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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경(1964) 

그림 2.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3호에 등재된 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1. 들어가며

최근 도시리뉴얼이 속하게 증가하면서 통과 근 건

축의 보존과 활용성이 도시계획의 요한 요소로 부각되

고 있다. 도시개발과 보조를 맞추어 역사문화자산을 보존

하면서 화하는 략이 구축되고 있다. 역사  의미가 

있는 근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이 지속

되고 있으며, 방동의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은 2002년 

등록문화재 13호에 등재되어 이 다 할 역사  건축물이 

부재한 이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 다. 

2. 개요

서울 동작구  방동 390-5에 치하는 서울공업고등학

교는 1906년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설립하여 1922년 

립경성공업학교(官立京城工業學校)로 출발하 다. 1939년 

 방동 교사로 이 하면서 경성공립공업학교로 개칭하

고, 1994년 서울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 다. 

3. 건축특성 

3.1 건축외관

등록문화재 13호로 지정된 본  건물은 1956년 일부 보

수작업을 거쳐 경성공립기술학교의 근  공업기술교육의 

역사  장으로서 원형 그 로 보존되고 있다. 지상 3층

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외벽은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지붕

은 모임기와로 건축되었다. 조형  특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70여년이 지난 지 에도 당시의 견고한 외  모습

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정면은 좌우 칭으로 계획되었고 앙의 출입문에는 두 

개의 원형기둥이 뻗어있어 권 인 근 건축의 흔 을 

찾아볼 수 있다. 굴곡진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출입구의 



특집 special issue
한국 근 교육시설의 문화재  가치와 의미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9권 제4호 통권 제89호 2012년 7월 31

그림 3.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정면 

그림 4. 통문양을 살린 정면 출입구 

 

그림 5.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후면 우측

그림 6.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후면 좌측

그림 7.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앙 계단

그림 8. 계단에 부가된 철제와 유리 디테일 

목재 디테일은 붉은 벽돌의 색채와 어우러져 한국  정서

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후면의 출입구에서도 

반복되어 통일감을 부여하 다. 측면 출입구 부분은 아치

형태를 가미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외 에 변화를 

주었고, 흰색 라인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완고하게 펼쳐져 

있는 정면의 이미지를 밝고 부드럽게 환시켰다. 후면은 

코어와 설비 등을 한 돌출된 매스에 드러내어 좌우 칭

의 엄격함을 완화하고 정면과는 달리 변화된 모습을 갖추

고 있으며, 자 거 보 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3.2 내부공간

한국  정서가 묻어나는 출입문을 들어서면 좌우 칭

의 계단홀에 바로 이어지며, 교실들은 계단홀 양편으로 길

게 뻗어 있다. 계단홀은 콘크리트의 물성을 그 로 표 하

고 있어 투박하지만 외 과 잘 어울어진다. 핸드 일이 시

작되는 부분의 작은 원형 디테일은 출입문 밖 캐놋피를 

받치고 있는 원형 기둥과 잘 매치되어 있다. 재 계단홀

의 일부는 추락방지를 해 철제와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

하 다.

교실 출입문과 창문 등 내부의 목재디테일은 정면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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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앙홀 복도

그림 10. 복도 간의 알코  공간

그림 11. 복도 단부의 계단홀 

면 출입구의 문양들이 반복 용되었다. 콘크리트 벽체를 

따라 규칙 으로 나열되어 있는 목재문틀과 창틀은 복도 

좌우에서보이는 유일한 디테일로 남아 있으며 벽과 천장 

사이의 몰딩도 색채를 통일하 다. 복도 간 간의 알코

에는 휴게의자가 놓여 있고 보다 큰 창을 배치하여 

형 인 교사건축물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학생들의 휴식을 

고려한 흔 이 남아 있다.

4. 나오며

서울공업고등학교 본 은 외 과 내부공간 모두 당시의 

건축모습이 최 한 유지 보존되어 있어 근 건축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교사로서 필요한 요소들만으

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강한 듯 후한 외 의 곳곳에 

곡선요소를 부가하여 부드러운 학교 이미지를 창출하 다. 

다만, 최근 등학교의 디자인 경향을 반 하여 계단홀 등 

비어있는 공간을 휴게와 실내정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등포, 노량진, 신 방동 등 뉴타운개발이 속히 진행

되고 있는 주변지역에 비해 개발의 심이 되지 못하 고 

 역사문화자산 역시 두드러지지 못한 방동의 심부

에 치한 서울공업고등학교의 본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지역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