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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유산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생활시설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그러한 시설들 가운데 근린주구 내

의 역할이 큰 초등학교를 분석하였는데, 초등학교의 의미와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초등학교의 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위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근대기 역사에 가장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서울

시 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생겨난 이후로 성곽보수사업,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 

등에 이어 지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따

라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기념비적이거나 유

명건축가의 건물들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근현대의 의미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 결과 

그런 시설들은 벌써 사라지거나 훼손이 되어서 방치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 

문화자산으로써 근현대 생활시설들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보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현대 생활시설들 가운데 본 연구는 ‘초

등학교’라는 유형을 택하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밝히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초등학교는 나라에 따라 초등학교, 보통학교, 기초학교, 소학교 등으로 일컫

기도 한다. 근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교육이 국가의 기본기능으로 인식

되어 국민교육의 제도적 확립과 확충·강화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초등학교 교육은 대부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일반교육, 기

초교육,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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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여,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는 초등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의 

경당,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서당 등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인 학교제도의 발달은 갑오개혁 이후의 일로, 1883년 원산학당이 설립된 이후 

1895년 서울의 수하동소학교, 장동소학교, 정동소학교, 재동소학교 등의 설립에

서 비롯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따라서 초등학교는 근대기에는 기존 교육 기관들의 기능을 이어 신교육을 담

당한 기관이었고, 현대에는 기초지식과 처음 사회관계를 가르치는 중요한 생활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생활자산임에 비해 

관리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다른 도시들보다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존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근현대 생활자산인 

초등학교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왜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보존해야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단순하게 초등학교를 유산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그 각각의 가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내의 초등학

교들은 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의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주요어 : 서울, 초등학교, 유산가치, 보존관리

학번: 2014-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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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개요

1.2 선행연구 검토

1.3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1 개요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전통 건축물과 같은 대표적인 유산에 비해, 근대 이후 건축물

을 국가유산으로 받아들여 잘 보존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후 2001년의 등록문화재 제도, 그리고 2013년, 서울시

의 미래유산 제도가 실행되는 등 많은 제도들이 생기면서 대상이나 범위가 확장되는 변

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간의 노력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많은 문화재들이 보호받기 시작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거나 잘 

알려진 기념비적인 근현대건축물들은 그 보존가치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근현대의 의

미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전 근현대 계

주거 1358 8 1366

교통,통신 113 8 121

교육,문화 617 85 702

산업생산 93 15 108

종교 1519 88 1607

합계 3700 204 3904

[표 1] 문화재청에 등록된 유형별 문화재의 수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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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표 1]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유형별 문화재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자료

인데, 생활유산은 3904여개이고 그 중 근대생활시설의 수는 204개 정도이다. 근현대 시

설의 문화재 보호가 이전시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근현대 시설 문화재들 중에 용도로는 어떤 시설들이 분포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그림 1] 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당, 교회가 문화재 

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조금씩 등록문화재로 선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당이나 교회, 대학교 관련시설들은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설들은 왜 수가 적은 것인지, 왜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인지, 문화재로 등록된 것들은 무엇이며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 등록이 되었

고 현재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시설들 중 하나의 유형을 

정해서 분석해보고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그림 1] 문화재청에 등록된 생활시설의 수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이런 시설들 중에서도 본 연구는 초등학교라는 유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만 6세의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장

소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기의 우리나라 교육제도 발달사를 담아온 실체로써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

내외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년이 넘은 건물은 잠재적인 유산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데,1) 이러한 건축적 특성을 통하여 건축적인 가치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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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주구 개념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1개 이상 들어오는 중심시설로, 

과거부터 근린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동의 기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네적인 가치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이 한 동네에서 지리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근린의 중

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초등학교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그림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로써의 초등학

교의 수는 13개인데, 그 항목을 보면 밑의 [표 2]과 같다. 이 문화재로써 등록된 13개의 

초등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속의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울사람들

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을 준

비하자.” 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 미래유산 항목에도 현재 초등학교로 이용되

고 있는 항목은 한 개도 없다.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관리자(단체) 소유자 지정일

1 세종 시도유형문화재 제5호 부강초등학교 강당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33-3 부강초등학교
　 　 2012-12-31

2
인천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16호
창영초등학교(구)교사 인천 동구 금창로 31 (창영동) 인천광역시교육청 　 1992-12-16

3
인천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39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인천 동구 우각로 39 (창영동) 학교법인영화학원 　 2001-04-02

4
대구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44호
남산초등학교강당 대구 중구 남산로 70 (남산동) 대구광역시교육청 　 2003-04-30

5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
삼성초등학교구교사 대전 동구 삼성동 113-1번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02-08-23

6
광주광역시 등록문화재 

제17호
광주 서석초등학교 
본관·별관·체육관

광주 동구 제봉로82번길 26 (서석동)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2002-05-31

7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57호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1길 

26 (문정리)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2003-06-30

8
충청남도 등록문화재 

제60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충남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89-1번지 외 4필지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2003-06-30

9
전라남도 등록문화재 

제73호
고흥 소록도 구 녹산

초등학교 교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양지회관길

35-6, 외 1필지 (소록리)
　 보건복지가족부 2004-02-06

10
광주광역시 등록문화재 

제95호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
광주 북구 금남로 99 (북동) 　 광주광역시교육청 2004-09-04

11
경상남도 등록문화재 

제356호
거제초등학교 본관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415번지 　 경상남도교육청 2007-09-21

12
대구광역시 등록문화재 

제581호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221-0 　 　 2013-12-20

13
경상남도 등록문화재 

제582호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595-0 　 　 2013-12-20

[표 2] 문화재청에 등록된 초등학교의 목록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고

1)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홈페이지 : http://www.nps.gov/index.htm,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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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598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1882년 계성초등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1894

년 교동초등학교, 1895년 봉래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등 잠재유산으로 고려되는 50년

이 넘은 초등학교가 164개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단 하나의 초등학교도 가치를 인정받

지 못하고 있으며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적당한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3] 2015년 9월 17일 조선일보

  

연도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 수

1965 5,951 4,941,345

1975 7,195 5,599,074

1985 7,591 4,856,752

1995 6,788 3,905,163

2005 6,179 4,022,801

2015 5,978 2,714,610

증감율 +0.45 % -45.06 %

[표 3] 전국 초등학교 수 대비 초등학생 수 증감율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http://cesi.kedi.re.kr/index)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100개 미만   ■ 100개 이상 200개 미만   ■ 200개 이상

[그림 2] 시·도별 폐교보유현황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참고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또한 [표 3]을 보면 1965년부터 최근인 2015년에 이르기까지의 학교의 수와 초

등학생의 증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의 수는 베이비붐세대 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급감한 모습을 보인다. 최고 수치였던 1985년 7,591개에서 

2015년 5,978개로 감소가 되었다면 대략 1,793개의 학교가 폐교된 것이다. 초등학

생의 수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1965년과 2015년만 놓고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의 

수는 –45%정도 하락한 것으로 거의 반 이상으로 학생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세대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비율은 2.1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고 이에 따라서 당장 초등학교부터 그 여파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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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여태까지 폐교된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의 수를 표시해 놓았다. 

폐교된 곳이 200개가 넘은 지역이 세 군데나 존재하고 100개 이상 200개 미만 폐

교한 지역도 두 군데 있었다. 그에 비해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적은 수의 초등학교

가 폐교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아직까지 폐교한 학교가 없었다.

하지만 [그림 3]인 2015년 9월 17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120년이 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와 재동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도 적고,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도 적다는 이유로 두 학교를 합치자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주민들과 졸업생들은 그때서야 초등학교를 보존해달라고 요청

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초등

학교들마저도 아직까지 보존계획안이 없고 보존에 대한 인식도 너무 부족해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울도 더 이상 폐교가 되는 것에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강남과 같이 학구열이 높은 학군의 경우는 학생들이 몰려서 초등학교 시설이 부족

하고 새로 지어야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폐교에 대비하

여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가치판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근대기 역사

에 가장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초등학교가 없

다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서울시 내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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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화 유산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생활시설 가

운데 근린주구 내의 역할이 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분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역할과 과거로부터 어떻

게 활용 및 관리가 되어 왔는지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분석 중 보존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역사유산으로써의 초등학교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교육제도에 대해 시대 순으로 연구 한다.

둘째, 서울시 내에 위치한 59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황과 실태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연도, 상태, 주변 여건 등의 기준을 통해 초등학교의 건축유산과 

      동네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도출한다.

넷째, 적절한 가치판단기준을 토대로 보존대상체계를 설정한다.

다섯째, 선정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관리 계획을 알아본다.



- 7 -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문화재들은 현재 여러 가지 제도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써 보호가 

되어 왔었다. 하지만 근대유산의 경우 이전 시대처럼 국가적으로 지정이 애매하지

만 보호를 해야겠다고 판단되어 등록문화재 제도 등으로 보호되기 시작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대를 나누어보면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쉽게 구분

을 할 수가 있지만 ‘근대기’, ‘현대기’ 구분하는 시간이라거나 근현대기가 언제부터 

인지를 나누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그림 4]로 시대를 설명함

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대상들의 시간적 범위 또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근대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로 보고 있다. 대한제국시대나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근대기에 해당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945년부터 현재인 2016년까지는 ‘현대기’라고 부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시간적 범위는 근대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인 

2016년으로 설정했고, 이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라는 등록문화재 지정(등록)기준에 따라 50

년 전인 1966년까지를 포함한 범위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기부터 현재에 걸친 시간적 범위를 잡고 이 범위에서 형성된 초

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4]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 8 -

②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대상은 서울시 내에 있는 598

개의 초등학교로 잡았다.

서울시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

쳐서 과거로부터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세기 말의 개항 이후 서

구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철도와 전차가 개통

되고, 전화, 서양식 학교 등의 근대적 생활 시설들도 들어서는 등 여러 분야에

서 근대화를 시작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내의 초등학교는 형성 과정이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할, 그리고 현재 보존 가치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위의 설정 범위들에 따라 본 연구는 근대기부터 현재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수도

이자 근대기 역사의 시발점인 서울에 형성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주요방법으로 한다.

우선 ‘문헌연구’에서 초등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의, 역사, 의미, 제도를 검토

하고, 실제 근린생활권 계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서 역할을 했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서울시 초등학교 598개를 대상으로  

‘학교개황 원천데이터’와 교육청 시설 공사현황, 각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

교연혁, 학교시설정보 사이트, 인터넷 백과사전, 건축물대장 그리고 그 외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서울시 초등학교들의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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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검토

1.2.1 선행연구 고찰

  1) 근대 건축물 보존 관련 선행연구 고찰

근대 건축물 보존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의 근

대건축물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특정 근대건축물 보존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누

어 고찰해 보았다.

구분 이름 연구개요 내용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관한 연구

김성조,

김영태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하여 보전가치 기준 근거를 살펴보고, 예비 보

전가치 기준 및 항목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조사를 토대로 근대 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을 설정한다.

이주형
한국근대건축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제도‘의 취지에 맞는 활용을 통하여, 멸실될 위기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적절히 보존하여 근대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골 깊은 피해의

식의 극복과 더불어 우리의 근대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정진
근대건축유산의 보전형태에 따른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적인 보존인식에 대한 차이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과정을 고찰함

으로써 보존인식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시기별, 지역별, 양식 및 용도에 따

라 변화해 온 보존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의 

근대건축물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진
서울 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전 

방안 연구

근대건축물을 서울 도심의 역사경관의 차원에서 보존과 활용의 다양한 유형

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보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현정
1960년대 서울 도심건축물의 

가치와 보존요소에 관한 연구

기존에 연구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특징과 1960년대 건축물의 

의미를 부각되는 지역의 역사를 살린 지속적 도심 발전에 밑바탕이 된다.

이현정,

윤인석 

한국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 : 

명동지역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명동의 과거와 현재 상태 분석을 통해 물리적 특성과 고유성을 살린 지역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

서울소재 초기 한국현대건축물의 

특성 및 보존방안 연구 : 

1950-60년대 대표적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울에 소재한 20세기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파악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

으로 그들의 가치를 파악하며 이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

한다.

특정 

건축물 

보존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임은정

1960~70년대 관청건축 활용을 

위한 보존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 『근현대 건축·시설 건축가 

작품 일제조사』 중 관청건축 

중심으로

과거 일제강점기의 자료와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당시 관청건축의 특징들을 정

리하고, 그 특징들을 토대로 각 조사대상 건축물의 특징과 보존요소를 추출하

여 앞으로 곧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이 시기 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추선구,

김주원

근현대 건축물 보존, 활용을 

통한 복합문화, 주거 공간계획 : 

동대문아파트 중심으로

전통과 생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하고 소중한 장소를 재생하는 연구

의 주요 목적은 역사적 가치와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이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방안’에 있다. 원형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형을 

통한 재창조로 도시와 함께 공존하며 그 가능성을 찾는다.

서건혁

한국 근대건축 활용을 위한 

요소보존 방법에 대한 기본 고찰 

: 등록문화재 관공서 건축을 

중심으로

본래 용도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합리적인 가치판

단 근거를 바탕으로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론을 서술

김영환

근대 건축문화재의 보존·활용에 

관한 연구 :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를 중심으로

근대 건축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근

대건축물 중 등록문화재인 옥천 죽향 초등학교 구교사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근대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관한 실제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표 4] 근대 건축물 보존 관련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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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대건축물 보존 가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근대 건축물들의 보존 기준을 

세우거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되어 있었다. 근대 건축이라는 커

다란 범위를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보존가치나 활용방식에 대한 제안들이 대부분이

었다. 두 번째로 고찰해 본 서울의 근대건축물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 내

의 근대 건축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가치를 파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선

행 연구였다. 이는 첫 번째 고찰 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서울이라는 범위를 설정하

여 서울시 내에 있는 근대 건축물이나 서울 어느 지역의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분

석과 방안들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고찰 한 것은 특정 근대건축물 보존 관리 방안

에 관한 연구인데, 어느 하나의 건축물 유형이나 특정 근대건축물을 고르고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연구였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본 연구처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초등학교는 앞서 

설명한 [표 2] 문화재청에 등록된 초등학교의 목록 안에 들어있는 13개 중 1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존 인식이 부족한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기

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2) 초등학교 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초등학교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초등학교 교육을 알기 위한 근대교육 제도, 건물

에 대해 알기 위한 시설 정책에 관한 제도, 초등학교의 입지 조건 변화에 대해 알

기 위한 도시 규제에 관한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구분 이름 연구개요 내용

근대 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근대에 걸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수치를 

담고 있고, 제도들에 따른 역사적 배경이나 형성과정을 시대순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영우 한국신교육 백년사 한국초등교육사

우용제 외 3인
근대한국초등교육연구 – 

동몽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시설 정책 

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우
한국 근대 초등교육시설에서 표준화 

교사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됐던 국내 초등교육시설의 전개과정

을 표준화 교사의 건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태인
서울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현황 연구

복합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설 개방에 유리한 배치형

태, 적합한 운영방식, 시설 구성, 동선,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

도시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정만교
대도시 지역 학교입지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 학교입지 선정의 적정성과 발전방

안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종화
주거지 계획 이론의 변화에 따른 

국내 생활권 계획의 특성 분석

국내 주거단지의 생활권계획을 시대적 상황과 흐름 안에서 이해하고 

계획이론의 변화와 계획요소의 특성이 진전되어 온 방향을 분석한다.

[표 5] 초등학교 제도 관련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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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교육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등교육에 관한 서적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교육제도가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내용을 알 

수 가 있었다. 또, 시설정책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건축 형태나 

재료, 배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고찰해보았는데, 근대

기에 초등학교가 급증하면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표준화교사가 필요했고 과

거부터 어떻게 변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참

고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규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도시 안에서 초등학교가 어떤 규제에 따라 입지하는지, 근린 안에서 어떤 위치

가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었다.

1.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필요성

근대건축물 보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되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근대건축

물을 보존해야한다는 연구이거나 어느 하나의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들이 나오

고 있으나 생활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고 특히 하나의 유형을 정해서 진

행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특정 건조물을 지정하여 보존방안이나 

활용방안을 세우는 것이 많았다.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초등학교는 제도적 시스템, 건축물의 점적인 보존가

치, 도시 내의 가치가 모두 중요한 것인데 한 번에 정리된 자료나 연구는 찾기 힘

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느 특정한 건물이 아니고 ‘초등학교’라는 유형 전체를 가지

고 분석을 하려하고,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유산 가

치를 도출 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어느 가치로 보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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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내용 및 흐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서울시 내 598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산가치 체계를 세워 각각의 가치를 해석하고 그에 따

라 보존해야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본 연구의 범위 및 진행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차별성을 살펴보고 필요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헌 및 기존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의미를 명확

히 하고 초등학교와 관련된 제도, 규제 등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초등학교의 유산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한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이라는 틀에 따라 구체적

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에 따라서 문헌분석, 전수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각

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98개 학교를 조사 및 분류하고 분석하여 초등학교의 유

산 가치를 해석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4장은 3장을 통해서 마련된 초등학교들의 목록,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산 가치를 

재조명하여 그에 맞는 보존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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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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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초등학교의 이론적 고찰과 유산가치 대분류

2.1 초등학교의 의미

2.2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제도적 고찰

2.3 초등학교의 유산가치 분석틀 제시

2.1 초등학교의 의미

2.1.1 역사적 의미

초등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시설이지만 과거에는 소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는 간이학교, 강습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당으로 이어지게 된다. 2.1.1에서는 서

당이라는 시설이 왜 지금은 없어졌고, 초등학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시설에는 서당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으로 진학하여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했다, 

공식적인 초등교육제도는 없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서당이 담당하고 있던 것이다. 또

한, 서당은 완성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와 문자, 지식을 가르쳐줌으로써 일반 상식과 교양을 넓히고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당의 완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일반 서민

들에게까지 당시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체를 교육하는 전인교육적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한다.”2)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서양식 교육의 필요성으로 고종황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소학교를 세우게 된다. 신식학교에서는 독서와 습자, 외국어, 

지리, 역사, 과학, 기술 등 새로운 교육을 가르쳤고, 연설회, 토론회, 강의 등의 서당식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남자들만 서당에 다니며 공부하였던 

것이 여자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2) 권오석, (1994), 서당교재에 관한 서지적연구, 서지학연구10, 서지학회  참고



- 16 -

 사실 남녀, 나이, 계층 평등 교육에 대한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당시 서당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서당의 서민적 성격은 사실상 

우리 교육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층

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교육으로부터 사실상 소외되

어 있었다. 법제상으로는 평민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중략) 따라서 18세기 

말부터 서당 내부에서 평민층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사에서 

크게 괄목할만한 변화임이 명백하다.”3)

[그림 6] 좌) 1938년 6월 26일 동아일보,  우1) 서당의 모습 (출처 : 짚풀생활사박물관), 

우2) 성인교육과 서당 (출처 : http://blog.daum.net/ksgcyj/6943887)

1938년 동아일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당은 적령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시설

인 동시에 배울 나이가 지난 사람들, 아저씨, 아줌마, 노인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제

공한다는 것이 존재 의의였다. [그림 6]의 우측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인들, 

여성들도 서당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밝혔듯이 신식방법으로 신식교육을 가르쳤고, 나라의 자주 독립의 기

틀 마련했으며 인재를 양성하여 부국의 준비를 하였기에 초등학교만의 역사적 의미는 

근대 교육을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정순우, (2000), 조선시대 교육의 변천과정과 특징, 선생님, 학생,교과서, 국립민속박물관편, 161~162쪽



- 17 -

2.1.2 사회적 의미

초등학교는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식을 가르쳐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서는 사회생활을 처음 익힐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의 사회적 의미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만 5~6세의 어린이들이 기초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로 일상

생활을 배우고 개인, 타인, 사회, 국가에 관계에 대해 익혀나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학생문화 이해를 위한 시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조건은 친구, 놀이, 학교 이 세 가지이다.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초등학교는 친구

와 만나서 놀이를 하고 나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초등학

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은 친구이다. 이들에게 친구가 중요한 이유

는 친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슬플 때건, 고민이 있

을 때건 친구와 공명함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의 밖에 또 다른 '나'가 있

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둘째로 놀이 역시 초등학생들

에게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친구와의 공

명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공명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

가 놀이를 할 때 이다. 학생들은 놀이를 하는 가운데 가장 쉽게 재미를 느끼고 서로 공

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삶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

는 학교이다. 그들에게 학교가 중요한 삶의 조건인 이유는 바로 친구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가운데 서로 공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6세 이상의 아동은 의무적으로 6년 동안 낮에 초등학교

에 다녀야 한다. 낮 동안에는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중 가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는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4)

이와 같은 자료에서 볼 때 초등학교라는 곳은 초등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시작으

로 친구라는 개념이나 또래라는 개념을 넘어 이웃, 주변, 학교, 사회에 대해서도 알

게 되고 배우게 되는 공간이다. 또,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학생문화와 

생활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초등학교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4) 서근원, (1999), 초등학교 학생문화 이해를 위한 시론, 초등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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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간적 의미

1920년대 미국의 페리(C.A. Perry)에 의해 제시 된 근린주구 개념은 주구 내 도

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

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페리가 주장하는 근린주구를 요약해 보자면 

"도시계획 접근 기준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단위 주거구역"5)으

로 ‘초등학교’가 근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C.A. Perry의 

Neighborhood unit 개념도

  

계획원칙 내용

규모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계
통과 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와 간선 도로에 의해 구획 되어야 한다.

오픈스페이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공원, 놀이터, 운동장, 광장 등 녹지면적이 주구의 10% 이상)

공공시설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상업시설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한다.

내부도로체계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표 6] C.A. Perry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

위의 [그림 7]과 [표 6]처럼 정의 되는 페리의 근린주구 내용은 현대 도시계획에서 초

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도 이어

지고 있다. 물론 요즘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가 되고 교통수단도 발달했

으며 직주근접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는 근린주구 내

에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서울,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할 시점이 된, 

결혼 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성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초등학교 학군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수도권 실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내에

5)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중 근린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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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6년 6월 28일 이데일리

'초등학군이 뭐길래'…150m 두고 집값 '2배 차이’

△ 서른이 넘어서 결혼하는 만혼 풍조가 만연하면서 주

택 구입 때 초등학교 학군이 주요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

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지난달 분양해 계약 닷새 만에 완판 된 ‘DMC 2차 아

이파크’ 아파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지의 

경우 계약자 중 30대가 절반이 넘는다. 

[사진출처 = 현대산업개발]

  [그림 9] 지역 및 학교별 학력 정보 : 

서울 초등학교 순위 및 학군 정보 총정리 

- 마포구, 서대문구

(출처: http://cafe.daum.net/10in10)

 

초등학교들이 많이 인접해 있고 비교적 학군이 우수한 단지들이 조기 완전 판매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림 8]은 지난 6월 이데일리에서 나온 인터넷신문으로 좋은 초

등학교가 인접한 단지의 아파트 분양이 경쟁률과 가격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림 9]는 지역별로 초등학교의 학력, 순위를 나타낸 정보로 학부모들에게 학군에 대한 정

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는 이젠 단순히 기초교육시설을 넘어섰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

람들의 생활권을 결정하는 중요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는 주구 내에서도 중심

으로써 공간적으로 의미가 있고, 현대에도 역시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접근성을 고려하

고 좋은 학군을 고려하는 등 생활권을 고르게 하는 장소로써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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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제도적 고찰

앞선 2.1 초등학교의 의미 고찰에 이어서 2.2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초등학

교 관련 제도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고찰해 볼 시대는 [그림 10]으로 정리

해보면 1894년 이후의 대한제국 말, 1905년 이후의 일제강점기, 1945년 이후의 

6.25전쟁,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인 현재 이렇게 5가지 시대이고 각

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제도들도 크게는 이렇게 5개의 타이틀 안에 해당하게 나누

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10] 제도적 고찰의 시대흐름

이렇게 나누어진 5개의 시대에서는 각각의 시대마다 근대교육제도의 변화, 시설

정책제도의 변화, 도시규제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근대교육제도 변화에서는 맨 처음 초등학교가 생기게 된 배경과 초등 교육 시작, 

그 이후에 변화해온 교육과정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 시설정책 제도의 변화에서

는, 초등학교의 건물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 사용 되었던 건물의 종류

나 형태부터 현재의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시설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규제제도 변화에서는 도시와 마을 안에서 초등학교를 알아보려고 했고 이를 

통해 마을내의 초등학교의 입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정보는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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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대한제국 말 (1894 ~ 1905)

근대교육제도 변화

1855. 개항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학교인 배론 성요셉 신학당 개교

1883.
원산학사를 시작으로 정부주도의 최초 현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이 1886년 설립되었고, 같은 해 배재학당, 이화학당들도 설립

1895.01.
이에 고종이 ‘홍범14조’ 선포

- 국내 똑똑한 인재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전습케 하여 서양의 것을 능동적 수용

1896.02.
교육입국의 의지를 담은‘교육조칙’반포

-교육은 국가보전의 근본이며 신교육은 과학지식과 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며, 

덕육, 체육, 지육을 기본으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민족중흥과 국가보전이다.

1897.07. 이 때 정해진 ‘소학교령’은 비로소 근대적인 초등교육의 관제가 정해졌다.

시설정책제도 변화

신축 건물보다는 기존의 교육시설이나 관청, 종교시설을 사용했다.

도시규제제도 변화

없음

[그림 11] 배론 성요셉 신학당

   

[그림 12] 종현서당

대한제국 말부터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최초로 설립된 서구식 학

교는 1855년 조선개항이전 충북의 배론 성요셉 신학당으로, 철학과 신학교육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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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시작된 학교이다. 그 이후 1876년 조선이 문호개방을 하고 나서는 천주교, 개

신교 등의 지원으로 다른 성격의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다. 1882년 신학교인 인현

서당과 예수 성심 신학교를 비롯해서, 신기술과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한 동문학, 

광혜원, 육영공원, 일어학교 등이 생겼고, 사립학교로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동의 

학당 등이 생겨났다. 이 시대에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는 인현서

당,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도인데 인현서당은 중간에 종현서당으로 명칭을 바꾸었

다가 현재엔 계성초등학교로 불리고 있고 나머지 두 학당은 각각 배재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초등학교로 남아있는 교육

시설은 현 계성초등학교인 인현서당뿐이다.

이 당시의 학교들은 신축 건물보다는 기존의 교육시설이나 관청, 종교시설을 사

용했기 때문에 건축적인 특징은 없었고, 따라서 입지적인 문제도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과 도시적 규제는 특별히 없었다.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대교육제도 상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역사유산 

가치가 있는 초등학교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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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제강점기 (1905 ~ 1945)

근대교육제도 변화

1905.

일본의 ‘한국교육개혁안’ 공포 후 교육제도 변천

-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학교제도는 번잡을 피하고 과정은 

  간단히 한다.

1906.08.

 ‘보통학교령’ 공포 – 소학교 → 보통학교 / 서당감소

                 - 수업연한 4년으로 단축, 일본어 필수과목 지정

                 - 여학교 창설, 전문학교 증설

1911-1922 제 1차 조선교육령기 -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

1922-1938

제 2차 조선교육령기 -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불만 해소를 위함, 

                     - 사범학교가 생기고  대학에도 갈 수 있게 함, 

                     - 수업년한도 4년에서 6년으로 개편

                     - 간이학교 설립 (사설강습소와 야학을 병합하기 위한 기관) 

1938-1943
제 3차 조선교육령기
보통학교 → 심상소학교, 일제 교육을 통한 민족말살정책 시도

1941.02. ‘국민학교령’ 제정 – 소학교 → 국민학교

1943-1945 제 4차 조선교육령기 - 조선어 과목 폐지,  교과목, 교과과정 통합

시설정책제도 변화

1906-1908
임시학사 확장사업으로 3개년 사이에 총 59개의 관립 및 각종 공립 보통학교 

설립

1906. 독립 목조교사 출현과 확장

1939.

- 16, 24, 30학급 (각 학급당 70명을 기준으로 함)

- 벽돌조의 학교가 주로 건립

- 오랫동안 단위교실의 표준규격이었던 4칸X5칸을 적용 

  (특별교실은 일반교실보다 크게 계획)

- 해방 이후 사라졌지만 교사동과 별동으로 봉안전(천황을 기리는 전각)이

  계획되었다.

도시규제제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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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수업연한이 

줄어들거나 제도가 단순화 되는 등, 간략화 된 초등교육과 일본어교육에 초점을 맞

춰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1906년에는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여학

교, 전문학교 등이 생기는 변화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까지도 많았던 서당들

의 수가 감소의 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림 13] 참고)

[그림 13] 서당의 수와 학교의 수 비교 그래프

1922년~1938년에는 3.1운동의 효과로 잠시 교육에 비교적 자유가 있었지만 일

제강점기 말에는 다시금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조선어가 완전 금지되고 교과목이 

바뀌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시설적인 변화로는 초등학교들이 독립된 교사를 갖기 시작하는데 1906년 관립보

통학교가 된 경성부의 인현동(1930년 광희로 개칭), 재동(1906년 준공), 정동(1899

년 준공, 1937년 봉래로 개칭), 교동(1906년 준공), 매동(1906년 준공) 보통학교 

등이 건축되었고 도시적 규제는 여전히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대교육제도 상 ‘최초의 보통학교’와 ‘일제 해방 전 

교육과정을 한 소학교’가 역사유산 가치가 있는 초등학교라는 사실과 ‘최초의 목조

건물을 가졌던 보통학교’들이 건축적으로도 현존하고 있다면 건축유산 가치가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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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6.25전쟁 (1945 ~ 1980)

근대교육제도 변화

1945.
조선교육심의회 – 국민학교 6년제화,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내용 개편

초등의무교육과 사범교육을 받은 초등교원 및 기반 계획 추진

1949.12. 교육법 제정 및 공포

1954-1959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초등무상교육)

- 아동의 96% 취학을 목표로 부족교실을 신축하고 의무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법규를 완비한다.

1962. 교실난 해소의 방안으로 사립 국민학교 설치를 적극 권장.

1967-1971 의무교육시설 확충사업

1971. 교실부족문제 거의 해소. 대도시 일부 지역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2부제 수업 폐지

시설정책제도 변화

1945.

초등의무교육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수를 수용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다부제 수업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1,000여명이 비교적 여유롭게 사용하던 공간을 4배에 가까운 3,900명이 사용할 만큼 시설 부족)

1950-1953 6.25 전쟁으로 그나마 보유하던 시설마저도 절반이상 파괴 

1951. 전시 중. 문교부장관의 지시로 생벽돌을 이용한 임시교사 축성 운동 전개

1960.

문교부가 작성한 ‘전국 국민학교 일람’ – 대용교실, 임시가교실, 지하교실, 직원실

대용교실 – 현관, 층계, 복도, 창고 등 본래 건축목적이 다른 건물을 수리하고 임시 차용한 교실

임시가교실 – 가설재료를 사용하여 임시로 건조한 공간 (천막교실이나 판자교실 등)

직원실 – 일반교실이 부족하여서 교원을 위한 공간도 일반교실로 전용하였다.

<콩나물 교실과 맘모스 학교> (서울 미동국민학교 ,1965, 새교육지) 

          – 10,100명 학생 / 연면적 1,625평 / 1인당 0.16평 이용

1967-1971

의무교육시설 확충사업

- 학교당 학급 수를 매년 17학급수준으로 유지

- 학급당 학생 수를 1966년 62명에서 1971년 58명까지 낮추려 하였다.

- 교장실을 축소하고 교무실을 전폐하여 교원은 각 교실에 배치한다.

도시규제제도 변화

1972.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는 모든 시설을 향토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의 센터로 

개방하고, 향토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 전체의 교육을 위한 각종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육적으로 계획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향토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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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제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내용 개편을 하면서 

국민학교 6년제 화를 시행했고 초등의무교육과 사범교육을 받은 초등교원 및 기반 

계획 추진했다. 하지만. 초등의무교육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

기 힘들어짐에 따라 다부제 수업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러다보니 1,000여명이 비교적 여유롭게 사용하던 공간을 4배에 가까운 3,900명이 

사용할 만큼 시설 부족하게 되었다. 더욱이 6.25전쟁으로 인하여 그나마 교육시설

도 반 이상이 파괴 되어서 부족한 재료와 공간들로 임시교사들을 축성해나가기 시

작했다.

[그림 14] 서울 미동국민학교 ,1965, 새교육지

그러다보니 위의 [그림 14]과 같은 모습이 된 서울 미동국민학교의 사례를 들어

서 보자면 10,100명 학생이 연면적 1,625평을 사용해야 되는 결과가 생겼고 이는 

1인당 0.16평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67년부터는 의무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지향하게 되고 도시적으로도 학교의 역할

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대교육제도 상 의무교육이 생겨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과 그 이후에 생겨난 학교들을 유산가치 기준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적으로는 전시 당시 대용교실, 임시가교실, 지하교실, 직원실 등

을 활용했던 초등학교들이 남아있다면 건축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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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1980년대 (1980 ~ 2000)

근대교육제도 변화

1980.07.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 교육개혁

- 교육과정이 1981년(제 4차)과 1987년 (제 5차) 두 차례 개정

- 제 5차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의 통합교과도입

- 국민학교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편

- 초등과학실험 조교제 도입

-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을 강력히 추진

1990. 취학아동수의 자연감소로 학교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1992. 제 6차 교과과정 제정 및 공포하여 학습, 생활의 기초적 능력과 태도 육성에 중점

1995.
교육법 개정, 광복 50주년을 맞아 1996년 3월부터 일제의 잔재였던 초등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

시설정책제도 변화

1980.07.

‘80년도 학교교사 표준설계도’ 

- 철근콘크리트 조의 학교들 설계

- 과밀학급 해소, 2부제 수업 해소,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

- 교실 개축, 변소개량, 책걸상 대체 등 초등학교 학교환경의 개선

1987.
‘학교시설 현대화’ – 표준화에서 벗어나 현대화를 추진

- 노후시설 개선 / 쾌적, 안전, 위생을 고려한 배치 및 형태 재고 / 시설관리 효율화

1990. ‘국민학교 건축계획 모형 연구’ – 표준화에서 벗어나 현대화를 추진

도시규제제도 변화

소생활권은 근린주구를 단위로 하여 인구 20,000~30,000명의 규모로 하고 생활권의 

경계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구별한다. 초등학교는 소생활권의 중심에 

통학적정거리는 200~400m, 통학시간은 도보로 5분~10분이내 이용권으로 배치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풍수해, 토지, 토양을 고려한 ‘환경’, 대기, 소음, 진동, 일조량을 

고려한 ‘대기환경’, 주변 위생, 인근 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변환경’, 공공시설등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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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좀 더 나은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건축적으로는 밀집

된 학생 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서 

과밀화된 학급이나 2부제 수업이 해소되었으며 교실개축, 변소개량, 책걸상 대체 

등 학교환경에 많은 개선이 시도되었다. ([그림 15] 참고)

[그림 15] 1980년대 화장실 개선 사업 내용, 1981.12.26. 경향신문기사

또, 1990년 취학아동수의 자연감소로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었고 학교시설

도 표준화에서 벗어나 현대화 건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명칭도 일제의 잔재인 국

민학교에서 벗어나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도시적으로도 소생활권 근린 안에 1개 

이상, 200~400m 도보 통학권 안에 배치 되어야하며 주변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는 규제가 생기게 된다.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대교육제도 상 1980년대에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80년대 교육개혁 전의 국민학교와 이전의 학교에 대해 유산가치기준을 나눌 수 있

고 건축적으로도 표준화교사가 남아있다면 유산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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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현재 (2000 ~ 2016)

근대교육제도 변화

2000~ 특성화 학교, 외국어학교,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

2005. 교원평가제 도입

2006.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시작

시설정책제도 변화

시설

기준측면

최근 신도시에서는 3,000-3,500세대 당 1개소의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결국 학교의 과소공급 및 

과밀 학급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가 더욱 가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획지규모가 약 100-110m×110-140m 정도의 크기로 획일화 되므로 학교건축, 

배치계획에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화

및 

재개발

측면

현재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후학교의 재개발과 복합화 계획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 된 시설 간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합화의 기본적 단서인 도시 계획적 검토와 조닝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후학교의 

재개발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린 생활시설, 여가시설 등 일정수준의 경제성을 가진 시설이 복합화 

되어야 하지만 학교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시설은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시설이므로 이를 

선정할 경우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TL 사업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6) 재건축이 필요한 초등학교들의 경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민간이 건물을 짓게 하고 공공인 학교가 이를 사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규제제도 변화

우선 초등학교는 도시공간구조상 지역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하며 보행 

위주의 교통연계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의 내부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에 연계시켜 줌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 지역사회 전체가 해당 학교의 위치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의 등하교 방향에 대하여 교문 진입을 설정 적절성 검토

- 교문에서 진입공간을 지나 현관에 이르는 동선이 교사나 운동장에 대해 적절한 위치관계가 되도록 충분히 고려

- 교사, 체육관이 위치한 지역과 옥외 오픈 스페이스의 면적이 거의 1:1이 되도록 균형 잡힌 조닝

- 아동, 학생들의 주요한 생활공간의 방위나 환경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특별교실 블록,

  관리 블록, 체육 스페이스 블록의 유기적인 연계와 일체감을 중시하여 전체를 구성

- 학년의 그루핑, 교과의 그루핑, 관리블록의 그루핑, 지역개방의 블록 등의 크기와 상호연결을 충분히 검토

- 지역개방 블록은 지역주민이 알기 쉬운 위치에 명료하게 구성하고 동선상 학교전용 부분과 혼재되지 않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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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는 현재의 초등학교와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 특성화학교, 외국어학교, 

대안학교 등이 설립되고 2006년에는 방과 후 학교가 실행되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

되어 오던 초등학교와는 다른 성격의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감소하는 학생 수로 인하여 대량의 초등학교들이 그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서 건물을 복합화로 지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도시적으로도 보행위주, 공원 녹지 포함, 주민들의 이

용 적극권장 등 변해가는 규제를 볼 수 가 있다.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복합화의 시도나 도시규제를 통해서 주민

들의 초등학교 이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동네유산으

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중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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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등학교의 유산가치 분석틀 제시

2장에서 초등학교의 의미와 시대에 따라 제도가 바뀌어 온 것을 고찰 해본 결과 

초등학교는 주목해볼 만한 시설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가치를 가치고 있는

지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위의 고찰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의 유산 가치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데, 먼저 연구 범위에서 밝혔다시피 서울시 내에 있는 59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유산 가치 판단과 목록 도출을 하려 한다. 

첫째로, 초등학교의 역사적 의미나 근대교육제도를 보아 초등학교가 처음 생기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간직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역사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초등학교 건물 그 자체인 점적 장소가 50년 이상 지속되어서 과거 초

등학교의 건축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으로

서의 초등학교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유명하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안

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가치가 생긴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초등학교, 

즉 도시, 공간적 차원에서 공간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동네유산으로서의 초

등학교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리해보자면, 2장까지의 고찰을 통해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 이렇게 세 

유산 가치를 분석틀로 설정하였고, 각각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들을 분석 및 도출하

는 것이 다음 장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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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서울시 내 초등학교들에 대한 보존범위 설정

3.1 초등학교의 가치 기준 판단

3.2 역사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3.3 건축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3.4 동네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3.1 초등학교의 가치 기준 판단

3장에서는 2장에서 정한 분석틀인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 이 세 가지 유산 가

치에 따라 어떤 목록들이 각각의 유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사 및 분석을 해보려고 한

다. 우선, 각 유산에 맞는 초등학교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3.1에서는 어떠한 기

준들이 부합할 경우에 유산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가치기준을 작성 

했다.

[그림 16] 초등학교의 유산가치 판단을 위한 진행과정

좀 더 체계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초등학교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했는데, 초등학교와 관련된 키워드를 건축, 도시 전공 학생들 20명에게 묻고 

여기서 나온 키워드를 앞서 정한 역사, 건축, 동네의 틀에 따라 초등학교와 관련된 시

설, 용도, 활용, 설명에 대해서 다음의 [그림 17]와 같이 마인드맵으로 정리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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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초등학교와 관련한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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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았을 때 역사유산으로서의 경우 초등학교의 잠재적 문화재 가능성을 가진 

역사적인 가치나 교육시설로서의 목적이 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대표적인 초등학교인 상징성,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

는 희소성과 같은 기준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건축유산으로서의 경우 크게 연결된 키워드로는 초등학교 관련 시설이 있었고, 이 시

설들이 오래 되었을수록 초등학교 건축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와 관련된 현

태와 배치, 구조와 시공기술, 재료, 건축양식들을 기준으로 잡았고, 무엇보다 문화재로서

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수리의 유무, 진정성도 기준으로 도출했다.

동네유산으로서는 동네의 중심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쓰인다는 내용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초등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사, 건물, 교육, 학생에서 

벗어나서 그 주변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잡아보려 하였다. 그에 맞게 공공

성, 지역성을 대표하고 장소성과 문화성을 기준으로 잡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의 [표 7]로 가치 기준 판단을 도표화했다.

가치 가치 기준 항목 대상

역사유산 

가치

역사성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 있었던 대상

상징성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대상

희소성 유일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대상

건축유산 

가치

형태와 배치 외부 공간, 교사동등 공간의 구성

구조와 시공 기술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 및 대표 구조를 보이는 대상

재료 건축물의 세부요소로 각각의 소재와 요소

건축양식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과 스타일이 반영된 대상

진정성 수리의 유무

동네유산 

가치

공공성 공적인 성격을 가진 대상

지역성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문화의 배경이 되며 발전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상

장소성 사회문화적,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대상

문화성 문화적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

[표 7] 가치 기준 판단 (김성조 외 2명,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에 관한 연구, 참고)

이렇게 정리된 기준들에 따라서 3.2부터는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들의 목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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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사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앞의 2.2의 내용 중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과정을 살펴보았던 ‘근대교육제도의 변화’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용해서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학교는 1855년 조선 

개항이전의 배론 성요셉 학교로 철학과 신학교육을 목표로 개교했다. 그 이후 천주교, 

개신교 등의 지원으로 다른 성격의 학교들이 생겨났다.

신학교 사립학교 관립학교 - 신기술, 외국어 중심

1882 인현서당 1885 배재학당 1883 동문학

1885 예수 성심 신학교 1886 이화학당 1885 광혜원

1886 정동의 학당 1886 육영공원

1891 일어학교

[표 8] 배론 성요셉 신학당 이후의 학교들

이 시대에 생겨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는 인현서당,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도인

데 인현서당은 중간에 종현서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현재엔 계성초등학교로 불리고 

있고 나머지 두 학당은 각각 배재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초등학교로 남아있는 교육시설은 현 계성초등학교인 인현서당뿐이다. 이는 

지금도 남아있는 근대식 학교로 역사성, 상징성,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계성초등학교가 서당에서 학교로 바뀌기 전인 1894년 9월 갑오경장의 일환이었던 교

육개혁은 우리나라 근대교육 형성의 시작이었고 조선정부는 이를 위해 근대적 법령과 

신식학교를 설립하였다. 우선 황실의 자녀들에게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

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관립 교동소학교로 개교하였다. 당시에는 관립 교동 왕실학

교로 개교하게 되었고 관립한성사범학교소학교, 관립교동소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림 18] 최초의 보통학교, 관립교동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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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1895년 고종칙령 제145호로 발표된 29조의 소학교령에 의거하여 서울 계

동에 관립 계동소학교가 문을 열었다. (같은해 9월 재동으로 학교가 옮겨지면서 교명이 

재동소학교로 바뀌었음) 그 이후로 정동, 매동, 양사동, 한성공립, 주동, 양천 등의 관립, 

공립 소학교들이 개교하였고 현재는 봉래(정동), 매동, 효제(양사동), 미동(한성공립), 

광희(주동-인현동), 양천 초등학교들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학교들은 개교한 이후

로 120년 이상 동안 당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외에도 시설로도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최초로 생긴 소학교들의 교사는 주로 민가나 관청건물, 전통적 교육기관

을 이용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교육제도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조선총독부나 국고부

담으로 지어진 관립, 지방비에서 부담된 공립, 재단법인이나 개인, 단체가 지은 사립등 

여러 형태의 보통학교가 등장하게 된다. 이즈음 학교들은 독립된 교사를 갖기 시작하는

데, 일본식 목조교사 형태가 등장한다. 일본식 목조교사는 1906년 관립보통학교가 된 경

성부의 인현동(1930년 광희로 개칭), 재동(1906년 준공), 정동(1899년 준공, 1937년 봉

래로 개칭), 교동(1906년 준공), 매동(1906년 준공)보통학교 등이 건축되었다. 일제강점

기 후반에는 잠시 일본과 같은 명칭인 소학교로 제정되었다가, 국민학교로 개칭이 되었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상소학과 고등소학으로 나뉘어있던 교과과정도 통합되었다. 

일제 해방 후에는 민주적 교육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자는 취지의 의무교육화가 추진

되었고, 1980년대 교육개혁을 거쳐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1990년대에는 아동과 

학교가 감소했고, 지금과 같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지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점점 교육 

환경과 시설이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당시의 

학교시설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지금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남아 있는 곳들은 그만큼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9] 창신 초등학교 북관동의 1층 평면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그림 19] 창신 초등학교 북관동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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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등학교는 당시 각종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위임명령인 학

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따라 북관동을 지었고 지금도 유지 되고 있다. 학교 시설 설

비 기준령이란 교지, 체육장, 실습지, 교사 및 원사, 실업계 학교의 실험 ·실습실 

및 시설 ·설비, 교구 및 급수시설, 소방 설비, 권장시설, 유치원의 타시설 이용, 각

종학교의 시설기준, 주 ·야간수업학교의 시설기준, 시설의 조사, 설립인가시의 시설

기준,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7)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

하게 정리해보면 [표 9]과 같다.

학교 시설 내용

교지 건물의 최하틍 면적의 2.5배 이상

체육장 한 변의 길이가 130m가 되게 하는 규정 → 단변이 지나치게 짧은 기형적 체육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수정

교실

4칸 X 5칸 단위교실기준 (7,272.7  X  9,090.9mm)

1자형 편복도 형태의 건물, 모든 교실이 남향을 바라보는 배치형태

500명까지 1,500평 이상 / 500~1,000명은 1인당 1.8평 가산

1,000명~2,000명은 1인당 1.5평 가산 / 2,000명 초과시 1인당 1.2평 가산

특수교실
과학교실 : 48학급에 1개, 초과시 24학급마다 1개씩 가산

음악, 미술교과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술교과실 : 학교마다 1개실, 36학급 이하의 경우 타 교실과 겸용

[표 9] 역사유산으로서 초등학교 목록

여기서 교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4칸×5칸 단위교실기준 (7,272.7×9,090.9mm)

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신초등학교의 북관동은 7,300×9,000mm

의 교실을 가지고 있고, 당시의 규정에 따른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성, 상징성, 희소성을 가진 역사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는 다음의 

[표 10]으로 정리하고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3.3건축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를 알

아보는 곳에서 더 살펴보려고 한다.

성격 학교 목록

서당부터 남은 학교 계성 초등학교

최초의 근대식 학교

(왕실학교)
서울 교동초등학교

최초의 소학교

(관립, 공립)

서울 재동초등학교 서울 봉래초등학교 서울 매동초등학교 서울 효제초등학교

서울 미동초등학교 서울 광희초등학교 서울 양천초등학교

그 외의 학교 시대적 제도 특성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표 10] 역사유산으로서 초등학교 목록

7)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중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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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건축유산은 진정성의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시 내 

59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통합시스템, 교육청 시설 공사현황, 

각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쓰인 학교연혁, 인터넷 백과사전,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분석 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1 개교 연도로 1차 현황 분석

우선, 서울시 내의 59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를 골

라내야 하는데, 50년이 넘은 건조물이나 시설물이 잠재적으로 유산의 가치가 있다는 문

화재 지정법의 기준에 따라서 개교한지 50년 이상 된 초등학교의 목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해보았다.

개교연도(기간) 초등학교목록(이름 뒤 초등학교는 생략) 개수

~1896(120년 이상) 계성/교동/봉래/재동/매동/효제/미동 7개

1897~1906(110~120년) 양천/광희/한남 3개

1907~1916(100~110년) 은로/마포/시흥/덕수/경동/우신/무학/금양/용강/창신 10개

1917~1926(90~100년) 삼육/상일/종암/청운/금화/중대/아현/혜화 8개

1927~1936(80~90년) 언주/신도/창동/은평/대왕/언남/수색/신중/송정/안산 10개

1937~1946(70~80년)

숭인/청량/서강/창천/북성/성북/전농/이태원/오류/상계/청파/당산/공덕/천호/
돈암/동명/면목/언북/숭덕/자양/소의/한서/영등포/창경/남산/청구/남정/삼광/
서빙고/용산/숭례/강남/연촌/신동/문창/서울대사범대학부설/장위/정덕/중화/
광장/흥인

41개

1947~1956(60~70년)
홍제/노량진/본동/용두/동신/세검정/삼선/신정/우이/후암/영중/당중/태강삼육
/구로/서울교육대부설/장충/장안/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대방/도림/문성/영남/
영동/개화

24개

1957~1966(50~60년)

/충무/독립문/은천/금호/숭신/신천/휘경/삼양/안암/홍파/한강/전곡/경희/창서
/미아/금옥/불광/보광/서교/영화/세종/행당/답십리/응암/인왕/은석/염창/왕북
/상명/매원/신석/구로남/신길/추계/동북/신광/경기/경복/유석/성신/대신/우촌
/리라/금성/선일/영훈/예일/용암/중앙대사범대학부속/광운/청원/숭의/은혜/동
산/홍익대사범대학부속/한양/상명대사범대학부속/대광/도봉/충암/옥수

61개

1967~(50년 이하) 수유/상도/갈현/명지/(이하 생략) 434개

[표 11] 개교연도로 1차 분류한 초등학교 목록 (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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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본 결과,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교한지 120년 이상으로 1896년 

이전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7개, 110년~120년 된 (1897년과 190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3개, 100년~110년 된 (1907년부터 191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10개, 90년~100년 된 (1917년부터 192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8개, 

80년~90년 된 (1927년부터 193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10개, 70년~80년 된 

(1937년부터 194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41개,  60년~70년 된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24개, 50년~60년 된 (1957년부터 1966년 사이에 

세워진) 학교의 수는 61개, 50년이 되지 않은, 1967년 이후에 세워진 학교는 434개라는 

결과가 나왔다.

0

100

200

300

400

500

~1896'~1906' ~16' ~26' ~36' ~46' ~56' ~66' ~현재

� � � � �

[그림 20]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개교연도 분류 (초기~현재, 10년 단위)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위의 [그림 20]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882

년 최초의 학교가 생긴 이후 1936년까지인 약 50여 년간은 아직 서당이 잔존해 있

을 당시이므로 개교한 학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937년부터는 조금씩 증가의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또, 1967년 이후에 개교한, 50년이 안된 학교가 434개 인 

것으로 보아 최근 50년 간 급격하게 많은 초등학교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 41 -

0

10

20

30

40

50

60

70

~1896' ~1906' ~16' ~26' ~36' ~46' ~56' ~66'

� � � � �

[그림 21]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개교연도 분류 (초기~50년 이상, 10년 단위)

[그림 21]에서 개교한지 50년이 되지 않은 학교는 잠재적으로 유산의 가치가 없기 때

문에 434개의 학교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의 [그림 17]과 같이 

1967년부터의 데이터는 제거하여 그래프를 새로 작성해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

듯이 1차 분류 작업에서는 개교하고 나서 50년 이상이 된 (1882년~1966년까지에 들어

오는) 초등학교 164개의 목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목록을 가지고 다음 2차 분류로 넘

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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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건물의 상태로 2차 현황 분석

2차 분류에서는 건물의 상태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의 현황을 알아보려

고 한다. 건물의 상태라 함은 앞서 3.1에서 규정했듯이, 건물의 진정성을 얘기하고자 함

이다. 이 과정은 3.3.1의 1차 분류되어 나온 결과물인 164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

석을 진행했다.

2차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①-1 보존
그 장소에 그 형태 유지 
(본관으로 사용 - 용도)

①-2 보존
그 장소에 그 형태 유지 
(본관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② 증축
기존 형태에 일부 증축

③ 개축
기존 형태의 일부는 소실 된
채로 증축

④ 신축
장소는 그대로 이지만 
아예 새로운 건물

⑤ 이전
장소도 유지되지 못함

[그림 22] 2차 분류 기준

전체적인 분류나 판단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교사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분류된 초등학교의 상태는 교내 건축물들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차 분류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하자면, ①은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상태를 구분한 것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2가지로 더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는 처음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본관동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①-1), 두 번째는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존 되고 있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본관으로써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①-2). ②는 처음 지어진 기존 건물 형태에 일부 구조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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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가 된 ‘증축’으로 잡았다. (참고한 자료들에서 구체적인 증축의 수치 언급 없을시, 

100㎡이하 증축일시, 장애인시설 증축일시 보존으로 간주하였다.) ③은 처음 지어진 기

존 건물의 형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는 소실되고 덧붙여져서 새롭게 변형된 ‘개축’으

로 잡았다. ②의 증축과 개념이 비슷하긴 하지만 증축보다 원 건물의 소실 정도가 심하

고 보다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④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의 터는 그대로 이지만 건물의 노후 정도나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물

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신축’으로 잡았다. (참고한 자료들에서 ‘신개축’

으로 정의한 경우 ③과 동일한 분류로 지정하였다.) ⑤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장소마저 

유지 되지 못한 ‘이전’으로 잡았다. 건물이 다른 토지를 사고 그 장소로 이전되어서 더 

이상 초등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공간을 지칭한다.

이렇게 ①~⑤까지 6까지의 기준(①은 ①-1, ①-2로 하위분류)을 가지고 1차 분류에

서 남은 164개의 초등학교를 재분류 하려 하였고, 위에 설명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통합시스템, 각 초등학교마다 홈페이지에 쓰인 학교연혁, 

인터넷 백과사전, 교육청 시설 공사현황,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는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인 74페이지의 ‘부록’에 상세히 첨부해두었다. 그 내

용을 이 장에서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①-1 보존에는 13개의 초등학교가 들어갔고, ①

-2 보존에도 13개의 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 동명초등학교’와 ‘서울 

보광초등학교’, ‘서울 이태원초등학교’ ‘서울 청구초등학교’ 이 네 학교가 ①-1과 ①-2 

양 쪽에 다 속하게 되어서 실제로 보존 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수는 26개가 아닌 21개로 

나왔다. 그에 이어 ②증축을 한 학교는 24개, ③개축은 39개, ④신축은 57개, 건물뿐만

이 아니라 장소도 이전된 ⑤에 속하는 학교는 22개로 나왔다.

이처럼 두 차례에 이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현재 남아 있는 초등학교의 건축적

인 유형과 초등학교 건축들의 모습이 변화해 온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서

울시 내의 598개의 초등학교 중 건축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초등학교가 21개

[그림 22]의 ①-1, ①-2에 해당)임도 알아내었다. 이 목록은 이 자체만으로도 초등학교

의 교사들이 지어져온 건축사를 알 수 있는 건축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의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나 미래유산에도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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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소결론

위의 분류에서 ⑤이전의 결과물인 22개의 학교는 건물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보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데이터는 항목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결과

를 얻게 되었다.

①보존의 경우가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재분류 하거나 

보존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온 결과물인데, 서울시 전체 598개의 학교 중 21개만이 남았

다. 개교한지 5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50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결론인 것이다.

또한, ①과 ⑤가 아닌 항목들이 12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교연도가 오래

된 학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초등학교들도 유

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보존되기는커녕 그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노후가 

되었다고 판단된 건물들은 보수나 보존하기보다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초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서울시 내에는 598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문화재지정법에 따라서 50년이 넘은 건물들

은 다 잠재적인 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개교연도에 따라 1차 분류해 본 결과 서울

시 내에 개교 후 50년 이상 된 초등학교의 수는 164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의 상태에 따른 2차 분류를 통해서 이전되어 보존 가치가 완전히 없는 초

등학교의 수는 22개 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초등학교의 목록은 21개임을 알

아냈다. 

  2) 보존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의 목록 및 위치

개교연도를 기준으로 한 1차 분류와 건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2차 분류를 하고 남

은 21개의 초등학교의 목록은 무엇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학교인지를 알아냈다.

사립 초등학교 4개와 공립 초등학교 17개로 각각의 이름과 50년 이상 보존 되고 있

는 건물이 지어진 연도의 목록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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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공립

경희 초등학교 1961 1961
서울 남산

초등학교
1945 1965

서울 불광 

초등학교
1962 1965

서울 창신 

초등학교
1916 1962

대광 초등학교 1966 1966
서울 대방 

초등학교
1955 1962

서울 성북 

초등학교
1942 1966

서울 천호 

초등학교
1944 1965

동산 초등학교 1966 1966
서울 대신 

초등학교
1965 1951

서울 언북 

초등학교
1945 1965

서울 청구 

초등학교
1945 1963

리라 초등학교 1965 1965
서울 도봉 

초등학교
1966 1964

서울 영중 

초등학교
1949 1965

서울 청파 

초등학교
1943 1962

서울 동명 

초등학교
1944

1963, 

1964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1943 1959

서울 행당 

초등학교
1962 1963

서울 보광 

초등학교
1962

1962, 

1964

서울 인왕 

초등학교
1962 1965

[표 12] 서울시 내 50년 이상 보존된 초등학교 목록, 개교기념일, 건물이 지어진 연도

[표 12]의 초등학교의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을 지었고 학교명, 

개교기념일, 건물이 지어진 연도순으로 표를 작성해보았다. 개교일은 제각각이지만 전반

적으로 건물의 수명 때문인지 1960년대 즈음에 지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또한,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개교와 동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공립 초등학교는 많은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초등학교에서 분교

를 하거나 시간을 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어서 공립처럼 똑같이 맞아 떨어지

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3]은 21개의 초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그림이다. [그

림 18]에 쓰인 숫자와 [표 5]에 쓰인 숫자는 동일하다.

중구에 4개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용산구에는 3개,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에 각각 2개씩 위치해 있다.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

남구, 강동구, 도봉구에도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그림 23]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면 한강 상단의 서울의 중심부에 많이 몰려 있

음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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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울시 내 50년 이상 보존된 초등학교 분포도

사립 01 경희초등학교 02 대광초등학교 03 동산초등학교 04 리라초등학교

공립

05 남산초등학교 06 대방초등학교 07 대신초등학교 08 도봉초등학교 09 동명초등학교

09 보광초등학교 10 불광초등학교 11 성북초등학교 12 언북초등학교 13 영중초등학교

14 이태원초등학교 15 인왕초등학교 17 창신초등학교 18 천호초등학교 19 청구초등학교

20 청파초등학교 21 행당초등학교

[표 13] [그림 23]에 분포된 초등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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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네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

앞서 2.3.3 초등학교의 공간적 의미에서도 밝혔듯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물리적 생

활환경에 필요한 근린시설을 포함하는 주거지역을 근린주구로 정의하는 C. A. Perry의 

개념을 보면 근린주구의 규모는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며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해야 한다.

한 동네의 중심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국가적인 의미나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교육적인 것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여가 활동이나 동네의 행

사들을 시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써의 역할도 해왔다면, 동네의 주민들에게도 공

동기억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는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초등학교의 상징적 

가치라고 판단되어 지역의 집합적 기억, 동네의 상징, 자부심, 마을의 중심, 심리적인 안

정감, 공감대 형성, 공동의 기억, 세대별 추억거리가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3.1의 틀에 따라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성’,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문화의 배경이 되며 발전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는 ‘지역성’, 사회문화적,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성’, 문화적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성’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4]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복합화 초등학교



- 48 -

  

[그림 25]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복합화 현황
(좌: 마장초등학교 정문 안내 (사진 출처 : http://www.d-sense.co.kr/), 

우1: 송례초등학교 정문 안내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ani_bunny/220481926581), 

우2: 서울시 내 학교도서관 개방 안내 사이트 (출처 : http://lib.seoul.go.kr/)

[그림 24]를 일부 차용한 ‘서울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현황 연구’ 

에 따르면 요즘 초등학교들은 복합화 시설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 

“학교 시설 복합화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을 학생의 교육시설과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로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실, 운동장, 

기타 부속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학교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 학교의 유

휴시설을 개방함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8) 

최근에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 시설이 단순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간만

으로 사용되기에는 기존에 베이비부머 당시의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던 초등학교 시설들

의 공간이 비어가고 버려지는 등 부족한 점이 있기에 복합화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체

육관, 주차장, 도서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 여러 시설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각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활용되는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8) 서태인, (2013), 서울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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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초등학교들은 개교기념일에 학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식이나 생일잔치를 하기도 한다.([그림 26] 참고) 초등학교를 마치 같이 성

장하고 추억을 공유해 온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6]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행사
(좌1: 장충초등학교 정기총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sylviadream/120190630477), 

좌2: 청파초등학교 총동창회 (사진 출처 :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3), 

우1: 중랑초등학교 개교기념일 (사진 출처 :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31568), 

우2: 구의초등학교 개교기념일 (출처 : http://www.sensd.go.kr/))

또, 요즘은 재학생들만의 행사나 축제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졸업을 한 후에도 졸

업생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다.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서로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사이트나 공개 알림을 통해서 홈커밍데이,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연이나 연주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열기도 한다.([그림 26], [그림 27] 참

고) 이미 성인이 되어 초등학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와 관련된 행사

를 하고 모임을 유지하고자 함은 그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있고 공유하고 싶은 결과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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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초등학교를 추억하는 활동
(좌1: 아이러브스쿨 사이트 (출처 : http://www.iloveschool.co.kr/), 

좌2: 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알림문 (출처 : http://www.keisung.or.kr/))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더 이상 초등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시설

이 아니고 졸업생들을 넘어 주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

티 시설이자 문화의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에 

초등학교를 도시적인 차원에서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울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598개 전부 초등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그 지역 주

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

고 보존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존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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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유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초등학교들의 

보존범위 정리 및 보존 실태 분석

4.1 보존범위 정리

4.2 우리나라의 보존 현황과 문제점

4.1 보존범위 정리

4.1.1 유산 가치에 따른 보존범위 정리

3장에서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도출된 각각의 목록들을 

가지고 4장에서 보존조치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4.1에서는 목록들이 어떤 

범위로 나오게 되었는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림 28] 분석틀에 따른 보존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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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3장에서 도출된 목록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①번은 동네유산

이기도 하면서 역사유산이기도 한 부분이다. 여기는 3.1에서 분석한 역사유산에 해당하

는 것들로 역사성, 상징성이 있는 초등학교들이 들어가게 된다. ③번은 동네유산이기도 

하면서 건축유산인 것들로 3.2.1장에서 분석한, 지어진지 50년이 넘은 164개의 초등학교

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번은 동네유산이면서 역사유산, 건축유산이기도 한 부분이다. 이

는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3.2.2장에서 지어진지 50년도 되었고, 수

리도 많이 되지 않아서 진정성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21개의 초등학교들이 해당한다.) ④번은 3.3 동네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에서 분석했듯이 

동네에서 커뮤니티 센터와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내의 598개 초등학교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3장에서 도출한 부분을 다이어그램으로서 범위를 정리해보았는데, 다른 부분

들은 유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적어도 ②번은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으로서 한 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4.1.2 유산 가치 재확인

일단 범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는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다양

한 형태의 도시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보행권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구분 적정거리(m) 적정시간(분) 접근수단

유치원 200~400 0~5 도보

초등학교 400~800 5~10 도보

중학교 800~1200 10~15 도보

고등학교 1200~1600 15~20 도보, 버스

[표 14] 학교별 적정 통학거리 및 시간

     

[그림 29] 보행 반경 범위

[표 14] 학교별 적정 통학거리 및 시간9)을 보았을 때, 초등학교의 적정 통학거리는 

도보로 5분~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400m~800m로 잡고 있고 근린주구에 녹지와 

9) 학교별 적정 통학거리 및 시간 김철수 외, 2001, 공간의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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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중심에 위치시키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근린주구도 이에 맞는 인구밀도

를 제시하고 있다. 성인들의 속도나 걸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

로는 10분을 걷는다면 대략 1km정도의 범위를 적정거리로 보고 있다. 그래서 ②번의 

21개의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1km를 범위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했다.

이처럼 21개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각각 그려지는 반경 1km를 마을로 잡고 범위를 

그려 보았을 때 [그림 30]와 같이 분포 및 범위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각각은 어

떤 정보와 형태,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했다.

[그림 30] 세 유산가치가 있는 초등학교 분포도와 반경

사립 01 경희초등학교 02 대광초등학교 03 동산초등학교 04 리라초등학교

공립

05 남산초등학교 06 대방초등학교 07 대신초등학교 08 도봉초등학교 09 동명초등학교

09 보광초등학교 10 불광초등학교 11 성북초등학교 12 언북초등학교 13 영중초등학교

14 이태원초등학교 15 인왕초등학교 17 창신초등학교 18 천호초등학교 19 청구초등학교

20 청파초등학교 21 행당초등학교

[표 15] [그림 30]에 분포된 초등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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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공공용도지                 공업지                교통시설지               나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도시 부양 시설지      상업 및 업무 시설지      주택지     

 특수지역                   하천 및 호수          혼합지

[표 16] [표 17]의 용도 map 범례

정보 (학교이름, 위치, 
개교기념일, 건축연도)

건물의
figure&ground map

도로의 
figure&ground map

용도 map

01 경희 초등학교
위치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개교기념일 : 1961.05.18
건축연도 : 1961년

06 서울 대방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개교기념일 : 1955.04.27
건축연도 : 1962년

07 서울 대신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개교기념일 : 1965.03.10
건축연도 : 1951년

08 서울 도봉 초등학교
위치 : 서울 도봉구 도봉동
개교기념일 : 1966.09.05
건축연도 : 1964년

09 서울 동명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성동구 마장동
개교기념일 : 1944.10.10
건축연도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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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불광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개교기념일 : 1962.04.18
건축연도 : 1965년

12 서울 성북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개교기념일 : 1942.03.03
건축연도 : 1966년

13 서울 언북 초등학교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개교기념일 : 1945.04.01
건축연도 : 1965년

14 서울 영중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개교기념일 : 1949.10.25
건축연도 : 1963년

16 서울 인왕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개교기념일 : 1962.11.12
건축연도 : 1965년

18 서울 천호 초등학교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개교기념일 : 1944.09.20
건축연도 : 1965년

19 서울 청구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중구 청구동
개교기념일 : 1945.11.01
건축연도 :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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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 청파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용산구 청파동 
개교기념일 : 1935.09.24
건축연도 : 1962년

21 서울 행당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성동구 행당동
개교기념일 : 1962.10.26
건축연도 : 1963년

02 대광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동
개교기념일 : 1966.05.25
건축연도 : 1966년

17 서울 창신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1동
개교기념일 : 1916.05.20
건축연도 : 1962년

03 동산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중구 청구동
개교기념일 : 1966.03.10
건축연도 : 1966년

04 리라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중구 예장동
개교기념일 : 1965.05.20
건축연도 : 1965년

05 서울 남산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중구 남산동
개교기념일 : 1945.11.01
건축연도 : 1965년

10 서울 보광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개교기념일 : 1962.06.22
건축연도 : 1962년

15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위치 :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개교기념일 : 1943.05.01
건축연도 : 1959년

[표 17] 초등학교의 정보(기본정보, 건물, 도로, 용도)

(출처 : 용도map - 서울gis 홈페이지 참고)

21개의 초등학교는 [표 17]과 같이 정리가 되었다. 이를 가지고 일부 사례를 들어 

유산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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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유산 가치를 재확인 해볼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이다. 이태원초등

학교는 용산구의 용산동,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고 자연발생적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은 용산과 가족공원이라는 커다란 녹지가 인접해 있고 

그 외에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그림 31] 이태원 초등학교의 역사와 주변 환경

1 : 주변 환경,  2 : 주변 초등학교들의 생성연도와 해방촌,  3 : 동네의 범위,  4 : 남산터널과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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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북쪽에

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곳

이다. 이태원은 광복 이후 급증한 서울인구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바뀌어 문화촌, 

해방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태원 초등학교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학

교이다. [그림 31] 3:동네의 범위(앞서 정한 1km 반경)를 보면 이태원 초등학교와 주

변의 용암 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는 서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 남산 2호 터널이 개통되고, 1976년 남산 3호 터

널이 개통 되면서 용암 초등학교가 기존의 마을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볼 수 가 있

다. 동네 주민들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용암 초등학교는 자신들의 초등학교로 인지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이태원 초등학교는 해방촌과 그 일대를 책임지는 

동네초등학교로 인식이 되게 되었다. 

[그림 32] 이태원 초등학교의 배치와 평면

또한, 건축유산의 측면으로도 분석해 보았을 때, 교사동이 잠재적 유산 가치 기

준인 50년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교지의 면적, 학교 건물의 배치, 교실의 크기가 

50~60년대 표준화교사의 기준을 따른 것이 지금도 유지 되고 있다. 

이처럼 이태원 초등학교는 3장 유산가치 판단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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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 언북 초등학교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언북 초등학교이다. 언북 초등학교는 1943년 개교하였고,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강남은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남서울개발계획에 의해 그 윤곽이 잡힌 것이다. 남서울개발계획은 영동지역

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0)

첫째, 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구시가지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 서울특별시의 균형발정을 위해 남서울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남서울은 영동1지구와 영동2지구를 합한 지역으로, 1972년까지 167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 60만 명

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셋째, 효과적인 인구유치를 위해 제1단계로 삼성동 5만평 부지에 상공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국영기업

이 입주할 9.6만㎡[2.8만평]규모의 종합청사를 신축한다.

넷째, 영동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를 적극 유치한다. 신축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용지 99만㎡[30만평]를 확보하고 별도로 10만㎡[3만평]의 부지에 

총무처에서 공무원 타운을 조성한다.

다섯째, 영동지구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1,980만㎡[600만평]에 상·하수도, 도로, 전신·전화·가스 공동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구릉지대에는 자연풍경을 살린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학교·시장·위락

시설을 우선 유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현대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표 18] 남서울개발계획의 내용

[그림 33] 과거 강남의 모습

(좌측부터) 1950년대 압구정 전경, 1960년대 양지마을, 1970년대 현대아파트 25동 앞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72169&cid=51878&categoryId=51956

10) 네이버 지식백과, 남서울개발계획 [南-開發計劃]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60 -

1970-1980년대에 급격하게 변해나가는 강남지구에서 언북 초등학교는 1943년부

터 계속 한 자리에서 동네의 역사와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언북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점

점 인구감소로 폐교의 위험에 처하는 초등학교가 증가해나가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는 8학군으로 학생이 몰려 오히려 초등학교가 모자란 상황이다. 그만큼 언북 초등

학교는 역사적 동네유산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그림 34] 언북 초등학교의 배치와 평면

또한, 건축유산의 측면으로도 분석해 보았을 때, 교사동이 잠재적 유산 가치 기

준인 50년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교지의 면적, 학교 건물의 배치, 교실의 크기가 

50~60년대 표준화교사의 기준을 따른 것이 지금도 유지 되고 있다. 

이처럼 언북 초등학교 역시 3장 유산가치 판단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1개의 유산들 중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각각은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역사유산, 건축유산, 동네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3장과 

4.1장에서 분류하고 확인한 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4.2장에

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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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나라의 보존 현황과 문제점

4.2.1 기존의 보존방안들

[그림 35] 문화재 제도와 서울미래유산 사업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참고)

 그렇다면 보존조치나 활용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림 35]로 정리했다.

문화재 제도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3가지 

큰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 국가 지정문화재 제도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지정을 하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도 지정문화재 제도가 있다. 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다. 여

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 ○○문화재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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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화재 제도로는 2001년 생긴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것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유자의 자발적

인 등록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해당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11)

마지막은 문화재 제도는 아니지만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미래

유산 제도가 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

할 100년 후의 보물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12)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상징적인 초등학교들은 국가차원의 이

미지와 타이틀 보호가 보호될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이용하거나, 역사, 건축, 

동네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초등학교들은 세부적인 절차를 통하게 하거나,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등록문화재와 같은 보호를 하고, 50년 이상 

되어서 잠재적으로 유산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들은 지역에서 서울 미래 유산화

를 추진하고 최소한의 관리와 권리를 부여하고, 동네유산으로 가치를 밝힌 서울시 

598개의 초등학교들은 한 동네 유산의 경우 차후를 위해 동네에서 주민들의 관리

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들은 보존이나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4.2.2에서는 그 문

제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1)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중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참고
12)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중 소개 참고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definition/HeritageOutLin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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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존 보존 현황의 문제점

  1) 등록문화재법

우선 기존에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규정)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문화재 등록신청(소유자, 관리자, 지자체)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현지조사(관계전문가 3인 이상) → 

문화재위원회 검토(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 등록예고(관보 30일 이상 예고) → 신청문화재 현황측량 → 

문화재위원회 심의(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GIS종합정보망 등재(문화재청) → 등록 및 관보고시, 등록증 교부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또는 내용

- 등록취지 

- 문화재의 종별 명칭·연혁·수량 및 소재지 

-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 확인 가능한 경우 당해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사항 

-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 

[표 19]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 절차, 신청내용 (출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규정 중 일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 된 상징성이나 가치를 규정하기가 애

매할 뿐 아니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다. 또, 등록문화재가 되면 인근 지역까지도 

제약과 땅값 하락등 약간의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행위나 지

역발전을 위한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당해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50%) 혜택을 소유자가 받는다.”는 혜

택 조항이 있지만 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공립으로 나라의 소유이고, 용도변경이 없을시 

약간의 시설보수비나 CCTV로의 관리 정도의 지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에 복잡한 절차나 많은 서류를 준비하면서까지 등록문화재로 자발적인 등록을 하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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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미래유산 제도

서울미래유산 제도는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

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

의 모든 것으로, 서울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

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입니다.” 라는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6] 2016년 10월 30일 News1 기사 (출처 : http://news1.kr/articles/?2815841)

하지만 서울시 문화 본부 관계자는 27일 "미래유산은 시민 자발적 보존이 원칙이며 

재정 등. 별도 지원방법은 없다"며 "미래유산을 시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많

지 않다"고 말했다. 즉, 시는 미래유산을 지정할 뿐 보존은 지정받은 곳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발적 보존을 하라는 것인데, 예산이나 조례 근거가 없고 현재 

대책 논의를 진행 중인 것도 없어서 시가 직접 선정한 미래유산이 되었음에도 사라질 

지경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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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별도의 보존 조치

[그림 37] 해양수산부의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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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것처럼 기존의 문화재 보호 제도에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잠재유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 보존조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독자적으로 어업유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업과 

관련된 유산 보호를 시행하려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도 국가중요 농

업유산이나 산림유산을 지정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유산을 예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업유산은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어

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촌의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지정된 어업은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독일은 16개가 주가 각자 헌법·정부·재판소를 두는 연방 국가이다. 독일 행정기관의 조

직은 [주행정조직에 관한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2단계(최고상위,하위기관) 또는 3단계

(최고상위,상위 또는 중간, 하위기관)의 행정조직체계를 가지게 된다. 각 주의 [문화재보

호법]에서는 주 행정조직에 관한 법에 따른 담당행정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직별 

담당업무를 규정하게 되어 있다. (중략) 최고상위 문화재보호기관은 각 주마다 다른 부

서에 속해있다. 예를 들어 바덴뷰템베르크 주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작센주의 경우 내무부

에,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의 경우 건축교통부에 속해있다.

일본의 예술문화 관련 정책은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청이 총괄하고 있다. (중략) 문화

청 이외에도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외무성 등이 필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연계기관으로서 법률 제정 및 각종 사업 실시에 참여하고 있다.

[표 20] 독일과 일본의 문화재보호기관 언급 부분 발췌
(출처 :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중 일부)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 독

일, 일본의 문화재기관이나 보존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 문화재보호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부처에 소속하여 지정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가 문화재관련 보호

법과는 별도로 교육유산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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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폐  교

학교수

(A=B+C)

 '82년부터

매각

 완료

(B)

 활용현황 향후 활용계획

(미활용 폐교인 경우 작성)대           부(임   대)
자체

 활용

계

(D)교육

시설

사회

복지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시설

소득

증대시설
기타 소계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보존

 관리
계(E)

서울  1  1 　 　 　 　 　 　  - 　  - 　 　 　 　  - 

부산  31  11  3 　 　 　 　 　  3  10  13  4 　  3 　  7 

대구  30  12  2 　  4 　 　  1  7  9  16  2 　 　 　  2 

인천  54  36  5 　 　 　 　 　  5  6  11  7 　  - 　  7 

광주  14  7  3 　  2 　 　 　  5  2  7 　 　 　 　  - 

대전  8  4  1 　 　 　 　 　  1  1  2  2 　 　 　  2 

울산  25  9  1 1  -  1  -  -  3  7  10  2  1  3  -  6 

세종  13  12 　 　 　 　 　 　  - 　  - 　 　 　  1  1 

경기  171  97  33 2  7  3  3 　  48  9  57  1  15  1 　  17 

강원  446  212  15 4  14  1  124  15  173  18  191  20  23 　 　  43 

충북  235  107  21 4  3  -  33  23  84  16  100  8  20  -  -  28 

충남  256  191  10 1 　 　  5  3  19  17  36  20  3  1  5  29 

전북  321  269  3 3  4 　  1 　  11  35  46 　 　 　  6  6 

전남  802  610  26 4  6  1 18  7  62 　  62  52  22  3  53  130 

경북  683  440  44 10  12  1 22  49  138  54  192  27  20  4  -  51 

경남  556 306 65 12 20 3 20 9 129 35 164 15 34 7 30  86 

제주  32  4  11  -  4  1  8  2  26 　  26 　 　  1  1  2 

[표 21] 전국 지역별 폐교현황 ( 2016년 05월 18일 기준 )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참고 (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교육부에서도 일단 폐교의 위험을 감지하고 폐교 학교가 보존, 매각, 임대, 활용되고 

있는 수치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 20]를 보면 기록이 전부이고 아직 교육부

가 어떠한 행동이나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 점점 더 많은 학교가 폐교되어 갈 텐데, 

정말 보존할 만한 학교가 없어지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유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농업유산처럼 혜택과 관리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소속의 교육유산을 지정해서 누가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 절차와 유산 보호 내용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업유산처럼 교육부도 교육유산을 설정하여 보전·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지침을 가져와야만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기존의 제

도보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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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5.1 연구의 요약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는 근대기에 신교육을 담당해온 중요한 기관이고 현재에는 

귀중한 자산으로써 유산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유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는커녕 그 유산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느

끼고 시작하게 되었다.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구 진행에서는 초등학교라는 생활시설 유형이 어떤 것인

지 인지하고 근현대 생활자산으로써 좀 더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단순하게 초등학교를 유산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그 가

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사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를 조사하여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근대교육

제도의 발달사에 맞추어서 지어졌으며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들의 가

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건축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를 분석하여 건축 된 지 50년 이상 되었고 지

금까지도 최대한 형태가 유지 되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초

등학교 교사의 건축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들을 찾아서 가치를 해석하

고자 하였다.

셋째, 동네유산으로서의 초등학교를 분석하여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알려진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그 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근린의 중심의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기억을 제공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들을 분석하여 가

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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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초등학교가 유산으로써 얼마나 가치 있는 시설인지

를 알아보았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

보았다.

유산 가치에 따른 보존을 위해서 기존의 문화재 제도 중에 지정문화제 제도나 

등록문화재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 제도가 부족하다면 교육부 소속의 교육유산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들은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다. 

근현대자산을 지키기 위해 등록문화재법이 생겼었고 2014년에는 서울시가 미래유산

제도를 만들었고, 2015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등 문

화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생활자산인 초등학교는 현재로써 

어떻게 보존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존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관리 방법

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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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근대기에 초등학교는 신교육을 담당해온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했고, 현대에 와서

는 초등학생의 기초지식과 처음 사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중요한 생활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생활유산임에 비해 관리 계획이 너무 부

족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근대 생활시설들이 처음 들어온 도시로 더 

보존할 것들이 많고 더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보다

도 더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근대 건축물 보존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 생활시설들의 유형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

키고 이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진행된 연구 결과는 추후 본 연구 대상 외의 초등학교 가치 판단 설정이나 유사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치에 따른 보존 관리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가 서울시의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적용하

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둘째, 보존이라는 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세우기가 

힘들고 보존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서울시의 초등학교는 도심 속의 건축물이고 더욱이 공공건축물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보존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어느 때든 상황에 따라서 자본의 힘에 의해 

쉽게 보존 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넷째, 초등학교의 유산가치를 판단하고 현재 제도나 가능성 있는 보존 제도를 제

시하는 것까지는 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 하

는지는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실행된 제도가 계획에 따라서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차후 유지관리 및 협의는 장담할 수 가 없다.

본 연구를 선행연구로 하는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한 연구

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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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조사 대상지 건축물 현황 및 분류표
(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통합시스템, ② 교육청 시설 공사현황, ③ 각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쓰인 학교연혁,

 ④ 인터넷 백과사전,  ⑤ 건축물대장 참고)

연번
초등학교 

이름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분류
행정구역 공립/사립 개교연도

건축

연도

건축

연도

건축

연도

건축

연도

건축

연도

기타사항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 상태

* 연번은 개교기념일 순서로 나열하였다.

* 건축물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사동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최종적으로 분류된 초등학교의 상태는 교내 건축물들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증축의 수치 언급 없을시, 100㎡이하 증축일시, 장애인시설 증축일시 보존으로 간주하였다.)

<1882년~1896년 (개교 한지 120년 이상 된 초등학교)>

001
계성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서초구 사립 1882.09.08 2005 · · · ·

기타사항 2005년 중구 인현동에서 서초구로 장소 이전 ⑤이전

002
서울 교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종로구 공립 1894.09.18 1997 · · · ·

기타사항 1997년 신축교사 준공 ④신축

003
서울 봉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구관 · · ·
분류

중구 공립 1895.09.18 1993 1981 · · ·

기타사항
1937년 정동에서 만리동으로 이전, 만리동 신축교사 낙성

1981년 교사 개축공사 준공 (10개 교실)
③신개축

004
서울 재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 · ·
분류

종로구 공립 1895.09.30 1982 1985 · · ·

기타사항

1982년 서축교사 개축

1986년 동관 신축교사 개관식

1992년 본관동 개축

③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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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서울 매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종로구 공립 1895.11.15 1992 · · · ·

기타사항
1932년 매동의 대주원에서 팔운동으로 이전

1991년 본관건물 신축
④신축

006
서울 효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 · ·
분류

종로구 공립 1895.11.15 1999 1980 · · ·

기타사항 1999년 재건축 교사 준공식 ④신축

007
서울 미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서대문구 공립 1896.05.01 1998 · · · ·

기타사항 1998년 교사 재건축 준공 ④신축

<1897년~1906년 (개교 한지 110년~120년 된 초등학교)>

008
서울 양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 · ·
분류

강서구 공립 1900.04.01 1972 1992 · · ·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09
서울 광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남관 · ·
분류

중구 공립 1900.11.12 1992 1984 1968 · ·

기타사항
1934년 인현동에서 신당동으로 이전

1992년 본관 건물 개축
③개축

010
서울 한남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 · ·
분류

용산구 공립 1906.05.09 1966 1972 · · ·

기타사항

1938년 현재 위치로 이전 (한남대로 112)

1962년 교사 신축

1969년 신관 3층 증축

1982년 별관 증축

1983년 본관 및 창고 신개축

③신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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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1916년 (개교 한지 100년~110년 된 초등학교)>

011
서울 은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나동 · · ·
분류

동작구 공립 1908.11.01 2014 2015 · · ·

기타사항

1940년 동작구 본동에서 흑석동으로 이전

1982년 신 3동사 준공

2014년 교사 전면 개축 통신공사

④신축

012
서울 마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 · ·
분류

마포구 공립 1911.06.12 2001 1983 · · ·

기타사항
지금 본관은 1939년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음

2001년 학교 재건축공사 준공
③개축

013
서울 시흥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신관 · · ·
분류

금천구 공립 1911.07.01 1980 2001 · · ·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14
서울 덕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중구 공립 1912.04.01 1992 · · · ·

기타사항 1992년 신축교사로 이전 ⑤이전

015
서울 경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 · ·
분류

성동구 공립 1913.10.01 2009 1970 · · ·

기타사항 2009년 5월 교사 개축 준공식 ④신축

016
서울 우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전관 중관 · ·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15.04.26 1982 2000 2000 · ·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17
서울 무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 · ·
분류

성동구 공립 1915.09.01 1984 2002 · · ·

기타사항

1984년 본관 개축 준공

2000년 신축교사 준공

2008년 신관 및 정보관 증축공사

③개축



- 77 -

018
서울 금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교사동 · · ·
분류

용산구 공립 1915.09.10 1981 2001 · · ·

기타사항 2001년 재건축 ③개축

019
서울 용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 · ·
분류

마포구 공립 1916.04.26 1984 1968 · · ·

기타사항 1984년 본관 3층 및 후관 신축 공사 ④신축

020
서울 창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북관 · · ·
분류

종로구 공립 1916.05.20 2004 1962 · · ·

기타사항
2003년 신관 건물 완공 (C동)

2004년 학교재건축 5개동 준공
①보존

<1917년~1926년 (개교 한지 90년~100년 된 초등학교)>

021
서울 삼육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동대문구 사립 1919.04.01 1974 · · · ·

기타사항

1956년 신축교사 준공

1966년 구교사는 고등학교에 이양

신축교사 준공(현 구관)

②증축

022
서울 상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 · ·
분류

강동구 공립 1921.10.02 1971 1969 · · ·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23
서울 종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 · ·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22.07.08 1970 1999 · · ·

기타사항
1997년 본관 개축공사 완료

2007년 본관 교사동 대수선
③개축

024
서울 청운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종로구 공립 1923.04.01 2005 · · · ·

기타사항

1976년 목조건물 철거, 증축

1981년 난방 보일러 건물 준공

2005년 교사 재건축 공사 완공

③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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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서울 금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신관 · · ·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24.04.01 1999 2010 · · ·

기타사항

1929년 신축교사 준공

1999년 본관 개축교사 준공

2010년 신간 신축교사 준공

③ 개축

026
서울 중대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 · · ·
분류

송파구 공립 1924.11.13 2008 · · · ·

기타사항 2007년 학교재건축 완료 (신 건물로 이전) ③신개축

027
서울 아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2관 · · ·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25.04.02 1998 1987 · · ·

기타사항

1925년 교사 준공

1941년 교사 증축

1957년 4교실 증축 공사

1967년 6교실 개축

1983년 12월 09일 서관 104-7851 서울시 교육위원회 보존 건물로 지정

1987년 신관 준공

1998년 학교 본관 교사 신축 준공

④신축

028
서울 혜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종로구 공립 1926.06.30 1970

기타사항
1972년 종로구 명륜동 신교사로 이전

2002년 종로구 혜화동 구교사로 이전
⑤이전

<1927년~1936년 (개교 한지 80년~90년 된 초등학교)>

029
서울 언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강남구 공립 1927.10.08 2009 1973

기타사항
2007년 본관 재건축

2008년 본관 교사를 신축교사로 이전
④신축

030
서울 신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공립 1928.12.01 2010

기타사항 2010년 서울 신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축 후 재개교 ④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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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서울 창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서관
분류

도봉구 공립 1930.04.01 1971 1967 1978

기타사항
1970년 구교사 모습은 없다.

1978년 모습은 또 다르다
④신축

032
서울 은평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신관
분류

은평구 공립 1931.04.01 1970 1968 1990

기타사항

1968년 후관 신축

1970년 본관 신축

1990년 신관 개축

④신축

033
서울 대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남구 공립 1933.05.01 2012

기타사항
2012년 본관 준공

2013년 누리관 준공
④신축

034
서울 언남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초구 공립 1934.04.16 2014

기타사항
1950년 현 위치에 신축 이전

2014년 현 위치로 교사 신축 이전
⑤이전

035
서울 수색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공립 1935.04.01 2003

기타사항 2003년 학교 재건축 완공 입실 ③신개축

036
서울 신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서초구 공립 1936.06.01 1980 1968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37
서울 송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서구 공립 1936.09.06 2003

기타사항 2002년 개축교사 입실 ③개축

038
서울 안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남관 신관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36.11.30 1970 1966 2004

기타사항 1970년 남관, 서관, 동관 교실 신축 ②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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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1946년 (개교 한지 70년~80년 된 초등학교)>

039
서울 숭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37.04.01 2009

기타사항 2009년 교사 신축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040
서울 청량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37.04.05 2006 1989

기타사항
1991년 본관 개축 준공

2006년 개축 개관
③개축

041
서울 서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38.06.07 1968 1981

기타사항 2011년 본관 외부 리모델링 ④신축

042
서울 창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40.04.01 2008

기타사항 2008년 학교 준공일 (신개축) ③신개축

043
서울 북성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나동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41.11.01 1983 1966

기타사항
2008년 복합화건물(신관, 체육관, 수영장 등) 개관식

2009년 나동 지상 1층 증축
②증축

044
서울 성북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2.03.03 1966 1969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045
서울 전농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42.04.08 2010

기타사항

1944년 청량 국민학교에서 이전

2009년 신축교사로 이전

2010년 개축공사

③신개축

046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동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3.05.01 1991 1959 1966

기타사항 1991년 본관 20개 교실 완공 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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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서울 오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북관 남관
분류

구로구 공립 1943.05.23 1966 1971 1968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②증축

048
서울 상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노원구 공립 1943.07.29 2010

기타사항 2010년 학교 재건축, 이전 ④신축

049
서울 청파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동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3.09.24 1967 1962 1968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050
서울 당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43.10.08 1969 1985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51
서울 공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북관 신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44.04.11 1976 1967 2001

기타사항 2000년 북관 개축공사 ③개축

052
서울 천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강동구 공립 1944.09.20 2009 1965

기타사항 2009년 신축교사(본관) 개축 기념식 ①보존

053
서울 돈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4.09.30 2005 1979

기타사항

2003년 본관 개축공사

2004년 신축교사(본관) 이전

2005년 신축교사 서관 개관

③개축

054
서울 동명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서관
분류

성동구 공립 1944.10.10 1964 1963 1967

기타사항 2010년 본관 리모델링 공사 완공 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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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서울 면목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전관 후관
분류

중랑구 공립 1944.11.12 2010 1965 2010

기타사항

2008년 특별동 신축교사 착공

2010년 준공기념식

2010년 1~4층, 각 층을 495㎡ 제거하고 124.81㎡ 증축

②증축

056
서울 언북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남구 공립 1945.04.01 1965

기타사항
1965년 본관 준공

보수, 리모델링
①보존

057
서울 숭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5.05.14 1999 1986

기타사항 1999년 본관 준공식 ④신축

058
서울 자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광진구 공립 1945.10.02 1972 2009

기타사항 2009년 서관 개축교사 준공 ④신축

059
서울 소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45.11.01 2000

기타사항 1997년 학교 재건축 착공 ③신개축

060
서울 한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45.11.01 2006

기타사항 2006년 개축공사 완공 준공식 ③ 개축

061
서울 영등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45.11.01 1984

기타사항 1984년 철근콘크리트 건물 4층 40개 교실 증개축 ②증축

062
서울 창경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도봉구 공립 1945.11.01 1989

기타사항
1937년 종로구 개교

1989년 쌍문동에서 이전 개교(장소 이전)
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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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서울 남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분류

중구 공립 1945.11.01 1965 2011

기타사항
1991년 본관 교실 및 도서관 개축

2011년 동관 철거 완료, 개축동 준공
①보존

064
서울 청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남관 동산관

분류
중구 공립 1945.11.01 1988 1963 1964

기타사항 2004년 남관 리모델링 공사 완공 ①보존

065
서울 남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5.11.01 1991

기타사항 1991년 본관 교사 개축 ③개축

066
서울 삼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5.11.01 1986 1979

기타사항 1991년 본관 신축 준공 ④신축

067
서울 서빙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후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5.11.01 1967 1968 1984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68
서울 용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5.11.01 1969 1983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69
서울 숭례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5.11.01 2000 1992

기타사항

1992년 후관 개축 준공

1997년 동관 재건축 착공

        학교 증개축공사 완료

2000년 교사동 증개축 완공

②증축

070
서울 강남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작구 공립 1945.11.02 1986

기타사항 2000년 신관 신축 준공 ④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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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서울 연촌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노원구 공립 1945.11.10 2010

기타사항 2010년 학교 개축 공사 ③신개축

072
서울 신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서초구 공립 1946.04.02 2009 1978

기타사항 2009년 신관 임대형 민간투자(BTL) 개축 준공(지상 4, 5층, 2개동) ④신축

073
서울 문창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동작구 공립 1946.04.06 2005 1978

기타사항 2005년 학교 재건축 준공식 ④신축

07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종로구 국립 1946.08.22

기타사항
1953년 을지로 사범대학구내에서 수업 개시

1967년 교사를 본관으로 이전

075
서울 장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6.11.01 2008

기타사항 2009년 교사 개축 및 복합화 시설 준공 ③개축

076
서울 정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6.11.01 2000

기타사항
1996년 교사 증개축 공사 시작

1998년 신축교사로 이전 완료 (구교사 완전 철거)
④신축

077
서울 중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중랑구 공립 1946.11.07 2010

기타사항
1954년 현재 위치로 이전

2010년 교사 신개축 준공식
⑤이전

078
서울 광장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광진구 공립 1946.11.10 2009 1972

기타사항 2009년 본관 및 후관 등 재건축 완공 ③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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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서울 흥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중구 공립 1946.11.14 1997

기타사항 1971년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와 교체, 이전하여 개교 ⑤이전

<1947년~1956년 (개교 한지 60년~70년 된 초등학교)>

080
서울 홍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47.01.10 2006

기타사항

2002년 교사 개축공사 시작

2004년 신축교사로 부분이전

2005년 복합건물 공사 완료

④신축

081
서울 노량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나동 다동
분류

동작구 공립 1948.10.10 1983 1968 1979

기타사항 1985년 현 본관 교사 준공 ④신축

082
서울 본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신관 후관
분류

동작구 공립 1948.10.30 1985 2000 1972

기타사항 1972년 별관 9교실 신축 ②증축

083
서울 용두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48.11.01 1988 1967

기타사항
1988년 본관 목조건물 철거 및 개축

2008년 동관 철거
③개축

084
서울 동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8.11.01 1967 1967

기타사항

1967년 본관 북측교실 증축

1969년 별관교실 증축

1982년 증축

2006년 동신관 개관

②증축

085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종로구 공립 1948.11.24 1999 1972

기타사항 1997년 학교 재건축 공사 시작, 본관 철거 ③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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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서울 삼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49.09.01 1983 2009

기타사항

1950년 교사 신축 준공

1966~1967년 별관3층 준공

1983년 본관 목조건물 철거

1984년 본관교사 개축, 동관 신축

2001년 본관 4층 교실 증축

2009년 서관4층 개축

②증축

087
서울 신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서구 공립 1949.10.01 2003

기타사항 2003년 개축공사 완공 ③개축

088
서울 우이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별관

분류
강북구 공립 1949.10.02 2000 1970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89
서울 후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49.10.08 1998

기타사항 1998년 신축교사 재건축 준공식 ④신축

090
서울 영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서관 후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49.10.25 1963 1965 1969 1972

기타사항

1963년 본관 4개 교실 증축 준공

1966년 관리동 증축 준공(현 서관 1층)

1967년 교사 교실 증축 (현 동관)

1968년 본관 교사 증축 준공

1969년 서관 교실 증축 준공

1970년 서관 교실 증축 준공

1972년 교실 증축 준공

2008년 학교 대수선 공사

①보존

091
서울 당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49.10.28 2010

기타사항 2010년 학교 BTL 개축공사 준공 완료 ③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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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태강 삼육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노원구 사립 1949.11.19 1985

기타사항
1980년 구교사 개축관계로 한국 삼육학교 건물로 이전

1984년 신축교사 완공으로 현 건물로 이전함
④신축

093
서울 구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구로구 공립 1950.06.20 1964 1969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②증축

094

서울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초구 국립 1953.05.22

기타사항
1977년 서초동 신축교사로 이전

2014년 앞, 뒤채 전면 재건축 결정
⑤이전

095
서울 장충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중구 공립 1953.10.21 1985 1960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②증축

096
서울 장안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중앙관 북관 동관
분류

광진구 공립 1955.03.19 2004 2004 2004 1997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097

이화여자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대문구 사립 1955.04.08 1976

기타사항

1955년 본관 목조 2층 교사 완공

1967년 별관 증축 교사 완공

1976년 개축 교사 완공 (신축)

2000년 교실 증축

②증축

098
서울 대방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55.04.27 2009 1962

기타사항
2008년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완공

2009년 별관동 리모델링, 개축중공기념식
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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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서울 도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56.03.24 2005 1971

기타사항 2004년 현 위치로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00
서울 문성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금천구 공립 1956.04.06 1976 2002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101
서울 영남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금천구 공립 1956.05.17 1991

기타사항
1960년 본관 준공

1990년 구로구 독산 3동으로 학교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02
서울 영동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영등포구 공립 1956.05.17 1969

기타사항 1970년 본관교실 증축 ②증축

103
서울 개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분류

강서구 공립 1956.07.10 2002 1984

기타사항

1974년 본관 교사 준공

1984년 교실 증축 준공

2001년 학교시설 재건축 완공

②증축

<1957년~1966년 (개교 한지 50년~60년 된 초등학교)>

104
서울 충무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중구 공립 1957.04.28 1999

기타사항

1998년 후관 철거 및 재건축 시작

1999년 후관 준공 및 입주

2001년 학교 시설 재건축 완공

④신축

105
서울 독립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종로구 공립 1957.09.28 2000

기타사항 2000년 개축 학교 개교 ③신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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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서울 은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관악구 공립 1958.04.01 2012

기타사항

2008년 BTL사업(재건축)착공

2010년 BTL 1차 완공

2011년 BTL 2차 완공

2012년 BTL 3차 완공

2013년 개축식

③신개축

107
서울 금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남관
분류

성동구 공립 1958.04.01 2002 1966

기타사항

1959년 학교개축 및 교육문화관 신축착공

1998년 학교개축 및 교육문화관 신축착공

2001년 개축교사 준공

③신개축

108
서울 숭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종로구 공립 1959.04.03 2015

기타사항 2015년 08월 종로구에서 성동구(왕십리)로 학교 이전 ⑤이전

109
서울 신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송파구 공립 1959.05.26 1971 1977

기타사항

1971년 신축교사 용산구 잠실동으로 이전 (장소 이전)

1975년 교실 증축 준공

1977년 증축 교사 준공

1978년 별관 교사 준공

⑤이전

110
서울 휘경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59.10.10 1999

기타사항

1961년 휘경동 신교사로 이전 (장소 이전)

1996년 학교 개축공사 착공

1999년 학교 개축 완공

⑤이전

111
서울 삼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북구 공립 1959.11.10 2001

기타사항

1961년 본관 및 부속 건물 준공

1999년 교사 개축(A동) 입주

2000년 개축공사(B동) 입주

③신개축

112
서울 안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60.06.07 1999 1971

기타사항 1998년 본관 개축 준공 ③신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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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서울 홍파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60.07.05 2004

기타사항
2002년 신축 건물로 본관만 이주

2004년 개축 공사 완료
③신개축

114
서울 한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60.07.14 2006

기타사항
2003년 학교 재건축 공사 착공

2006년 학교 재건축 완공
③신개축

115
서울 전곡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61.04.06 2003

기타사항 2001년 교사동 및 체육관 준공 ④신축

116
경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사립 1961.05.18 1961

기타사항 1964년 신축교사 준공 ①보존

117
서울 창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61.11.01 2010

기타사항
2008년 학교 BTL 재건축 시작

2009년 신축 교사로 이전
④신축

118
서울 미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후관
분류

성북구 공립 1962.03.28 2009 2001 2001

기타사항
1998년 증개축 공사 착공

2009년 본관 개축 및 증축 준공식 거행
②증축

119
서울 금옥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동구 공립 1962.04.12 2009

기타사항 2009년 개축교사 개관식 ④신축

120
서울 불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신관 별관
분류

은평구 공립 1962.04.18 1965 2002 1967

기타사항 2002년 신관동 개관 ①보존



- 91 -

121
서울 보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북관 서관 후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62.06.22 1964 1971 1962 1963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122
서울 서교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동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62.07.12 1999 1971 1968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123
서울 영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작구 공립 1962.09.03 2012

기타사항

2001년 증축공사 착공

2009년 학교 재건축 BLT 사업 착공

2011년 학교 재건축공사 준공(본관 개관 개축 및 남관동 리모델링)

③신개축

124
세종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광진구 사립 1962.10.04 1977

기타사항
1974년 신축교사 낙성 학교 이전(현 건물로 장소 이전)

1998년 특별교실 증축
④신축

125
서울 행당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동구 공립 1962.10.26 1963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126
서울 답십리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공립 1962.11.01 2001

기타사항 2001년 교사 증개축 ②증축

127
서울 응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공립 1962.11.12 2008

기타사항 2008년 개축공사 완공(BLT 사업) ③개축

128
서울 인왕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동관 서관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62.11.12 1965 1969 2012

기타사항 2012년 신관교실 완공 및 입주 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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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은석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대문구 사립 1963.04.16 1979

기타사항
1966년 종로구 신교사로 이전 (장소 이전)

1979년 동대문구 신교사로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30
서울 염창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서관
분류

강서구 공립 1963.07.01 2002 1972

기타사항 2001년 본관 신축건물 준공 및 서관 리모델링 완료 ④신축

131
서울 왕북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남구 공립 1963.10.31 1992

기타사항
1992년 일반교실, 특별교실 증축

2015년 5개 교실 증축 공사
②증축

132
상명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노원구 사립 1964.02.06 1994

기타사항 1994년 교사를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33
매원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병온관

분류
성북구 사립 1964.03.09 1991 1987

기타사항 1990년 교사 신축 및 대강당 준공 이전 ④신축

134
서울 신석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1별관 2별관

분류
마포구 공립 1964.03.10 2011 2011 2011

기타사항 2011년 BTL 개축공사 준공 완료 ④신축

135
서울 구로남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구로구 공립 1964.03.11 2002

기타사항 2001년 고학년동과 관리동을 준공하여 신축교사로 이전 ④신축

136
서울 신길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작구 공립 1964.03.12 2005

기타사항
1993년 별관 12개 교실 증축

2004년 학교 재건축 준공식
④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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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추계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대문구 사립 1964.07.20 1987

기타사항
1965년 개교식 및 신축교사 기공식 거행

1987년 신축교사로 이전(황신덕 기념관, 현교사)
④신축

138
동북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도봉구 사립 1964.09.15 1990

기타사항 1990년 장충동에서 쌍문동으로 학교 신축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39
신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용산구 사립 1964.11.26 1965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②증축

140
경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서대문구 사립 1964.12.03 1985

기타사항
1999년 특별교실 증축

2002년 특별교실 신축건물 개관식
④신축

141
경복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실기동

분류
광진구 사립 1965.03.02 1979 1979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142
유석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서구 사립 1965.03.08 1985

기타사항
1985년 마포구에서 강서구로 교사 신축 이전 (장소 이전)

1987년 교사 5층 4교실 증축
⑤이전

143
성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북구 사립 1965.03.08 1982

기타사항
1983년 교사 이전 준공식 거행

2012년 특별교실 증축 공사
②증축

144
서울 대신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후관 별관
분류

서대문구 공립 1965.03.10 1971 1951 2010

기타사항 2011년 학교 BTL 사업 완료 ①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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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우촌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성북구 사립 1965.04.15 1996 2007

기타사항
1995년 본관 교사 신축

2006년 교사 증·개축 공사
④신축

146
리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중구 사립 1965.05.20 1965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147
금성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중랑구 사립 1965.06.26 1996

기타사항 1996년 학교 신축 완공 이전 ④신축

148
선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사립 1965.09.07 1966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④신축

149
영훈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강북구 사립 1965.09.25 1975

기타사항
2004년 교사 신축 총4층 건물

2006년 본관 건물 증축
②증축

150
예일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사립 1965.09.26 1971

기타사항 1972년 마포구에서 은평구 구산동8-3(현 위치)에 교사 신축 이전 ⑤이전

151
서울 용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용산구 공립 1965.09.26 1999

기타사항
1996년 학교 교사 재건축 착공

1999년 학교 교사 재건축 준공
③신개축

152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동작구 사립 1965.10.11 1966

기타사항
1966년 신축교사 준공

1968년 교실 증축 완공
②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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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광운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북구 사립 1965.10.25 1971

기타사항 1966년 광운대학교에서 개교 ④신축

154
청원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노원구 사립 1965.12.05 1988

기타사항
1987년 상계동 신축교사 기공식

1988년 용우동 교사에서 상계동 현교사로 이전 (장소 이전)
⑤이전

155
숭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중구 사립 1966.02.25 1960 1981

기타사항 2005년 2월 숭의여자대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교사를 이전 ⑤이전

156
은혜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1별관 2별관

분류
은평구 사립 1966.03.10 1974 1992 2000

기타사항

1966년 02월 은혜국민학교 설립인가 (은평구 역촌동 54-9).

1966년 08월 은혜국민학교 위치 변경 인가(은평구 불광동 331-27)

1966년 09월 은혜국민학교 교사이전 (현 위치, 은평구 불광동 331-27)

1972년 08월 본관 4층 32교실 및 부속 건물 완공

1992년 11월 향상관 (6개 교실) 신축

1999년 10월 본관교사 외장공사, 화장실 개선

④신축

157
동산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중구 사립 1966.03.10 1966 1972

기타사항

1972년 실내체육관을 완공

1984년 컴퓨터실 개실

1986년 어학실과 방송실 개실 

1994년 급식실 개실

1999년 제2멀티미디어실 개실

①보존

158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마포구 사립 1966.03.12 2012

기타사항

2010년 05월 부속학교 신축교사 착공 (마포구 성산동 산11-31)

2012년 06월 부속학교(초교, 여중, 여고) 위치 변경 인가 

2012년 08월 신축학교 준공검사 승인 

2012년 08월 학교 이전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 마포구 성미산로 51) 

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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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한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성동구 사립 1966.05.15 1979

기타사항

1973년 05월 새 교사로 이전

1988년 06월 교실 증축, 학급 증설(24학급) 

1993년 12월 12개 교실 증축, 시청각실 확장 

②증축

160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종로구 사립 1966.05.17 1967

기타사항
1966년 08월 신축공사 준공 (4층 20교실)

1971년 11월 신축공사 준공이전 (7층 21교실)
④신축

161
대광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성북구 사립 1966.05.25 1966 1966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162
서울 도봉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2동 3동
분류

도봉구 공립 1966.09.05 1964 1969 1971

기타사항 기록 없음 ①보존

163
충암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분류

은평구 사립 1966.11.09 1980

기타사항
1968년 교사를 4층으로 증축

1980년 체육관 겸 강당을 준공
②증축

164
서울 옥수 

초등학교

구역 설립 개교기념일 본관 별관
분류

성동구 공립 1966.12.02 2013 2003

기타사항

2010년 학교 재건축 시작

2012년 본관, 후관 입주

2013년 학교, 유치원 개축식

③신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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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heritage values 

and preservation maintenance guideline for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im, Ha Young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desire to study modern living facilities, 

which are not fully appreciated.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s in the vicinity of residential neighborhood. The purpose is 

to examine and interpret the meaning and values of elementary school and 

to grasp and interpret the legacy values of elementary school. The scop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in elementary schools within Seoul. Seoul has been 

the nation's capital city of Korea and Seoul has many traces to preserve. 

However, there has been no elementary schools to be preserved in Seoul.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in 1962, 

there have been many laws and systems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fortress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s. Accordingly, 

the scope of cultural assets were expanded.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landmark or buildings which were designed by famous architects. An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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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till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significance of modern living 

facilities is not appreciated. As a result, such facilities are already neglected 

or destroy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values for 

modern living and make systematic preservation plan for modern living 

facilities as cultural valuables. Among these modern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select 'the elementary school' to determine the values and provide an 

effective way to preserve it.

Elementary school was called as a primary school, a regular school, and 

an elementary school.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in many 

nations recognized the national education as a basic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national education has been adopted, expanded, 

and added. Elementary school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conducts 

regular, basic, and ordinary education. So, it implement the same curriculum 

as a common goal regardless of the founders or regions. In our country, in 

1948,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everyone deserves equal rights and duties 

to be taught. As of June 1950, primary education was decided to be a 

compulsory education.

The history of the elementary school in Korea is regard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history of ‘the Goguryeo Kingdom’, ‘the 

Goryeo Dynasty’, and the Confucian scholar of ‘the Chosun Dynasty’.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In 1895, ‘Suha-dong’, ‘Jang-dong’, 

‘Jeong-dong’, ‘Je-dong’ primary schools were established.

After then, elementary schools have become the primary institutions of 

modern education, and they served basic knowledges and social relationships 

as important living facilities. However, it is a lack of management plan, 

compared with the fact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Seoul, 

they do not appreciate the values of elementary schools than other c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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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y have no preservation plans.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the values of modern elementary schools and importance of their 

preservation. Furthermore, instead of simply claiming elementary school as a 

heritage,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aspects (the historical 

heritage, the architectural heritage, and the neighborhood heritage) and 

analyzed each of them. As a result, the legacy value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 ways of preservation in Seoul were identified.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eoul, Heritage value, Maintenance guideline, 

Preservation

Student Number: 2014-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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