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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의학 문학교 본 심부에 치한 의 모습

그림 1. 구 구의학 문학교 본  외

1. 서론

1904년 1월 구역 부근 경부철도남부공구 건설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구에 최 로 일본 건설회사가 들어오고, 

철도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인들이 구역을 심으로 

한 구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일제 강

기 때 지어져 존하는 구의 등록된 근 건축문화재 

총24   가장 많은 20 이 구에 남아 있고, 이  7

이 교육 련시설이다. 본 장에서는 7 의 교육 련시설 

 일제 강 기 문화통치시기 말 근 건축발 기(19030년 

이후)에 지어진 구 구의학 문학교 본 과 남산 등학교 

강당에 해서 건축사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구- 구의학 문학교 본  

2.1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의 개요

구에는 1923년 일제 강 기 때 건립된 립 구자혜

의원(大邱慈惠病院)안에 사립 의학강습소가 처음 생겼으며, 

이것이 의료인 양성을 해 1924년 도립 의학강습소가 되

었다. 그 후 구 최 의 공립 구의학 문학교가 설치되

어, 1933년 구의학 문학교 본 으로 완공되었다. 1951년 

국립경북 학교 의학 학으로 발 ·개편되고, 지 까지 원

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경북 학교 의학 학 본 으로 사

용되고 있다. 2003년 1월 28일 사  제442호로 지정되었고, 

재 구의 가장 심부인 구 동인동 2가 경북 학교 

부속병원 내에 치하고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 

도립 구병원(사  제443호, 경북 학교 의과 학 병원 본

)과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최고 4층으

로 건축면  1.,608㎡(468평), 연면  4,655㎡(1,408평)으로 

계획되어 있다.

2.2 배치와 입면의 특징

건물은 체 으로 남향에서 조  서쪽으로 돌아서 배

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평면 형태는 ‘산(山)’자의 좌측 세

로획 방향에 직각으로 도서  자료실공간이 이어져 있어 

좌측은 사방이 감싸져 있는 정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우측은 윗변이 오 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체 으로 비

칭 평면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이 비 칭을 구성하는 

도서  자료실 건물은 기존의 칭 인 ‘산(山)’자 평면 형

태와 이어지는 외벽 면을 보면, 벽돌색과 수평돌림띠, 그

리고 2층과 3층사이의 벽돌 내쌓기 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는 것을 보아 어느 시 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서  건물이 증축된 것으로 보 다. 건물의 규모는 심

축을 이루는 심 건물이 지상 4층이며 그 로 사각형 

형태의 옥탑(창고 공간)이 합쳐져 우뚝 솟아있으며 그 외

는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외벽의 주재료는 붉은 벽

돌이며 조 조로 시공되었으며, 지붕의 형태는 정면부(山

의 가로획 부분)의 경우는 평지붕, 그 외에는 박공지붕으

로 시공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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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후면 부출입구 부분 본 과 도서 이 이어진 외벽

건물-단면도 2층 평면도

그림 2. 구 구의학 문학교 건축도면

1층 로비의 우측 계단실 3층의 강당으로 들어가는 계단

2층 로비의 우물모양의 난간 2층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난간

그림 3. 구 구의학 문학교 내부

건물의 입면은 엄격한 질서와 균형미를 가지고 있는 

형 인 좌우 칭으로 심부를 높게 치솟게 만든 사각형 

옥탑 부분과 입면 심부에 주출입구 포치를 계획하여 명

확한 축으로 심부를 인지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은 역사

으로 건축가들이 심의 존재를 강조하기 해 돔이나 

아치, 출입구 등의 시각 인 상물을 칭축에 치시키

는 방식이며 한 서양의 고 건축에서 권 를 표 하기 

하여 심축선상에 심을 알리는 삼각형 지붕의 꼭지

을 치시켜 심축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디자인 방식

이기도 하다. 주출입구는 좌·우로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

게 경사로로 처리되어 좌우 칭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함께 권 인 건축  표 을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건물외 에서 가장 특징 인 건축구성요소는 4층 건물

의 심부에 돌출된 유리창이 원형의 곡선으로 처리된 것

과 좌·우측 건물 옥상부분과 3층 부분에 수평으로 돌출된 

CONC. 수평돌림띠, 그리고 각층 사이의 수평 돌림띠이다. 

 포치 계단 앞에서 로 올려다보면 원형으로 돌출된 

원형창과 4층 로 높게 솟은 옥상탑이 입면 으로 연결

되어 심축과 수직  디자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하게 개될 수 있는 외벽의 입면에 변화와 

다양성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심부의 수직 인 구성요소

는 외벽에 돌출된 CONC. 돌림띠와 층간 돌림띠에 의해 

수평 인 요소로 화되어 체 으로 안정감과 평온한 

느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부분의 창문은 수직 장방형

으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정면 심부 돌출된 4층 건물의 

좌·우측 외벽에 살짝 숨겨진 원형창문은 내부 1층 계단실

의 원형창문과 계단난간의 원형 구멍장식과 맥을 같이 하

면서 건물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하나 여겨 볼 

만 한 것은 건물 후면의 부출입구(山의 심 세로획)부분

이 원형아치 형태로 벽돌을 한 켜씩 번갈아 내쌓기 한 것

과, 2층 부분에 곡선으로 내민 캔틸 버 처마부분, 그

리고 지 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1층에서 3층까지 높게 

이어져 돌출된 6개의 굴뚝(좌·우 3개씩)이다.

2.3 내부공간과 평면의 특징

건물의 출입구는 정면, 후면, 좌·우측에 계획되어 있으

며, 입면 앙의 주출입구로 들어가면 로비를 심으

로 동·서·북 3방향은 복도로, 좌측 건물동은 편복도(2, 3

층)로 계획되어 있다. 바닥은 부분 근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인조석 물갈기로 시공되어 있고, 1층 로비의 좌·우측 

계단실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계단 난간은 콘

크리트 난간으로 만들어져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지만 계

단이 끝나는 난간부분을 조  과도하게 돌출시켜 난간벽

에 원형모양의 구멍으로 장식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무거운 

느낌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다. 2층에서 山자형태의 가장 

긴 심 세로획 공간은 3층까지 오 된 강당으로 계획되

어 있었고, 2층 로비 앙에는 바닥 슬래 를 오 시켜 재

미있는 8각형의 우물모양의 난간을 설치하여 1층 로비공

간을 내려다 볼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 3층은 강당과 업

무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층 강당공간을 계단식 람

석 공간으로 계획하 기 때문에 3층 강당 입구는 3층의 

복도 벨보다 높게 계획되었고 따라서 3층 강당 입구의 

앞부분과 업무공간의 복도와 바닥차이로 인하여 3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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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면 경 

 
남측면도-지붕의 높이와 아래

동측면 경

 

북측면 경

그림 5. 남산 등학교 강당 외  

복도는 강당입구 계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공간이 구

분되고 있다.

3. 구 남산 등학교 강당

3.1 남산초등학교 강당 개요

남산 등학교 강당은 일제 강 기에 구의 식민지교육

을 해 건립한 남산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면서 본 이 

1935년, 과 강당이 1936년에 건립되었다. 본 과 

은 새로운 학교 건물의 신축 등으로 1987년 철거되었고 

강당만이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학교 내에 남아 있다.

재 이 건물은 구 역시 구 남산 2동에 치하고, 

2003년 4월 30일 유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으며, 구

의 근 건축물 에 재까지 비교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역사 ·건축  요성을 가지는 근

문화유산으로 구 역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다. 본 

강당의 치는 구철도 3호선 건설로 인하여 2009년 11

월 구 역시 문화재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년 

6월 11일 강당을 해체하여 동편으로 6m지 에 이 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 13억을 투입하여 최 의 사용자재, 색

상, 공법 등을 고려하여 건립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 고, 

2011년 6월 10일 공사가 완료되어 재 사용 에 있다.

도시철도공사와 우측 담장  강당 담장과 강당 사이 길

그림 4. 남산 등학교 강당 주변

3.2 배치와 입면의 특징

강당은 등학교 강의동 건물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무 는 서쪽 방향에 배치되어 있고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쪽으로 6m 이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 

경계를 표시하는 철망담장과 무  방향인 서쪽 외벽이 바

짝 붙어있어 통행하기에 좁은 통로로 만들어져 있다. 체

인 입면상의 구성은 크게 세부분으로 뚜렷하게 구분되

어 있다. 첫째, 건물의 기단역할을 하는 약 1.2m높이까지 

콘크리트 벽면과 돌림띠로 구성된 하단 부분, 두 번째, 붉

은 벽돌과 창문으로 이루어진 외벽부분, 마지막으로 상부

는 완만한 경사, 하부는 경사의 2단으로 처리된 맨사드 

지붕부분이다. 지반에서 지붕처마까지 높이와 지붕처마에

서 지붕 끝까지의 높이가 거의 1:1 비례로 나 어져 있어 

조 은 지붕이 과장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강단의 넓이는 

가로 14.86m, 세로 27.5m로 직사각형(넓이 408.68㎡)평면

으로 계획되어 있다. 외벽은 붉은 벽돌(조 조)로 시공되

어 있는데 벽돌쌓기 이 일반 인 조 조의 인 오

목 이 아니고 볼록 으로 시공되어 있다. 창문이 계

획된 외벽은 0.5B 한 겹 들여쌓기로 창문 역에 입체감

을 주어 다른 외벽과 구분하고 있으며, 창문형태는 수직으

로 긴 오르내림 창이 남측에 12개, 북측에 12개, 동측에 3

개 총 27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문은 남·북방향

의 경우 2짝 미닫이문이 1개씩 계획되어 있고 동·서 방향

에는 한 짝의 미닫이문이 2개씩 계획되어 있다. 특히, 남

측면 미닫이문의 처마는 콘크리트 캔틸 버식으로 계획되

어 있지만 반 편(북측)의 미닫이문에는 캔틸 버식 처마 

신 붉은 벽돌 내쌓기 형식의 박공모양으로 처마를 표

하고 있는 이 특이하다. 이런 방식은 동측면의 좌우 

칭 인 입면에서도 좌측 문에는 콘크리트 캔틸 버 처마

로 처리되어 있지만 반 편 우측문은 박공모양의 벽돌 내

쌓기로 처마를 처리함으로써 칭의 입면구성을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랑스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건축에서 리 사용되었던 맨사드(mansard roof)지붕으로 

이 지붕은 외형 으로 넓은 면 과 부피 때문에 지붕면에 

천장을 계획하거나 내부를  다른 공간인 다락층으로 사

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강당에서는 천창을 설치

하지 않아 조 은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지만 건물 앞에

서는 2단의 맨사드 지붕  아랫부분만 보여 보는 이로 

하여  무거움을 느낌을 주지 않는다. 

단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붕내부는 목재지붕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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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으로 시공된 외벽

 

외벽과 지붕처마 사이에 장식

남북 단면도–이  목재 지붕틀

 

신축 인 남산 등학교 강당

그림 6. 남산 등학교 강당 디테일 

만들고 있어 입면과 달리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통 인 목조건축수법에서 지붕을 이 으

로 만들어 지붕을 높고 크게 만드는 노고야 수법과 비슷

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입면상 특이한 건축  구성요소는 

동측과 서측면의 맨사드 합각부분에 원형의 장식창을 설

치하 고 그리고 합각면과 외벽을 경계 짓는 지붕 처마부

분 뿐 아니라 외벽 처마 체를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볼

록한 사각형의 조각들로 처마 끝부분을 강식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 신 건축의 페디먼트(pediment)에서 추녀 

 외 을 돋보이게 하는 코니스(cornice)의 뮤틀(mutule)

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수법은 고 주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장식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북측 외벽의 

창문벽면(창문과 창문사이는 벽돌 내쌓기가 없음)과 달리 

동측 창문은 창문과 창문사이에 벽돌 내어쌓기로 고  신

건축의 기둥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건물은 

르네상스, 바로크에서 사용된 맨사드 지붕과 고 건축에서 

자주 사용한 디자인 요소의 강한 칭성을 주 디자인 수법

으로 고루 사용한 충주의 양식의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일제 강 기에 여러 건축물들이 일정한 양식주

의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건축  양식주의가 고루 

사용된 충주의 방식으로 설계된 원인으로는 서양의 건

축문화가 우리민족에 의해 직  달되지 못하고 일본을 

거쳐 변형된 모양으로 도입되었거나 1905년 을미조약 이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일본식 서양건축 기술에 의해 건

축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남산

등학교 강당 역시 일제 강 기에 유행한 충주의의 양식

의 건물로 외 은 강한 칭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과 

배면은 앙부에 캐노피의 캔틸 버가 돌출해 있고 좌우

측면의 맨사드 지붕 합각부에 원형창으로 장식함으로써 

입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근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3.3 내부공간과 평면의 특징

내부공간은 단순하게 무 와 무 외의 방청객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닥은 일반 인 강당의 목재 깔기 방

식과 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각재와 장선을 시공한 후 그 

에 로링 깔기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5.3m 정도이며 내벽은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에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서쪽방향에 

설치된 무 는 높이 약 45㎝로 양 측면에 3단의 계단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었고 무 의 넓이는 깊이 5.1m, 폭 

14.86m이며, 오늘날과 같이 무  후면공간에 공연 비실 

등과 같은 보조공간이 정식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무

 뒤편 외벽에 무 로 직  출입할 수 있는 1짝 미닫이

문이 좌우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어 공연자는 외부에서 

비한 후 이 문을 통하여 무 로 등장하는 것 같았다. 

4. 결론

본 구 구의학 문학교 본 은 한국 근  의학교육의 

역사를 잘 보여  뿐 아니라 일제 강 기 때의 구 근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한 

체 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세부구성이 치

하고, 건축사 으로도 수  높은 건물로서 근 건축으로서

의 건축사  가치뿐 만 아니라 교육사 으로도 높은 가치

를 지니고 있는 요한 근 건축유 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남산 등학교는 재 교지의 동남쪽 모서리 부분에 

건축면  969㎡, 연면  1,104㎡의 식 강당을 신축 

에 있으며, 올해 내에 공될 계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걱정되는 것은 새 강당을 마련함으로써 재의 강당 

기능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과 이로 인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건물로 방치· 리부족 등으로 인하여 훼손의 

험에 놓이지 않을까하는 염려이다. 낡고 오래된 근 건

축물이 단순히 문화재로서의 보호 상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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