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special issue
한국 근 교육시설의 문화재  가치와 의미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9권 제4호 통권 제89호 2012년 7월 33

충청지역의 문화재 지정 근대 학교시설의 개괄
Review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in Chung-cheong

류  수  훈 / 국립공주  건축학부 교수
Ryu, Soo-Hoon /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willow@kongju.ac.kr

 

 

그림 1. 청주상업고등학교 본 도면과 경사진

그림출처 : 문화재청. 재경동문회(http://www.cjds.co.kr) 참조

 

그림 2. 옥천 죽향 등학교 구 교사 경  실내사진

그림출처 : 문화재청 참조

1. 서론

충청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표 인 교육시설로는 청

주 성고등학교 (구)청주상고 본 , 옥천 죽향 등학교 구 

교사, 괴산 학교 구 본 , 삼성 등학교 구교사 등이 있다.

한, 강당건축물로는 강경 앙 등학교 강당, 주성교

육박물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성여자 학교(구 

청주 학교) 강당, 청원부강 등학교 강당, 여자 학

교 강당을 꼽을 수 있다.

2. 학교시설의 문화재  가치와 의미

2.1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

문화재로 지정된 교육시설  청주상업고등학교는 1935

년에 상업교육을 통한 구국(救國)을 목 으로 설립되었으

며, 1936년 지 의 자리에 옛 본 을 신축하여 이 하

다. 1993년 옛 본  뒤에 학교 건물을 다시 지었다.

본  건물은 일자형의 2층 양옥으로, 을 비롯한 외

부는 1936년 건립 기의 모습을 그 로 유지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주 출입구가 있는 앙 부분이 약

간 돌출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에 돌림띠로 장식하고 수직

의 긴 창이 반복 으로 배치되어 있다. 외벽은 붉은색의 

벽돌을 사용하 고, 지붕은 콘크리트기와 지붕으로 페인트

를 칠하지 않았다. 은 돌출되지 않게 설계하 으며, 

 부분과 건물의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계단을 통

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 다. 건물 내부의 바닥은 

마룻바닥이고 내부의 벽은 콘크리트를 사용하 다. 기단은 

50㎝ 정도의 벽돌을 깐 다음 그 에 마루를 깔았다. 이 

건물은 근  기의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2 죽향 초등학교 구 교사

이 건물은 옥천 지역을 표하는 최 의 공립학교 건물

로서,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  그 로 남아 있어 우리

나라 근 기의 학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special issue 특집

34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9권 제4호 통권 제89호 2012년 7월

구분 시설명(소재)
시설 황

규모(연면 ㎡) 구조 건축년도 특징

등록문화재 제6호
청주 성고등학교(구 청주

상고) 본 (충북 청주)

- 1개동

- 1,566.3

조 조+

RC조
1936

일자형의 2층 양옥으로, 근  기의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

등록문화재 제57호 
죽향 등학교 구 교사

(충북 옥천)

- 1개동

- 264.46
목조 1936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  그 로 남아 있어 우리나라 

근 기의 학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60호
앙 등학교 강당

(충남 논산시)

- 1개동

- 462

조 조+

RC조
1937

지붕구조는 공트러스로 되어있고 양쪽 박공면에 창

을 두어 빛과 공기를 유입할 수 있게 처리

등록문화재 제272호
홍성고등학교 강당

(충남 홍성군)

- 1개동

- 357.02

조 조

RC조
1943

존하는 건물로는 드물게 강당 내부의 벽감이나 창문틀

과 그 주변 등 일제강 기의 학교 건물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 ·교육  가치가 큰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337호
화교학교 교사·사택

(충남 논산시)

- 2개동

- 1층교사 179

사택 73

목조 1956

건물의 체 인 형태와 평면 구성 등은 건립 당시의 모

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면 부의 아치 구조물 등이 

그 로 남아있다.

등록문화재 제350호 

주성교육박물 (구 청주공

립보통학교 강당)

(충북 청주시)

- 1개동

- 400.0
조 조 1923

1923년에 지은 이 강당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학

교건물

등록문화재 제351호
성여자 학교(구 청주

학교) 강당(충북 청주시)

- 1개동

- 454.21
석조 1954

복 후에 지어진 학교건축의 기 사례로, 학교 강당 건

축의 기술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 

등록문화재 제354호
괴산 학교 구 본

(충북 괴산)

- 1개동

- 725.06
조 조 1946

복 직후 우리나라 기술진이 건축한 충북 도내 유일의 

석조 교사.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한 석조교사

유형문화재 제215호
청원부강 등학교강당

(충북 청원)
- 1개동 목조 1926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등학교 기의 강당 

건물로, 건축 당시의 구조와 형태가 지 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역시 

문화재자료 제46호 
여 강당( )

- 1개동

- 360

석조+

RC조
1937

가지붕을 연상하게 하는 아르 보풍의 부드러운 지붕

선이 특징. 처마 아래는 고 주의 인 수법인 치형(齒形) 

돌려쌓기로 벽돌을 장식하여 처마선을 받쳐주면서 부드

러운 이미지가 강조

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

삼성 등학교구교사

( )

- 지상2층

- 370.25
RC조 - 경시지붕. 칭  일자평면, 면 앙탑. 보자르식 입면

표 1. 충청지역 문화재지정 황 요약표

 

 

그림 3. 도면 2. 강경 앙 등학교 강당 경  배치도

그림출처 : 문화재청, blog.naver.com/mavaks=Log&logNo=90094954698 참조

1936년 목조 단층으로 지은 근  건축물로 3개의 교실

을 갖추었으며 벽체를 가로로  목재비늘 벽으로 마감

한 편복도형 학교 건물로 기 목조 교사의 흔 이 비교

 잘 남아 있다. 복도는 마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붕 

골조를 그 로 노출하여 보다 풍요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죽향 등학교는 1909년 개교한 공립 등학교로 육

수 여사, 시인 정지용 등의 명인사를 배출하 다.

2.3 강경 앙 등학교 강당

강당이 건립될 당시 배치 황은 재와 유사하다.

본 의 우측에 본 과 나란히 남동쪽의 운동장을 면하

면서 학교 북서쪽에 치하고, 본 의 좌측으로 본 과 직

각을 이루면서 운동장을 면해 서 이 치하고 있었다. 학

교 운동장은 강당과 본 , 서 으로 둘러 쌓인 긴 직사각

형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학교의 정문은 본 과 마주보면서 운동장 건 편에 

치했다.

강당이 공될 당시 본 과 강당사이의 연결을 편리하게 

하기 해 연결복도를 설치하 으나 한국 쟁 당시 1950년 

7월 본 이 소되어 연결복도가 소실 다. 이후 1955년 

소실된 본 을 2층 목조건물을 신축하면서 간이구조의 연

결복도를 설치하여 사용, 1962년 본 이 증축되면서 연결

복도를 없애버린 것으로 사료된다. 

강당은 장방형으로 본 과 면한곳에 출입구를 두고 반

편에 강단을 두었고, 외벽은 콘크리트 기단 에 붉은 벽

돌 양면1.5B 공간쌓기를 하 고 벽체 하단과 단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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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경 화교학교 교사·사택 경  사택평면

그림출처 : 문화재청 참조

평으로 가로지르는 돌림띠와 벽체 모서리에 짧은 가로 돌

림띠를 두어 입면에 수평성과 입면에 한 단순함을 상쇄

시키면서 강한인상을 주고 있다. 

지붕구조는 흔치않은 공 트러스로 되어있고 양쪽 박공

면에 창을 두어 빛과 공기를 유입할 수 있게 처리되어 있다. 

내부 천정마감은 목재 우물반자마감인데, 강당 앙에서 

넓은 직사각형 형태로 뒤로 물린 후 높이차가 나는 부분

에 긴 마름모꼴의 무늬를 오려내어 장식효과를 주었다. 

2.4 홍성고등학교 강당 

1943년에 설립한 홍성공립 학교 강당으로 쓰던 건물로 

재는 홍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사용되는 연면  357.02㎡

의 건축물이다. 강당의 단상 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으

로 꾸민 벽면을 서 만든 벽감이 있는데 일제강 기의 

학교 건물에 있던 안소로 추측된다.

존하는 건물로는 드물게 강당 내부의 벽감이나 창문

틀과 그 주변 등 일제강 기의 학교 건물 모습을 간직하

고 있어 역사 ·교육  가치가 큰 문화재이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교리에 있다.

 

 

그림 4. 홍성고등학교 강당 실내  경사진

그림출처 : 문화재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참조

2.5 강경 화교학교 교사·사택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강경 화교학교의 교사와 

사택건물은 1956년에 교사 1동, 사택 1동으로 지어졌고 

2007년 7월 3일 등록문화재 제337호로 지정되었다. 교사는 

면에 복도를 둔 목조 건물로 출입구는 흰색의 아치형으

로 되어 있다. 

강경 화교학교는 그 건립연도를 교사 지붕 마룻 의 묵

서를 통해 1956년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촬 된 사진자료를 통해 건립당시에는 교사와 

사택이 모두 재의 사택 지붕에 워진 S형 기와가 덮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재 교사 지붕은 샌드 치 패

로 마감되어 있다. 교사와 사택은 외형은 원형을 유지하

고 있으나, 학생수 경감( 재 소학교 과정 4명)으로 교실 

 사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분 인 퇴락이 발생하여 

상당부분이 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이다.

지붕은 재 란색 샌드 치 패 로 되어 있으나 수리 

기록이 없어 변형된 시 은 악하기 어렵다. 배면 차양칸 

부분은 라스틱 주름 을 잘라서 시멘트를 채운 뒤 여기

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가구를 만들어 골 스 이트 지붕을 

얹었다.

1960년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재 조 조

로 구성된 화단도 시멘트 벽돌로 재보다 낮은 높이고 조

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체 인 

형태와 평면 구성 등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

며, 정면 부의 아치 구조물 등이 그 로 남아있다.

2.6 주성교육박물관(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2007년 9월 21일 등록문화재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2001

년 2월 10일, 상당구 동의 주성 등학교 안에 있는 강당

에다 개 한 교육 문 박물 이다. 1923년에 지은 이 강당

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건물이다.

1960～80년 에는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간이 칸막이 

시설을 하여 교실로 사용하 으며, 교직원의 각종 연수, 

지역사회 각종 행사  학 발표, 체육  등으로도 활용 

되었다. 박물 으로 사용하기 이 의 시기에는 기록상 크

게 3차례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1966년 5월부터 7월

까지 지붕보수  내외부 도장공사가 있었으며, 1996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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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성교육박물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경  평면도

그림출처 : 문화재청 참조

 

 

그림 8. 괴산 학교 구 본  강당 경

그림출처 : 문화재청, http://blog.naver.com/fww600r?Redirect=Log&lo 

gNo=40136274505, 2011,08,13 참조

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지붕보수  내외부 도장공사

가, 같은 해 7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마루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다.

기록된 보수공사 이외에도 수시로 개보수  내외장재의 

부분 철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내부 연

단을 철거하면서 연단으로 통하는 보조출입구 2개소와 남

측 외부 보조출입구 등을 폐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  말 개화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변천해온 우리나라 교육의 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

볼 수 있다. 

2.7 대성여자중학교(구 청주대학교) 강당 

2007년 9월 21일 등록문화재 제351호로 지정되었다. 1954

년 청주 학의 강당으로 지어진 벽돌건물로, 청주시 상당구 

수동 성여자 학교 내에 있으며, 재는 성여자 학교 

체육 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서로 긴 직사각형 평면으로 서쪽 주출입구 부를 

돌출시켜 2개의 반원형 아치로 출입구를 만들었다. 벽면은 

붉은 벽돌이며 측면 창의 상하 인방(引枋)에 흰색을 칠하

여 색조 비를 이룬다. 지붕은 강당이라는 넓은 공간에 걸

치는 구조물에 걸맞는 지붕트러스기법을 사용하 고, 지붕 

끝은 반박공 형식으로 처리하 다. 1990년 에 들어 창틀

을 목재에서 새시로 바꾸고 목재 으로 된 처마를 동

으로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 다.

복 후에 지어진 학교건축의 기 사례로, 학교 강당 

건축의 기술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그림 7. 성여자 학교(구 청주 학교) 강당 경

그림출처 : 문화재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w 

w600r&logNo=40044914635, 2007.12.02. 참조

2.8 괴산중학교 구 본관 강당 

이 건물은 1946년에 개교한 괴산 학교의 본 으로 

복 직후 우리나라 기술진이 건축한 충북 도내 유일의 석

조 교사이다. 길이가 77m에 이르며, 이 지역에서 채석한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하여 교육 시설로서의 장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9월 21일 등록문화재 제354호로 지

정되었다. 복 직후 우리나라 기술로 건축된,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한 석조교사로 괴산군 괴산읍 사리에 있다.

면  725.06㎡로, 평면은 긴 직사각형이다. 외벽은 거친 

느낌의 화강암으로 바른층 쌓기를 하 고, 지붕에는 기와

를 얹었다. 화강암은 인근의 옥 리와 주 리 경계 지역에

서 채취하여 사용했다. 

재 이 건물은 도서실, 음악실, 학교운 회의실, 도

실, 첨단정보교육장 등 학교 부속실로 사용하고 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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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청원부강 등학교 강당 경

그림출처 : 문화재청, http://m.chungbuknadri.net/mobile/tour/view.do 

?tourKey=333&menuKey 참조

  

 

그림 10. 여자 학교 강당 경

그림출처 : 문화재청, http://bbs.chosun.com 2008.8.22., 

http://www.oneclick.or.kr/contents/nativecult/area04.jsp?cid=64223 참조

강암을 사용하여 육 한 느낌이 드는 이 건물은 교육시설

로서의 장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괴산 학교 구본  면의 창(1360*2000mm)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연속 으로 배열되어 있다. 을 심

으로 좌우에 실의 용도가 다른 이유로 창의 배열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공당시 교실은 4개의 창, 교무실은 6개

의 창, 교장실과 서무실은 2개의 창으로 배열이 달라 좌우 

비 칭이지만 외벽의 창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되어있다. 

건물 면의 창의 간격이 조 씩 다르며, 을 심으로 

건물 좌측과 우측의 길이가 다른 것은 형태나 외 보다 

기능을 시하 던 것으로 보인다. 좌우측면은 거의 동일

한 입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붕속의 환기를 해 고창이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동일한 돌 패턴과 개구부를 투어 

박공면의 심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배면의 부 은 정면 과 동일한 모양이나 좌우 모

두 하나의 창 패턴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비교  

칭성을 띠고 있다.

2.9 청원부강초등학교 강당

청원 부강 등학교 면에 치하고 있는 이 강당은 학

교 교육의 창기인 1926년도에 건축된 학교 강당 건물이

다. 강당의 건물형태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은 

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건축당시의 역사, 건축연도, 건립동기 등이 기록된 실기

(實記)에 의하면 강당 건립은 학부형들의 피땀어린 정성으

로 이룩한 것이라는 내용과 1925년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926년 10월 17일 낙성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1923

년 부강 등학교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강 등학교 강당을 건축할 당시

의 역사와 건축연도, 건립동기 등이 기록된 실기(實記)가 

남아 있어 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충청북도에 유일하

게 남아 있는 등학교 기의 강당 건물로, 건축 당시의 

구조와 형태가 지 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건

축양식을 보여 다.

2.10 대전여자중학교 강당

1937년에 공된 것으로 가지붕을 연상하게 하는 아

르 보풍의 부드러운 지붕선이 특징이며, 지붕처마 아래는 

고 주의 인 수법(치형쌓기)으로 벽돌을 쌓아 처마선을 

받쳐주고 있어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측면부는 모서리 벽돌쌓기 수법으로 멋을 살렸으며, 네

모진 창을 넓게 설치하여 지붕선과 나란히 조화를 이루며 

환기를 원활히 하고 있다.

지붕은 마름모형의 망형 슬 트를 도치는 모습으로 

이어서 생동감 있게 연출하 다. 

2001년 6월 27일 역시문화재자료 제46호로 지정

되었다. 1937년에 공된 박공지붕 건물이다. 이 지역에서

는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

로, 한국 고유의 가지붕을 연상하게 하는 아르 보풍의 

부드러운 지붕선이 특징이다. 처마 아래는 고 주의 인 

수법인 치형(齒形) 돌려쌓기로 벽돌을 장식하여 처마선을 

받쳐주면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된다. 

붉은 벽돌로 쌓은 앞쪽과 뒤쪽 벽면에는 정사각형의 넓

은 창을 3개씩 설치하여 자연채 을 실내에 끌어들이고 

있어 벽돌 건물의 답답한 느낌을 다. 창문 주변의 인

방은 벽면보다 들어가게 처리한 뒤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건물이 견고하고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사방 모서리에는 

벽돌을 내어쌓기로 쌓아올려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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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성 등학교 구교사 경

그림출처 : 문화재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gs06 

161&logNo=100141785646 2011.10.28, http://www.oneclick.or.kr/contents/ 

nativecult/area04.jsp?cid=39184 참조

양쪽 측면의 넓은 상부 벽면에는 각각 아치형 창을 설

치하여 부드러운 지붕곡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환기

창 역할을 한다. 지붕은 녹색의 마름모꼴의 망형 슬 이트

로 마감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건물면  360㎡ 정도 되는 단층 건물로, 아기자기하면서 

독특한 느낌을 다. 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여

자 학교에서 리하고 있다.

2.11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2층 규모의 붉은 벽돌 치장쌓기한 건물로, 일제가 1911

년 8월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뒤 에 처음 생긴 등

학교이다.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로 인해 일본인의 이주가 

많아 일본인 아동을 교육하는 소학교의 필요성에 의해 회

덕공립보통학교로 건립되었다. 

입면에는 원형창을 설치, 내부 채 을 도입함과 동시에 

주변의 직사각형 수직창과 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미

인 측면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붉은 벽돌로 치장쌓기한 2층 건물로, 당시의 유행에 따

라 사방에 유리창을 많이 넣었다. 앞쪽   2층에는 

사각창 양쪽에 원형창을 2개 설치하여 내부로 빛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직사각형으로 생긴 

창과 조되어 외 이 아름답다. 

이 건물은 재 한밭교육박물 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역시교육청에서 소유  리하고 있다.

3. 맺는말

충청지역의 문화재  교육시설의 경우 일제강 기 때 

건축된 것이 부분으로 근  기의 건축양식을 주로 띄

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교육시설 들은 건립당시 모습이 

그 로 남아있어 근 기의 학교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조양식은 조 조, 목조, 석조 그리고 RC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건축되었다. 특히, 아르 보풍의 고 주의

 건축미가 강조된 여  강당의 건축 인 가치가 상

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청원부강 등학교 강당의 경우 건축 당

시의 구조와 형태가 지 까지 보존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옥천 죽향 등학교 구 교사, 홍성고등학교 강당, 

강경 화교학교 교사·사택 등 문화재로 지정되고 교육시설

로서 연구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한 시 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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