리 비용을 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무장 는 주차장의 포장도 이와 같은 방식으

로 함으로써 주차장 차선 도색을 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5. 평면  특성
 

무장 등학교의 건축  특성  하나가 원형의 교사배

치이다. 일반 인 학교시설은 박스형 블록을 일자식,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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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층 평면도

그림 4. 1층 평면도

그림 6. 원형 장

식 는 교차식 등의 배치를 통하여 유기  공간을 구성

하는 형태를 취하고 부분 으로 원형의 디자인을 목하

고 있다. 무장 등학교는 교실, 행정실, 지원시설, 체육  

등을 원형의 평면블록에 맞추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평

면 배치계획의 바탕은 다른 학교시설과 유사한 계획을 벗

어나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역의 통과 문화  특색을 

목하자는 이  신축 추진 원회의 생각이 반 된 것이

다. 그 배경을 보면 고창군은 우리나라 서남부의 농어업도

시이면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 과 고창읍성(사  제

145호), 소리를 발 시킨 동리 신재효 등 문화의 고장이

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문화의 특색을 학교건축에 나타내

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건축계획에 목된 것이 성(城)이

다. 

고창군에는 고창읍성과 더불어  하나의 성이 있는데 

바로 무장읍성(사  제346호)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지

역  역사문화를 이  신축되는 무장 등학교에 나타내고

자 하 다. 더욱이 무장 등학교는 무장읍성 내에 있었고, 

새로운 곳으로 이  신축되는 곳에 100여 년의 역사를 무

엇으로 이어갈지를 찾고자 하 고, 기존의 시설을 이 하

여 재사용하는 것이 물리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 문

화  콘텐츠를 건축  요소에 나타내고자 하 으며 그 

안을 성의 형태에서 찾고자 하 다. 이러한 의도는 교사동

의 원형 배치와 성곽 축조술을 연상  하는 교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교사동의 평면계획을 보면 앙에 원형의 정(학교에

서는 이곳을 ‘원형 장’이라 부른다)을 두고 그 주 를 교

실, 행정 리실, 지원시설 등을 배치하여 원형의 교사동

을 만들고 있다. 

이 원형 장은 학생들의 휴식, 놀이, 야외학습, 공연, 지

역주민의 휴식 공간 등 다목 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 공간에서 학년별 교실로 들어가는 일

반  학교와는 달리 무장 등학교는 학생들이 원형 장의 

주진입구를 거쳐 5개의 부출입구를 통하여 각 교실로 향

한다. 이러한 동선은 자연스럽게 친구 간, 타 학년 간의 

만남이 원형 장에서 이루어져 교실 입실 과 쉬는 시간

에 이야기하거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수업이 끝나면 자

연스럽게 원형 장에서 만나 하교를 같이하기도 하는 등 

친교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된다. 한, 5개의 

부출입구는 각각 용(勇)기의 문, 지(知)혜의 문, 건강(體)의 

문, 사랑(德)의 문, (禮)의 문 등으로 명명되어 있고, 

출입문의 재료인 강화 유리에 각각의 명칭에 맞는 그림을 

음각하는 등 교육 덕목을 디자인에 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형 장의 바닥에는 12지신 동물을 화강석에 음



원형(圓形)학교-고창(高敞) 무장(茂長) 등학교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7券 第2號 通卷 第75號 2010年 3月 79

그림 8. 원형 장 바닥의 12지신 동물

그림 9. 교실 유니트 랜(북측)

그림 10. 교실 유니트 랜(남측)

그림 7. 부출입문의 음각그림

각하고 원형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띠에 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등 미  감성과 통문화 속 이야기를 

건축공간에 담고 있다. 

교사동의 단 공간 배치를 보면, 교지와 한 12M 도로

의 북서쪽에 한 교문과 원형 장으로의 주진입부에 인

하여 행정 리공간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리  외부

인의 행정 민원업무 등의 편의성을 배려하고 있다. 교실과 

기타 소요실 등이 남향에 배치되도록 원형을 심으로 남

측 부분은 복도, 북측 부분은 소요실이 원형 장에 하도

록 배치하여 쾌 한 환경조건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원형

의 특성상 일부 서남향, 서북향 등에 배치된 실들의 채

조건에 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 시청각실, 체육  등의 지원시설은 원형 교사동의 

심부에 배치하여 동선과 이용의 편의성을 배려하고 있

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용 측면에서의 편의성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교실 유니트의 크기는 기본 으로 9.2m×7.0m의 부채꼴 

모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교실의 배치가 원주의 바깥

쪽과 안쪽에 따라서 남측 교실과 북측 교실의 면 에 차

이가 있다. 이의 보완을 해 북측에는 주로 특별교실을 

배치한 후 내부 칸막이의 조  통하여 소요 면 을 확보

하고 있다. 

6. 입면계획

교사동의 외벽은 체 으로 토벽돌 치장쌓기를 사용

하고 있다. 원형의 특성과 창호의 일률 인 반복의 단조로

움을 벗어나기 해 화강석 버 구이 마감을 부분 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특색을 목하는 

디자인이 보여 지고 있는데 바로 토벽돌을 이용한 벽면

의 그림이다. 원형 장 진입구의 양 벽면에는 견우와 직녀

를 상징하는 그림이, 체육 의 외벽에는 무장읍성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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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측 경(체육  벽면 무장읍성 그림)

그림 11. 입면도( 로부터 남, 북, 동, 서)

그림. 12 원형 장 진입구의 양 벽면의 그림 그림 15. 원형 장 주진입구 경

그림 16. 교사동 남측 경

그림 14. 교문에서의 경

등이 토벽돌 치장 쌓기를 이용하여 회화화되어 해내

려 오는 옛 이야기와 지역문화에 한 상상력을 자아내고 

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입면 디자인에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체육  벽면에 그려진 무장읍성 벽돌그림과 더불

어 마치 성곽 축조를 연상  하는 교문의 입면 디자인에

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이는 교문에서 바라본 학교의 

이미지를 콜로세움에 비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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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교사동 서측의 포치

7. 마치며

무장 등학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학교시설들과 비추어 양 ․질  수 만의 계량  비교의 

으로만 본다면 그다지 얘깃거리가 없다. 도시권과 비 도

시권 특히 도시와 농산어 지역을 놓고 본다면 더욱 그

러할 것이다.  

무장 등학교는 농산어 의 소규모학교로서 갖고 있는 

지역과 규모의 한계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색

을 공간 형태에 끌어들여 발 시킴으로써 그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디자인과 다양한 재료, 색상들로 변되는 우수

학교시설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지 , 감성  발

달에 향을  것이며,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 모여서 학교의 기억과 추억을 묻

고 얘기한다면 무장 등학교는 더하여 원형 장에서의 만

남과 놀이를 추억하고, 무장성을 떠올리고,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얘기하고, 어느덧 얘기는 고향과 지역과 우리의 

설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장 등학교는 사각 교사블록의 조합화된 교육시설의 

답습과 모방을 지양하고 소규모 학교로서의 특성과 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건축계획의 요소로 공간에 목시킨 학

교건축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언젠가 풍수를 공부하는 분과 무장을 방문한 

이 있다. 그는 무장이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반사형

(草中蟠蛇形)이라 말하고, 무장 등학교의 옛터가 뱀의 머

리이고 지 의 교지가 똬리를 틀고 있는 뱀의 몸통이라는 

말을 무심결 들은 이 있다. 이번 기획연재의 비를 

하여 무장 등학교를 답사하면서 이 된 치와 교사동의 

형태가 원형(圓形)으로 건축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라

는 자문(自問)을 하며  다른 심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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