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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고등학교, 80여년의 역사와 추억을 담다
PoongMoon High School

박  도  권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표
Park, Do Kwon / Samoo Architects & Engineers, CEO

archy903@samoo.com

1. 재의 학교, 우리의 교육

재의 학교는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수 별, 

교과별 이동식 수업을 한다. 교과교실제에 따라 개인의 물

품을 보 하는 ‘홈베이스’라는 공간에는 사물함이 겹겹이 

쌓여 있고, 이마 도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복도에 사물함이 

길게 늘어서 있다. 홈베이스를 심으로 학생들이 매시간 

교실을 찾아 이동해야 하지만, 시설이 여의치 않은 부분의 

학교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완 히 흡수하지 못하고 부

분 으로만 운 되고 있다. 이처럼 바 어 가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학교시설이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교

과교실제에 따라 학교의 공간은 그 로 인데, 아이들은 불

편하게 층과 동을 오가며 교실을 찾아다닌다.

이십여 년  한명의 선생님이 오십 명을 상 하는 일

방향(주입식) 교육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재는 어든 

수의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직  소통하는 양방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지만 이마 도 변해가고 있다. 

에 비해 학생들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며, 스마트기

기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은 서로 모여 각자의 정보와 의견을 

나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

한다. 선생님과의 양방향 교육에서 학생 서로간의 동반교육

으로 바 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건축공간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도 마다의 개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공간 역시 필요하다. 그 동안의 교실 심 학교에서 

교실 밖 공간이 더욱 요한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실 

밖 학생과 학생의 소통공간에 심을 가지고 공간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 밖 공간은 자연과 해 

학생들이 자연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자연은 학생들에게 휴식과 지혜, 창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건축은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교실 밖 환경이 필

요하다.

2. 종로, 감고당길 풍문여고

안곡동사거리에 치하 던 풍문여고는 80년간 이곳에 

자리했다. 인사동에서 북 으로 이어지는 감고당길 입에 

안동별궁 옛 터를 품고 있는 이 역사 깊은 학교가 강남구 

자곡동으로 신축 이 을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이곳을 서울시에 내어주고, 2017년 3월부터 

새로운 교정에서 그 오랜 역사를 이어간다.

처음 방문한 풍문여고는 낡고 오래된 근 식 건물이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울의 종로 한복 에서 우리 근

사의 욕을 뒤로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고생들

이 추억을 쌓아 온 흔 이 곳곳에 묻어났다. 안동별궁으로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뒤뜰, 수백 년 된 은행나무, 걸을 때

마다 삐걱삐걱 거리는 오래된 마룻바닥은 정겨움을 넘어 

시간의 흐름을 담은 아련함과 소 함이 느껴졌다.

이 정든 교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학교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에, 학생들을 비롯한 동문, 선생님들은 무척이나 아쉬

워한다. 강남에 넓고 편리하게 지어질 새로운 시설에 한 

기 보다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시간만큼이나 풍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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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번지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 계획구역

지면 17,122.50㎡

건축면 5,126.22㎡

연 면 31,311.5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SRC조, 철골조

층    수 지하2층, 지상5층

표 1. 풍문고등학교 개요

라는 이름으로 엮인 추억의 연결고리를 매듭짓는다는 것

에 한 아쉬움일 것이다.

3. 강남, 모산자락 풍문고

풍문여고는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 하며 남녀공학 풍문

고로 바 었다. 한, 이  도심 한복 에 있던 교정이 새로 

이 하며 모산자락에 둘러싸여 자연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는 건물의 필요 규모에 비해 작고, 꽤 한 경

사도를 가지고 있다. 한, 15m의 막다른 도로 끝에 치

하며, 면에 한 주거단지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여간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다. 한, 학교 시설은 각 종 

건축법 외 교육청의 학교시설건축 기 이 있다. 이  반

드시 확보해야 하는 운동장면 이 있어, 지의 1/3 가까

이를 운동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 은 우리의 

학교 건축이 마당을 갖는 마을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아닌, 

운동장에 바로선 성냥갑 같은 학교건축의 형이 만들어

진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부분의 학교건축이 캠퍼스 형태의 넓은 교정이나 마당을 

낀 층의 아기자기한 학교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는 각 종 

법규와 기 으로 시도조차하기 어렵다. 풍문고 역시 집약, 

압축 된 콤팩트 한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 1. 풍문고등학교 배치계획

그림 2. 풍문고등학교 조감도

필요한 볼륨을 구성하면서 지의 여러 제약을 극복하

고, 동시에 시설기 을 충족시키기 해, 경사진 지의 

벨을 최 한 이용했다. 체의 교정을 크게 세 개의 단

( , 아래, 간)으로 나 었다. 정문에서 진입되는 아랫단

은 지하1층이지만, 경사지의 특성을 이용 외기와 최 한 

해 지상1층으로 느껴지게 하고자 했다. 주차장, 체육 , 

식당, 콘서트 홀 등 학생들이 일시 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설들을 모두 이 아랫단(지하1층)에 배치했다. 

그림 3. 지 벨차를 활용한 단면계획

건축 으로 지하공간이긴 하지만 경사면 앞쪽의 열린 

공간과 선큰을 활용, 최 한 외기에 면해 실제론 1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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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감을 가진다. 그래서 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그들

이 생각하는 1층이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헷갈려 한다. 지

하에 공간을 배치한 덕에 지상에선 다양한 외부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주로 머물며 생활하는 공간

들이 오롯이 자연을 바라보며 각 동을 구성할 수 있었다.

4. 마주 , 바라

36개의 일반 교실은 모두 남쪽의 산을 바라보고 있다. 

산자락을 무 썰 듯 동강내지 않으려 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교실의 입면을 다양한 각도로 구성하 다. 한, 

여러 색상의 창호디자인으로 입면에 최 한 다양성을 부

여하고자 했다. 

그림 4. 일반교과동 입면 디자인컨셉

다양한 각도와 색상의 창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항상 

숲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쉽고 빠르게 다가

갈 수 있다. 세 개의 동이 한데 묶인 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이 정은 원형의 보이드 공간을 가지며, 이 보이드

를 따라 돌면서 각 층과 각 동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동한

다. 하늘로 동그랗게 뚫린 이곳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

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꾼다는 상징  의미를 가

진 공간이다.  풍문여고 뒤뜰의 수백년 된 큰 은행나

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새 풍문고는 이 정 공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기 한다.

그림 5. 정 심(외부) : 휴식  정 인 공간연출

그림 6. 정을 둘러싼 실내공간 : 지하1층까지 자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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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공간, 다양한 교실 밖 공간

다양한 교과교실의 이동식 수업을 고려, 기숙사부터 식

당, 콘서트홀, 강의실, 일반교실동, 행정/특별교과동, 체

육  등 학교의 모든 공간은 실내 동선으로 연결된다. 이

게 연결되는 공간의 연결부마다 선큰, 복층형 홀, 정, 

계단식 필로티 등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외부의 자연과 

맞닿도록 했다. 이처럼 모든 공간을 실내로 묶을 수 있었

던 이유는 복도와 홀 같은 공용공간에 많은 면 을 할애

했기 때문이다. 

그림 7. 옥외 장 

야외공연장으로 활용/ 지하식당 연결  채 유입

과거의 학교와 같이, 교실 밖은 복도, 복도 밖은 운동장

의 단순한 구조를 탈피하여, 크고 다양한 공용공간을 구

성, 교실 밖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 이 공용공간은 외부의 

자연과 하도록 했다. 이러한 공공공간에서 학생들은 책

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혼자 학습하거나 친구들과 

토론하기도 한다. 때론, 수다를 떨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창밖의 자연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여유를 부리기도 한다. 

일 년 내내 변화하는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교실 밖 공간에서 다양한 학생들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가

지 모습들을 기 해 본다.

6. 풍문, 그 기억의 연속

 풍문여고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은 뒤뜰 구석

에 따로 모아둔 벽돌을 보여주며 ‘이 돌들을 가져가서 건

물을 지을 수 없을까요?’ 하셨다. 그 돌은 풍문여고의 오

래된 체육 을 철거했을 때, 아쉬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었다. 한, 뒤뜰에 여기 기 펼쳐진 오래된 

조경요소들, 통나무 벤치, 텃밭, 나무와 꽃 등을 가져갈 수 

없는지 재차 물으셨다. 교장선생님 한 이곳을 졸업한 동

문으로, 곳곳에 묻어있는 추억의 장소와 다가올 이별을 아

쉬워한 것이다. 풍문여고가 이사 간다는 소식에 많은 동문

들이 학교에 찾아와 옛 추억을 다시 만나고 돌아갔다. 이

사 할 새로운 땅에 이러한 기억의 물건들을 모두 옮기고 

싶었지만, 그것이 제 자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 기억이 

아닐 것이다. 한, 이곳은 서울시의 공 박물 으로 그 

장소성을 이어가기에,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도 새로운 시

간의 흐름을 받아들여  다른 의미로 거듭날 것이다.

그림 8. 행정·특별교과동 입면 디자인컨셉

새로운 학교의 첫 인상인 행정/특별교과동의 외 은 옛 

풍문여고의 감고당길 돌담을 모티 로 계획했다. 원형의 

정공간은 ‘은행나무 ’라는 옛 교정의 상징공간을 재해석 

했고, 이  학교 뒤편에 안동별궁 옛터로 이어지는 다양한 

조경요소와 산책로는, 일반교실동 뒤편 모산으로 이어지는 

140m의 산책로와 생태학습장, 텃밭, 돌담, 통나무 의자가 

있는 정원으로 의 기억을 잇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7. 공유공간, 지역과 유기 으로 연결된 학교

자곡동 지구단 계획 시 주거단지로 계획되었던 이곳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 침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 시공  각종 민원으로 언론에 기사

화 되는 등 풍문고가 새로운 곳에 자리 잡기에는 많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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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풍문고등학교 경 사진: 박 채

이 뒤따랐다. 우여곡  끝에 새 이웃이 된 풍문고는 이

제 이 지역커뮤니티의 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9. 콘서트홀( ), 체육 (아래)

학교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운동장, 강당 등 지

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문고에는 400석 규모 문공연장 수 의 콘서

트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시회를 열 수 있는 넓은 

시홀과 다양한 장서의 도서 이 있다. 한 실내체육 과 

잔디 운동장이 있으며, 담장을 두지 않아 모산으로 산책

로가 이어진다. 정문과 한 350평의 진입 장에서는 바자회, 

벼룩시장과 같은 다양한 야외행사를 열 수 있다. 이 게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정문 진입

부에 배치되어 외부에서 근도 용이하고, 학생들의 생활

공간과도 구분되어 있다. 시끌벅 하게 종로에서 이사온 새 

식구를 맞이한 지역주민들은 이제 풍문고를 오가며 문화

생활도 즐기고 체육활동도 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다.

8. 다양한 꿈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길

신축 개교 후 방문한 학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

기찼다.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땀 흘려 마련된 공간은 

새 아이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곳곳

에 삼삼오오 모여 장난치고 여기 기 분주하게 움직인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간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 거나 

기 어 쉬고 있다. 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그런 다양한 행 를 담을 수 있는 

넓고 융통성 있는 교실 밖 공간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

족스럽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활기찬 에 지를 느낄 때

마다 그래도 우리가 다녔던 학교와는 조 은 다른 공간이

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진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고,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어야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풍문고등학교가 새로운 교

정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오랜 

시간 낭만과 추억이 깃든, 많이 이들에게 기억될 학교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