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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건축사(韓國建築史)의 시대구분(時代區分)을 4기(期)로 설정(設定)하고 第4期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以後)로부터 대한제국말엽(大韓帝國末葉)까지의 기간(期間)에 

해당한다고 하 었다.1) 이 기간(期間)에 얼마만한 공역(工役)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각종 문전(文典)에서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그들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

고 그것을 토대로 第3, 第2, 第1期의 건축(建築)의 내용(內容)을 파악하련다는 시도를 

진행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도된 이 작업은 꾸준히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비로서 소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우선 수집된 자료만이라도 정리하여 보고자 하 다. 이 자

료의 정리를 생경(生硬)한 데로 우선 발표하고자 함은 이 일을 진행함을 동학인(同學人)

들에게 알리므로 해서 교시(敎示)와 자료(資料)의 지시(指示)와 공여(供與)를 기대하려 

한다. 혼자의 힘보다는 여럿의 능력이 월등하게 유익한 일을 효능 있게 이룰 수 있음을 

나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나는 第4期 건축(建築)중에서도 고종(高宗)때 이루어진 공역(工役)에 관하

여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기간을 한정하 다. 고종(高宗)이 등극한 1864년으로부

터 고종(高宗)이 양위(讓位)할 때 까지, 이어서 융희(隆熙4年)(1910)에 종언(終焉)을 고

(告)할 때 까지의 흥역(興役)한 내용을 일지(日誌)와 같은 시대순(時代順)에 따라 열기

(列記)하려 한다. 따라서 공역(工役)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공역(工役)의 동기(動機)가 

되거나 배경(背景)이 되는 사항도 발생시기(發生時期)에 쫓아 순서대로 기록하여 보았

다

  주홍섭(奏弘燮), 최순우(崔淳雨), 양박사편(兩博士編) 「韓國美術史年表(한국미술사연

1) 拙稿:韓國建築史․韓國文化史大系 Ⅳ 風俗藝術史․民族文化硏究所刊

   이 에서 나는 한국역사의 전기간을 네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함이 편리하다 하고 다음과 같이 네 기간을 구분 

해 보았다고 제시하 다.

   第1期 有史以來→新羅 武烈王代까지.

   第2期 新羅 文武王→高麗 元宗代까지.

   第3期 高麗 忠烈王→朝鮮朝 壬辰亂까지.

   第4期 壬辰倭亂後→大韓帝國末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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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일지사(一志社) 1981년간(年刊))를 처음 정리할 때 약간(若干) 관여한바 있었음을 

주박사(奏博士)는 서문(序文)에서 밝혀놓으셨다. 또 이 책을 주시면서 연표(年表) 보완

작업(補完作業)에 유념하라고 하교(下敎)한 바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사연표(建

築史年表)와 건축사전(建築辭典) 편찬(編纂)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본(底本)

이 될 이런 자료의 정리는 있어야 하 던 것이므로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19세기 흥

역보(興役譜)를 마련하여 보았던 것이다.

  고종(高宗)이 등극(登極)하면서 공역(工役)과 관계되는 첫번째 일이 철종(哲宗)의 산

릉(山陵)을 다스리는 사업이었다. 이후 광무(光武)11年까지 400件이 넘는 공역(工役), 

공역(工役)과 관계되는 사단(事端)이 발생하거나 진행되었다. 융희원년(隆熙元年)에서 4

年까지 이르는 기간에는 왕실(王室)이외에서도 건축활동(建築活動)을 활발히 전개하여

서 이른바 개화(開化)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건축유형(建築類形)이 도입(導入)되고 보급

(普及)된다. 전대(前代)엔 없었던 사항이다. 이른바 서양식(西洋式) 건축(建築)이 한성

(漢城)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조 (造營)된다. 고종(高宗)때로부터 시작된 이 물결은 후

대(後代)에 이르러 서양건축(西洋建築) 편향(偏向)의 발전(發展)으로까지 파급되지만 이 

기간에는 새로운 시발로서 도입되고 보급되면서 기왕의 건축들과 절충되고 상충(相衝)

한다.

  고종(高宗)․순종(純宗)의 19세기는 기왕(旣往)의 목조건축사(木造建築史)의 도미(悼

尾)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의 시발(始發)의 시기이기도 하여서 건축사(建築史)

에서는 중요시(重要視)하는 기간(期間)에 해당한다.

  허용(許容)된 지면(紙面)의 한정(限定)으로 공역(工役)의 전후사정(前後事情)과 내용

(內容)을 다 기록할 여유가 없다. 간략하게 적기(摘記)하는 일로써 대요(大要)만을 거론

(擧論)하여야겠다.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함은 아쉬움이 있으나 이는 뒷날 다른 기회로 

미루어 두겠다.

2.

  고종(高宗)은 1863年 12月 8일 창덕궁 대조전(昌德宮 大造殿)에서 승하(昇遐)한 철종

(哲宗)의 대를 이어 등극한 조선조 제26대 임금이다. 12月 13일(을유(乙酉)) 묘시(卯時)

에 창덕궁 인정문(昌德宮 仁政門)에서 즉위(卽位)한다. 이날 대왕대비(大王大妃)는 희정

당(熙政堂)에서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예(禮)를 거행한다. 생부(生父)인 흥선대원군(興宣

大院君) 시응(是應)으로 서정(庶政)을 참결(參決)케하고 불신(不臣)의 예(禮)로 대우하기

로 하 다.

  당장 급한 일은 철종(哲宗)의 국장(國葬)이었다. 빈전도감(殯殿都監)․산릉도감(山陵

都監)을 열어 책임자들은 차하(差下)하고 주무부서인 공조(工曹)의 참의(參議)로 사복첨

정(司僕僉正)인 민치구(閔致久)(15일字)를 발령하 다.

  이 해 12월 20일에 한성부(漢城府)에서 민수(民數)를 보고하 다. 팔도(八道)의 민호

(民戶)는 1,588,343戶이고 총인구(總人口)는 6,754,875인데 남자가 3,400,648口이고 여자

는 3,354,227口라고 하 다.

  1864년이 고종의 원년(元年)이 된다. 1월 5일에는 철종능의 정자각(丁字閣)이 완성단

계에 이르 으므로 신석우(申錫愚)에게 상량문(上樑文)을 짓게 하고 흥인군(興寅君) 최

응(最應)에게 을 쓰게 하 다.

  1. 1월 7일(기유(己酉)) 17,830兩을 대원군(大院君)에게 지급(支給)하여 운현궁(雲現

宮)의 보수(補修)와 필요한 건물(建物)을 증축(增築)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 다.

  2. 1월 15일에 경각사각 (京各司各營)이 1863년도의 회계부(會計溥)를 올렸다. 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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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黃金) 100냥(兩)4전(錢)6분(分). ②은자(銀子) 214,198兩3分1이(厘), ③전문(錢文) 

460,002兩 3錢9分 ④木 2,063동(同)20필(疋)24척(尺)1촌(寸)1分 ⑤포(布) 196同40疋4尺8

寸 ⑥저포(苧布) 115同1疋10尺. ⑦면주(綿紬) 54同29疋18尺 ⑧미(米) 96,338석(石)12두

(斗)4승(升)9작(勺)9이(厘) ⑨태(太) 9,582石 5斗6升3合7勺 ⑩전미(田米) 8,180石 64斗7

合9勺 ⑪피잡곡(皮雜穀) 54,090石9斗

   국가 총예산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인데 이런 중에 운현궁(雲峴宮) 신(新)․개축보조

금 (改築補助金) 17,830兩이나 1월 2일에 연전(年前)에 불탔던 신우문(神佑門)의 개건

(改建)과 휘경원(徽慶園)의 천봉(遷奉)에 따른 경비로 150,000兩을 지급한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재정규모는 뒷날 경복궁 중건에 소용될 

경비의 염출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1월26일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정류(鄭鎏)를 임명.

  4. 2월12일 양양부(襄陽府)에 폭설로 죽은 사람과 상원군(祥原郡)의 집 불태운 사람들

이 있어 구휼(救恤)하 다.

  5. 2월20일 훈련원(訓練院)의 해우(廨宇)가 낡아 무너지므로 내하전(內下錢) 1,000兩

을 주어 보용수리(補用修理)하게 하 다.

  6. 2월23일 창녕(昌寧)․ 양(密陽)等 읍(邑)의 민가(民家)31호(戶)가 연소(燃燒)되고 

3명이 죽음. 넉넉하게 구휼하도록 지시하 다.

  7. 3월6일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옛 집인 감고당(感古堂)을 마음대로 고쳐 겸종잡거

(傔從雜居)한 침의면(沈宜冕)을 잡아들여 의법처단 하 다.

  8. 3월9일 회환동지사(回還冬至使) 조연창(趙然昌)이 북경(北京)에 다녀온 보고를 아

뢰면서 서양인(西洋人)의 거주(居住)와 양관(洋館)의 건설(建設)등의 견문(見聞)도 말함.

  9. 3월22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서형순(徐衡淳)을 임명.

  10. 4월16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김한순(金漢淳)을 임명.

  11. 4월19일 큰 불이 나서 광통교(廣通橋)의 지전(紙廛)으로부터 종각(鐘閣)까지 사이

의 건물들이 연소(延燒)되었다.

  12. 4월20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조득림(趙得林)을 임명.

  13. 4월20일 재해인(災害人)들에게 전(錢) 5만냥(五萬兩)과 백미(白米) 50同을 주도록 

대왕대비(大王大妃)가 하명(下命)

  14. 4월22일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명(命)하여 각읍소재(各邑所在)의 서원(書

院)․향현사(鄕賢祠)․생사당(生祠堂)과 매원사(每院祠)에 소속된 전사(田士)와 보액(保

額)을 일제 조사하여 상보(詳報)하도록 하다.

  15. 4월28일 제주(濟州)의 민호(民戶)조사 내용이 뒤늦게 보고됨. 민호(民戶) 11,696戶 

인구(人口) 86,632口, 남자 42,500口, 여자 44,627口이다. 앞에의 인구조사수에 이를 합

산하면 1863년도의 총민호는 1,600,039戶이고 총인구는 6,830,507口이며, 남자 3,443,148

口, 여자 3,398,854口이다.

  16. 4월29일 공조판서(工曹判書) 이규철(李圭徹), 참판(參判) 홍종운(洪鍾雲)을 임명하

다.

  17. 5월10일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도중(李䆃重)을 임명.

  18. 5월20일 어 대장(御營大將) 임태 (任泰瑛)이 공해(公廨)와 군물(軍物)의 보수

(補修)에 공로가 크므로 가자(加資)하다.

  19. 5월24일 지난달 19일에 불에 탄 종각(鐘閣)의 개건역(改建役)이 아직 끝나지 않았

으나 우선 종(鍾)을 달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아뢰다.

  20. 5월28일 종각(鐘閣)의 개건역(改建役)이 끝났으므로 유공(有功)한 감동당상(監董

堂上) 이하의 종사자들에게 시상(施賞)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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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5월30일 김세균(金世均)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임명.

  22. 6월6일 운현궁(雲現宮)과 금위 (禁衛營)사이에 문(門)을 특설(特設)하여 동가(動

駕)에 편의하도록 하다.

  23. 7월4일 허계(許棨)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임명.

  24. 7월9일 창의문(彰義門) 남변(南邊) 성벽(城壁) 체성(體城)이 4間가량 무너졌으므

로 군문(軍門)에서 급히 수축(修築), 공사시간중 각별히 수직(守直)케 하 다.

  25. 7월27일 제도(諸道)의 각서원(各書院)․향사(鄕祠)의 존철(存撤)에 대하여 묘당

(廟堂)의 논의를 빨리 아뢰라고 독촉하다.

  26. 8월4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의익(李宜翼)임명.

  27. 8월10일 함경(咸鏡) 경원부(慶源府) 교역관방(交易官房) 수리용목재(修理用木材)

를 청국(淸國)에 요구하여 도문강계(圖門江界)의 나무를 벌채하다.

  28. 8월17일 사원(祠院)의 폐(弊)가 우심(尤甚)하므로 폐해를 단속케 하고 사액서원

(賜額書院)의 전결(田結)․원복(院僕)․고직(庫直)등은 묘당(廟堂)에서 정액(定額)하고 

향사(鄕祠)의 보율(保率)은 일률적(一律的)으로 강태(剛太)하고 첩설(疊設)과 사설(私設)

은 일체 엄금하도록 하다.

  29. 9월19일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이교준(李敎俊)이 성첩(城堞)과 공해(公廨)를 수

보(修補)하는 일에 큰 노고가 있었으므로 가자(加資)하다.

  30. 9월22일 적상산성사고(赤裳山城史庫) 수호사찰(守護寺刹)인 안국사(安國寺)를 중

수(重修)(공명첩삼백장 하송(空名帖三百張 下送))․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 홍순

목(洪淳穆), 성첩수축(城堞修築)에 공이 크므로 가자(加資)하다.

  31. 9월24일 왕(王) 운현궁(雲峴宮)의 은신(恩信)․남연군(南延君) 사우(祠宇)에 친알

(親謁).

  32. 9월27일 관물헌(觀物軒)에서 사은정사(謝恩正使)등이 사폐(辭陛)하다.

  33. 10월3일 상당산성(上黨山城) 성첩(城堞)의 수치(修治)(성내(城內) 충식사송(虫蝕死

松)을 방매(放賣)하여 수보자금(修補資金)에 )

  34. 11월3일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의 수호사찰(守護寺刹)인 각화사 수즙경비(覺華寺 

修葺經費)로 공명첩(空名帖) 400장(張) 보냄.

  35. 12월20일 공조판서(工曹判書)로 민치구(閔致久)를 특탁(特擢).

  36. 12월26일 일전(일前)에 불탄 면주전(綿紬廛)95間 도가(都家)의 중건(重建)할 물력

(物力)으로 선혜청(宣惠廳)의 갑주가미(甲冑價米)中에서 절전(折錢) 5,000兩을 대하(貸

下)하고 5년간 상환하게 하다.

  37. 12월29일 한성부(漢城府)에서 보고한 민호(民戶)는 제주도까지 합쳐 1,209,604戶

이고 총인구수는 6,828,517口이다. 이 해에 각목장에서 키우는 말은 12,075匹이다.

  고종(高宗) 2년도의 건축․주택등에 관계사항을 간추려 表로 만들어 적기(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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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高宗)2年의 흥역보(興役譜)

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1
고종(高宗)2年

1月3日(1865)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정재(李鼎在)

2 1月10日 대왕대비(大王大妃),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제택(第宅) 개수(改修)케 하다.

3    〃 장수현사가(長水縣私家) 10戶, 순천부사(順天府私家)29戶 소신(燒燼)

4 1月13日 공조판서(工曹判書) 김병학(金炳學)

5 1月27日
의정부(議政府) 청사(廳舍) 경퇴(傾頹)가 심하므로 개수(改修)(1月29日중건용비(重建用費) 2

만냥하송(萬兩下送)

6 1月28日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남식(咸鏡道 兵馬節度使 李南軾)이 공해․성첩개수(公廨․城堞改修)

7 2月2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신관호(申觀浩)

8 3月2日 준천작업(濬川作業)을 시작.

9 3月4日 제천현사가(堤川縣私家) 11戶 소신(燒燼)하다.

10 30月7日 의주부사가(義州府私家) 115戶 소신(燒燼)

11 30月8日 준천작업경비(濬川作業經費) 8,900兩 삼 문(三營門)에 분급(分給)

12 3月9日 평산부사가10호(平山府私家10戶) 소신(燒燼)

13 3月11日

준천작업(濬川作業), 각군문(各軍門)의 장교(將校) 각사원(各司員)․시인(市人)․공인(貢

人)․액례(掖隷)․제사관생(諸司官生)․各 도저사(道邸史)등 

3日間 부역. 각 군병․각사도례 공장군(赴役. 各營軍兵․各司徒隷 工匠軍)등 各2일간(日間)

씩 부역(赴役)케 하다.

14 3月12日 박규수(朴珪壽)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15 3月29日
공충도서원현 만동묘(公忠道西原縣 萬東廟)를 철폐, 지방위, 편액(撤廢, 紙榜位, 扁額)은 황

단경봉각(皇壇敬奉閣)에 수장(收藏)케하다.

16 4月2日
대왕대비(大王大妃), 경복궁(景福宮) 건축(建築)을 명(命)하고 대사(大事)를 대원군(大院君)

에 위임(委任).

17    〃

건도감, 조두순, 김병학 도제조, 제조(營建都監, 趙斗淳, 金炳學 都提調, 提調)로 흥인군, 

김병기, 김병국, 이돈 , 박규수, 이재원, 임태 , 이경하, 허계, 이현직, 이주철(興寅君, 金炳

冀, 金炳國, 李敦榮, 朴珪壽, 李載元, 任泰瑛, 李景夏, 許棨, 李顯稷, 李周喆)

18 4月4日 경복궁(景福宮) 건(營建)의 고유제(告由祭) 설행(設行)

19 4月5日 경상도(慶尙道) 개녕봉대(開寧烽臺)를 남산(南山)에 이설(移設)

20 4月11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이도중(李䆃重)

21 4月12日 경복궁 중건 전기 친심 궁장하민호철거 이전(景福宮 重建 殿基 親審 宮墻下民戶撤去 移轉)

22 4月13日 경복궁(景福宮) 중건(重建)을 시역(始役)

23 5月9日
각릉원내 송회목(各陵園內 松檜木)을 벌취(伐取). 경복궁각전 대량․고주(景福宮各殿 大

樑․高柱)에 사용.

24 5月26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송래희(宋來熙)

25 5月28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임태 (任泰瑛)

26 潤5月4日 의주부민호(義州府民戶) 183戶 소실․ 동민호(永同民戶)51戶 소실.

27 〃5月6日 성천부(成川府) 민호(民戶) 12戶 소실.

28 〃5月7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조연창(趙然昌). 공조참판(工曹參判) 김익문(金益文)

29 〃5月7日 평강현사가(平康縣私家) 11戶 소실. 청안현사가(淸安縣私家) 16戶 소실.

30 〃5月8日 충주부(忠州府) 사가(私家) 18戶 소신(燒燼).

31 〃5月9日 장성부(長城府) 민호(民戶) 16戶 소실(燒失). 변부 민호(寧邊府 民戶 ) 115戶 소실.

32 〃5月13日 삭녕군(朔寧郡) 실화민호(失火民戶) 16戶

33 〃5月14日 초계군(草溪郡) 민호(民戶)61戶 실화

34 〃5月21日 동래(東萊) 왜관(倭館)의 수리(修理)

35 〃5月30日
강화(江華)의 각진보(各鎭堡)․돈대(墩臺)․군기고(軍器庫)․진장공해(鎭將公廨)․성첩(城

堞)․행궁관사(行宮官舍)등 수보(修補)

36 6月16日
營建都監, 康寧殿, 延生殿, 慶成殿의 定礎를 6月20日 申時 立柱를 10月初9日

寅時 上樑을 10月11日 子時에 할 예정을 아룀.

37 6月28日 공조판서(工曹判書) 한계원(韓啓源)

38 7月12日
지난 6月21日 대우(大雨)로 삭주 창성(朔州 昌城)등 민가(民家) 94戶무너짐을 보고,

     6月28日 신천군사가(信川郡私家) 65戶가 물에 떠내려갔음을 보고,

39 7月17日 한성부(漢城府) 오부민호(五部民戶) 1,322戶가 큰물에 무너짐

114



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40 7月21日

․지난7月11日 강우(降雨)로 양천현(陽川縣) 민호(民戶) 표퇴(漂頹) 60戶
․       〃    수원부(水原府) 민호(民戶)는 94戶가 표퇴(漂頹)됨.
․       〃    광주목(廣州牧) 민가퇴표(民家頹漂)는 553戶.
․       〃    과천(果川)․시흥읍(始興邑) 표퇴민가(漂頹民家) 175戶

41 8月3日 남대릉(南大陵)․인릉(仁陵)의 개수(改修)

42 8月15日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재원(李載元)

43 8月27日 공조참판(工曹參判) 이풍익(李豊翼)

44 9月2日 全羅左水營․加里浦鎭 風落松40,457株 營建都監에 보냄

45 9月6日

건도감(營建都監), 각전각(各殿閣)의 건길일(營建吉日)을 추택상계(推擇上啓). 함원전․
인지당(含元殿․麟趾堂) 정초(定礎) 10月9日신시(申時) 
입주(立柱) 同月24日 묘시(卯時), 상량(上樑)은 11月16日자시(子時). 천추전(千秋殿) 정초(定
礎) 10月22日 묘시(卯時), 입주(立柱)는 11月7日 묘시(卯時). 상량(上樑)은 1月9日 묘시(卯
時)에. 만춘전(萬春殿)의 정초(定礎)는 12月24日 묘시(卯時). 입주(立柱)는 1月11日 묘시(卯
時). 상량(上樑)은 9月2日 인시(寅時)로함.

46 9月6日 수원행궁성첩보수(水原行宮城堞補修)

47 10月1日 의정부관우(議政府官宇)의 중건역(重建役)이 준공(竣工)되다.

48 10月15日 공조판서(工曹判書)에 류후조(柳厚祚)

49 11月13日
남단(南壇) 례(例)에 따라 혜화문(惠化門)밖에 성단(星壇)을 쌓고 분성(分星)
을 제사(祭祀) 매년정월상인일(每年正月上寅日)에 제향거행(祭享擧行)

50 12月22日 공조참판(工曹參判) 이유응(李裕膺)

    고종2년에 50건에 달하는 사항이 있었다. 이 중에서 경복궁(景福宮)에 관계된 내용

은 이미 「景福宮의 再建工役(경복궁의 재건공역)」2)에서 논고(論考)한 바 있으므로 제

외하고 표몰(漂沒)이나 소신(燒燼)된 민호(民戶)에 관한 기록도 제외하면서 중요사항만 

적기(摘記)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관직서용(官職敍用)도 제외하 다.

고종(高宗)3年度의 흥역보(興役譜)

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1 1月3日 석왕사(釋王寺) 성첩수즙(城堞修葺)(공명첩3백장하송(空名帖3百張下送))

2 2月6日 종묘(宗廟)第17室에 제부(躋附)하다.

3 2月19日 고령진(高嶺鎭) 궤결방축(潰缺防築) 300尺을 개축(改築)

4 2月22日 회녕(會寧), 경흥(慶興)의 개시관(開市館) 완필(完畢)

5 7月18日 대동강(大洞江) 한사정(閑似亭) 아래 「제너럴셔맨」號가 정박(錠泊)하다.

6 7月19日 대동강(大洞江) 황강정(黃江亭) 앞에 「셔맨」號 정박

7 8月9日 강진현청산도(康津縣靑山島)에 설진(設鎭)하다.

8 9月7日
장 전(長寧殿)의 숙종․ 조어진(肅宗․英祖御眞)을 강화성서문(江華城西門)밖 백련사
(白蓮寺)에 권봉(權奉)하다.

9 9月8日
프랑스 함대(艦隊) 해병(海兵)을 강화(江華)에 상륙(上陸) 성내 장녕전․관아(城內長寧
殿․官衙)들에 방화(放火) 강화 보수(江華 留守), 숙종 조어진(肅宗 英祖御眞)을 백련사
(白蓮寺)에서 인화보진사(寅火堡鎭寺)에 옮김

10 9月12日 프랑스軍, 강화광성진(江華廣城津) 화약고(火藥庫)에 충화(衝火)

11 9月18日 프랑스軍 문수산성내(文殊山城內) 공해(公廨)와 민가(民家)에 방화

12 9月21日
프랑스軍, 강화의 어 창사(御營倉舍), 왕, 강포안(江浦岸)의 민호(民戶), 용진부 화약고(龍
津府 火藥庫), 또 진사 성문(鎭舍 城門)등에 충화(衝火)

13 10月1日 프랑스軍, 전등사(傳燈寺) 승도살상(僧徒殺傷), 기혈파훼(氣血破毁)

14 10月4日 프랑스軍, 강화성남문내(江華城南門內) 많은 사가(私家)를 분소(焚燒).

15 10月7日
강화(江華) 장녕전(長寧殿) 소신(燒燼), 남전(南殿)에 이안(移安)하 던 
숙종(肅宗), 조(英祖)의 어진(御眞)을 南殿에 그냥 보관하도록함.

16 12月20日
장보각(藏譜閣)의 실화로 어진(御眞)을 냉천정(冷泉亭)으로 의소묘(懿昭廟)를 선희궁(宣禧
宮)으로 이봉(移奉)

  이 해 10月8日에는 강화도(江華島)의 전란피해복구(戰亂被害復舊)를 위하여 건도감

2) 拙稿:景福宮의 再建公役․錦浪文化論叢 1981 年刊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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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建都監)을 현지에 설치하요 공해(公廨)․군기전선(軍器戰船)을 수리하게 하 다. 감

동당상(監董堂上)으로 이경순(李景純)․신관호(申觀浩)․이경하(李景夏)․이장렴(李章

濂)․정규응(鄭圭應)․양헌수(梁憲洙)를 차하(差下)하 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듬해 

1月25日에는 통진(通津)의 문수산성내(文殊山城內) 공해(公廨)와 성첩(城堞)․군기(軍

器)등을 수선하 고 그 비용으로 정부에서는 만냥(萬兩)을 하송(下送)하 다.

3.

  고종원年(高宗元年)에 37件의 사안(事案)이 있었고, 2年에는 50件인데 비하여 경복궁

(景福宮)․사가(私家)․관원서용(館員叙用)에 관한 상항을 제거한 3年의 件수(件數)는 

프랑스군과의 교전(交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쳐 16件이다. 경복궁역(景福宮役)에 집중

하기 위하여 국내(國內)의 다른 역사(役事)를 억제하 어 공역(工役)과 관계되는 일들이 

적었다. 이는 4年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었다.

  고종(高宗3年)의 인구(人口)는 한성부(漢城府)가 22,422口이었다. 이중에 남자가 

11,276口이고 여자가 11,146口이며 민호(民戶)는 3,414戶이다. 1戶에 상주(常住)하는 호

적(戶籍)에  등재(登載)된 인구(人口)는 6.5人 평균이다. 6.5人이 1가구(家口)로 한 집에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전체 민호(民戶)는 1,588,369戶로 고종(高宗)1年의 1,588,344戶보다 25戶 증가하

고 총인구 6,751,494口로 1年前의 6,754,875口보다 오히려 3,381口 줄어들었다.

  이런 규모의 인구수(人口數)로 미루어 件축행정(建築行政)이 어느 수준이었겠느냐가 

추정되겠는데 이 기간에 표몰(漂沒)하고 소신(燒燼)되는 사가(私家)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다른 기간에도 그랬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간에 문전(文典)에 기록될만한 건축물(建

築物)은 다 왕실(王室)과 관계되는 것들이어서 사가(私家)나 여타 건물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고종(高宗) 10年까지의 건축사안(建築事案)을 表에 기록해 본다.

고종(高宗)4∼10年 흥역보(興役譜)

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1
4年1月25日

     (1867)

통진(通津)의 문수산성(文殊山城)의 공해(公廨)․성첩군기수보(城堞軍器修補) 공비만량하

송(公費萬兩下送)

2 2月18日
순천진해우(順天鎭廨宇)를 건치(建置), 호조신주전중(戶曹新鑄錢中)에서 오천량 하송(五

千兩 下送)

3 3月22日
강릉관사 각청각고(江陵官舍 各廳各庫) 330여간(餘間), 민호(民戶)507戶가 소진(燒燼)되었

다.

4 5月7日 장단(長湍)의 고려 문종왕릉(高麗 文宗王陵)을 개수(改修).

5
어 청(御營廳)의 실화(失火)로 군기고(軍器庫) 15간(間) 소신(燒燼)됨(목면 갑주(木棉 甲

冑)등 110件 소실(燒失))

6

경복궁 건도감(景福宮營建都監)에서 공장(工匠)이 부족(不足)하므로 사역(私役)의 공장

(工匠)들을 일일이 포촉하여 부역시킴(한양성내 건축공사(漢陽城內 建築工事)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름)

7 6月19日
순천진 (順天鎭營) 복설(復設)후(後) 아사(衙舍)를 개축(改築)(전오천량반하(錢五千兩頒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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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8 7月4日
신축 문수산성첩(新築 文殊山城堞)이 수개월(數個月)만에 불완(不完)해짐. 감동인(監董人)

들 처벌(處罰).

9 8月22日 황해도(黃海道)의 철도진역(鐵道鎭役)이 완성됨.

10 9月2日
수성독수장(輸城獨守將)의 복역(復役)에 따라 1,500양지급(兩支給)하여 청사(廨舍)를 신축

(新築)함.

11 9月9日 용양 봉□정 행궁(龍驤 鳳□亭 行宮)에서 수조(水操)를 행(行)함.

12 9月10日 남한산성 온조왕 현절사 파례관 치사(南漢山城 溫祚王 顯節祠 波禮官 致祀)

13 9月19日 고려(高麗)의 제왕릉(諸王陵)을 수치(修治)하기 시작(始作)함.

14 11月3日
고려제왕릉수치완료(高麗諸王陵修治完了), 예조판서파견(禮曹判書派遣), 태조릉(太祖陵)에 

전작례(奠酌禮)

15
5년3月2日

(1868)
미조항진성첩 개수(彌助項鎭城堞 改修)

16 3月13日
왕. 화성행궁(華城行宮)에 재숙(齋宿)(건릉(健陵)․현륭원(顯隆園)․화녕전(華寧殿)에 치

제(致祭))

17 4月21日 獨逸人 汽船 「그레타」號로 上陸, 德山郡 官衙를 破碎

18 6月12日 녕전루수처번와공사(永寧殿漏水處飜瓦工事)

19 6月16日 목릉(穆陵)․혜릉(惠陵)․원릉(元陵)雨水頹廢處 改修

20 7月12日 어의본궁(於義本宮)을 계조당지(繼照堂址)에 이건(移建)하고 기적비(記蹟碑) 세움

21 8月3日 中外의 미사액서원(未賜額書院)은 모두 철훼(撤毁)

22 8月28日 화릉개수(和陵改修)

23 9月7日 營建都監에 命하여 경사각성문(京師各城門)을 改修하도록함.

24 9月14日 마전(麻田) 숭의전개수(崇義殿改修)는 명춘(明春)에 실시(實施)하도록 함.

25 11月28日
이해는 檀君이 立君한 舊甲이 되고 숭령전정아(崇靈殿正衙)가 告成되니 道臣을 보내어 

行祭함

26
6년3月16日

(1869)
흥인지문역성(興仁之門役成), 우우성량 증축(右右城量 增築) 별설수문(別設水門)

27 5月4日 奉化縣 濬源閣․史閣改修(前正 李敎禹 責任)

28 6月11日
文廟改修役, 8月前에 끝내도록 下命(宣惠廳甲冑代錢 2,000兩, 冊本2,000斤 

白礬1,000斤을 經費條로 營建都監이 下送)

29 6月30日 營建都監에게 健元陵丁字閣․碑閣改建을 明春에 施行하도록 下命.

30 9月4日 새벽에 市廛에 불이 나서 鐘閣延燒 改建卽行하도록 下命.

31 9月31日
문묘수리역성(文廟修理役成), 왕 문묘(文廟)에 전배(展拜) 비천당(丕闡堂)에서 응제시(應

製試) 설행(設行)

32
7년1月2日

(1870)

인빈김씨․ 빈김씨․화빈윤씨 사우(仁嬪金氏․寧嬪金氏․和嬪尹氏 祠宇)는 경복궁내별

묘(景福宮內別廟)에. 희빈장씨․정빈이씨․의빈성씨 사우(禧嬪張氏․靖嬪李氏․宜嬪成氏 

祠宇)는 육상궁내 별묘(毓祥宮內 別廟)에 합봉(合奉)하고 문효세자 사우(文孝世子 祠宇)

는 의소묘내(懿昭廟內)에 이봉(移奉)

33 5月26日 수인성 필축(별장설치)(修仁城 畢築(別將設置))

34 7月18日

전통진부사 백락선(前通津府使 白樂善)을 해부(該府)에 정배(定配)하여 그가 전(前)에 책

임졌던 문수산성첩수축(文殊山城堞修築) 공해 건 군기비선(公廨 營建 軍器備善)이 불

완(不完)하므로 다시 거행(擧行)하게 하다.

35 8月25日
대원군 공덕리(大院君 孔德里)에 교장(郊庄)을 복정(卜定), 사방정계불과백보(四方定界不

過百步). 이후 이에 따라 보수(步數)를 정하도록 함.

36 9月5日 정아 중수시 궁문(正衙 重修時 宮門)에 대종(大鐘)을 달게하다.

37 9月6日 반가 구묘(班家 邱墓)의 보수(步數)를 정식(定式)에 의거 이정(釐正)함.

38
대구읍성수보(大邱邑城修補)하고 수성비(修城碑)를 세움. 읍성내 망경루(邑城內 望京樓)

등 건축(建築)

39
8년1月27日

(1871)
경흥읍(慶興邑) 이건(移建)(선혜청 갑주전 일만냥획하)(宣惠廳甲冑錢 一萬兩劃下)) 

40 3月10日 경상녕해부민 수백명(慶尙寧海府民 數百名), 관정(官庭)에 난입아사방화(攔入衙舍放火)

41 3月13日   통 (統營)의 치선고(治煽庫) 불에 탐(금년진상선자반감(今年進上扇子半減))

42 3月18日
  문묘종향인(文廟從享人) 이외의 서원(書院)은 철향(撤享), 1人에 대하여 누설(壘設)한 서  

  원(書院)은 하교(下敎)에 따라 철폐(撤廢)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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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43 3月20日

예조(禮曹)에서 전국(全國)에 존치(存置)할 서원 별단(書院 別單)을 아룀.
․해주 청성묘(백이숙제) ․ 경주 서악원(설총)  ․ 평산 태사사(신숭겸)

 (․海州 淸聖廟(伯夷叔齊) ․慶州 西岳院(薛聰) ․平山 太師祠(申崇謙))

․용인 충렬사(정몽주)   ․ 월 신절사(박팽년)․ 용인 심곡원(조광조)
(․龍仁 忠烈祠(鄭夢周)   ․ 寧越 新節祠(朴彭年)․ 龍仁 深谷院(趙光祖))

․백천 문헌원(이  이)   ․ 경주 옥산원(이언적)․ 현풍 도동원(김굉필)

(․白川 文憲院(李  珥)   ․ 慶州 玉山院(李彦迪)․ 玄風 道東院(金宏弼))
․장성 화산원(김린후)   ․순흥 소수원(안  유) ․고성 충렬사(이순신)

(․長城 花山院(金麟厚)   ․順興 紹修院(安  裕) ․固城 忠烈祠(李舜臣))

․과천 노강원(박태보)   ․광주 포충사(고경명) ․과천 사충사(김창집)
(․果川 鷺江院(朴泰輔)   ․光州 褒忠祠(高敬命) ․果川 四忠祠(金昌集))

․상주 흥암원(송준길)   ․여주 대로사(송시열) ․안주 충민사(남이흥)

(․尙州 興岩院(宋浚吉)   ․驪州 大老祠(宋時烈) ․安州 忠愍祠(南以興))
․금북 충렬사(홍명구)   ․평양 무열사(석  성) ․청주 표충사(이봉상)

(․金北 忠烈祠(洪命耈)   ․平壤 武烈祠(石  星) ․淸州 表忠祠(李鳳祥))

․포천 용연원(이덕형)   ․안동 병산원(유성룡) ․강화 충렬사(김상용)
(․抱川 龍淵院(李德馨)   ․安東 屛山院(柳成龍) ․江華 忠烈祠(金尙鎔))

․충주 충렬사(임경업)   ․ 원 수충사(휴  정) ․ 유 와룡사(제갈량)

(․忠州 忠烈祠(林慶業)   ․寧遠 酬忠祠(休  靜) ․永柔 臥龍祠(諸葛亮))
․태인 무성원(최치원)   ․선산 김오원(길  재) ․상주 백옥동 당(황희)

(․泰仁 武城院(崔致院)   ․善山 金烏院(吉  再) ․尙州 白玉洞影堂(黃喜))

․연산 둔암원(김장생)   ․함양 남계원(정여창) ․예안 도산원(이황)
(․連山 遯庵院(金長生)   ․咸陽 藍溪院(鄭汝昌) ․禮安 陶山院(李滉))

․장련 봉양원(박세채)   ․파주 파산원(성  혼) ․ 양 성덕봉원(오두인)

(․長連 鳳陽院(朴世采)   ․坡州 坡山院(成  渾) ․密陽 城德峰院(吳斗寅))
․김포 우저원(조  헌)   ․홍산 창렬사(윤  집) ․노성 노강원(윤황)

(․金浦 牛渚院(趙  憲)   ․鴻山 彰烈祠(尹  集) ․魯城 魯岡院(尹煌))

․거창 포충사(이술후)   ․철원 포충사(김응하) ․진주 창렬사(김천일)
(․居昌 褒忠祠(李述厚)   ․鐵原 褒忠祠(金應河) ․晋州 彰烈祠(金千鎰))

․고양 기공사(권  율)   ․북청 노덕원(이환복) ․광주 현절사(김상헌)

(․高陽 紀功祠(權  慄)   ․北靑 老德院(李桓福) ․光州 顯節祠(金尙憲))
․동래 충렬사(송상현)   ․정주 표절사(정  기)등 47개소

(․東萊 忠烈祠(宋象賢)   ․定州 表節祠(鄭  耆)등 47個所)

44 3月29日 무주(茂朱) 적상산성(赤裳山城) 선원각(璿源閣)․사각개수(史閣改修)

45 4月24日
강화(江華)에 미선래도(美船來到), 광성진(廣城鎭) 상하돈대(上下墩臺)를 점거. 

진사(鎭舍)와 화약고(火藥庫)를 방화(放火). 손돌성첩(孫乭城堞) 파훼(破毁)됨.

46 6月24日
정몽주(鄭夢周)의 용인(龍仁) 충렬서원(忠烈書院) 대신에 개성부(開城府) 숭양서원(崧陽書

院)을 존치(存置)시킴.

47 8月11日 고성(固城)을 이읍(移邑)

48 8月16日 서원철훼(書院撤毁)를 즉시 거행하지 않은 도백수신(道伯守臣) 중추(重推)

49 8月20日
진무 성첩(鎭撫營城堞) 창사(倉舍)를 건(營建)(선혜청소재전오만량획송(宣惠廳所在錢五

萬兩劃送))

50 11月12日 각궁방․반가(各宮房․班家)의 묘지(墓誌) 광점(廣占)을 엄금(嚴禁)시킴.

51
9년3月5,6日

(1872)

왕, 개성(開城) 문묘(文廟), 만월대(滿月臺), 태조현릉(太祖顯陵), 경덕궁목청전구기(慶德宮穆

淸殿舊基), 선죽교(善竹橋), 조어필비각봉심(英祖御筆碑閣奉審)

52   4月27日
신무문 개건(神武門 改建)을 사속준역(斯速竣役)케 하다.(선혜청전삼만량 호조(宣惠廳錢三萬

兩 戶曹) 및 병조전각일만량획송(兵曹錢各一萬兩劃送))

53   5月8日

봉원전 태조․원종신본어진(奉元殿 太祖․元宗新本御眞)과 선원전(璿源殿) 第1室 숙종어진

(肅宗御眞)을 배봉(陪奉), 희전(永禧殿)에 봉안(奉安), 장 전9長寧殿)에서 봉래(奉來)한 

숙종․ 조어진(肅宗․英祖御眞)을 선원전(璿源殿)에 이봉(移奉)

54   5月 통  세병관(統營 洗兵館)을 중수(重修)

55   6月7日 선혜청전 삼만량획송(宣惠廳錢 三萬兩劃送), 군기제조역소 준성(軍器製造役所 竣成)시킴.

56  12月4日 종(英宗)의 사우중건(祠宇重建)을 하명(下命)

57
10년2月10日

(1873)

(宣惠廳 別倉)에 화재(火災), 미곡수만포소신(米穀數萬包燒燼), 개건(改建)을 즉행(卽行)하도

록함(2月20日 내탕금(內帑金) 

일만량특하(一萬兩特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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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番號)

연월일

(年月日)
적 요(摘   要)

54   5月 통  세병관(統營 洗兵館)을 중수(重修)

55   6月7日 선혜청전 삼만량획송(宣惠廳錢 三萬兩劃送), 군기제조역소 준성(軍器製造役所 竣成)시킴.

56  12月4日 종(英宗)의 사우중건(祠宇重建)을 하명(下命)

57
10년2月10日

(1873)

(宣惠廳 別倉)에 화재(火災), 미곡수만포소신(米穀數萬包燒燼), 개건(改建)을 즉행(卽行)하도

록함(2月20日 내탕금(內帑金) 

일만량특하(一萬兩特下))

58   3月5日 병조(兵曹) 부족고사(不足庫舍) 10餘間 증축(增築)

59   4月15日 전주부(全州府) 만마각(萬馬閣)에 축성설아(築城設衙)함

60   4月21日 준천사(濬川司), 준천필역(濬川畢役)을 계(啓)

61   8月19日
건청궁조 역사(乾淸宮造營役事)가 10년간(年間)이나 계속되고 있음(5月10日 건청궁경시(乾

淸宮經始)의 역(役)이 사치(奢侈)가 지나치다는 상소가 있기도 하 음)

62   9月7日 개성성역(開城城役)(병조저비전(兵曹儲備錢) 5,000양획송(兩劃送) 성역비(城役費))

63  12月10日 기시(己時)에 경복궁(景福宮)에 대화(大火) 364간반연소(間半延燒)

64 王,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

65  12月11日 창덕궁(昌德宮) 수리(修理)를 하명(下命)

66  12月20日
왕,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왕비(王, 大王大妃, 王大妃, 大妃, 王妃)들과 함께 창덕궁(昌德

宮)에 이어(移御)

67  12月24日
건릉재실(健陵齋室) 개건(改建)은 헌종정유정식(憲宗丁酉定式)에 준(遵)하여 수원부(水原府)

가 거행(擧行)

  경복궁역(景福宮役)이 끝났으므로 사역(私役)이나 여타의 흥역(興役)이 활발해질 수 

있을 즈음에 양요(洋擾)가 자주 발발함에 따라 진수(鎭守)를 위한 군사시설(軍事施設)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군기(軍器)의 신조(新造)와 개선(改善)에 투자가 집중되어 건축(建

築)활동은 계속 억제된 상태로 지속된다.

  고종(高宗)은 외환(外患)을 고려하여 수원성(水原城)의 군조(軍操)와 남한산성(南漢山

城)의 점검에 스스로 나섰고 한강(漢江)에서의 수조(水操)도 주관하 다. 그런중에 한성

(漢城)의 각문개건(各問改建)과 수성첩(修城堞)이 진행되고 준천(濬川)의 대역(大役)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불행(不幸)이 뒷따라서 경복궁(景福宮)의 대화(大火)가 거듭되어 중

요전각의 재건역(再建役)이 계속되었고 종로(鐘路)의 발화(發火), 종각(鐘閣)의 연소(燃

燒) 또 지방(地方)에서는 수해(水害)와 발화(發火)로 사가(私家)들이 연소(延燒), 소신

(燒燼), 표몰(漂沒)되는 사태가 매년 일어났다.

 경제(經濟)의 질식적인 상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다 철종(哲宗)까지의 외

척(外戚)의 전횡(專橫)으로 타락된 서정(庶政)이 바로 잡히지 못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축조직, 건축사회, 건축산업등은 최저 수준을 유지하여 겨우 명맥만 

숨쉬고 있는 정도이었다.

5.

  고종(高宗) 1年부터 10년 까지는 대원군(大院君)의 섭정시대(攝政時代)로 전형적(典型

的)인 관습이 존중되던 시기이었다. 고종(高宗) 11年부터는 신진사류(新進士類)의 등장

으로 개화(開化)라는 물결이 도도하게 파급되어오는 격동기(激動期)에 돌입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판이한 양상이 벌어진다. 우선 20年까지의 공역(工役)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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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高宗)11年∼20年間의 흥역보(興役譜)

(■표는 서양식(西洋式) 건물(建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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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군란(壬午軍亂)을 계기로 청군주절(淸軍駐節)과 서양열국(西洋列國)의 공사(領

公使)들이 입경(入京)하여 주재(駐在)하기 시작하여 서양식주가(西洋式住家)들이 경

(京營)되고 시전(市廛)의 상역제도(商易制度)의 변화(變化)를 따라 상가(商賈)의 상가(商

街)들도 모습을 달리하게 되고 행정관직(行政官職), 군제(軍制)의 개편(改編), 중요직(重

要職)에 외국인(外國人) 고문(顧問)의 고용등에서 차츰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환(變

換)이 생기기 시작하여 개항(開港)한 부산(釜山)․원산(元山)․인천(仁川)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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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都城)에는 격류(激流)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되어 지금까지 역대(歷代) 차분하던 분

위기는 싹 가시고 말았다.

  20年 이후(以後)로는 그 흐름이 더욱 빨라져서 도성내외(都城內外)에 고층양옥(高層洋

屋)이 지어졌고 서양종교건축(西洋宗敎建築)의 신축(新築)도 있었다. 21年부터 32年까지

의 상황은 다음표와 같다.

6.

 고종(高宗)21年∼32年까지의 흥역보(興役譜)

(■표는 서양식(西洋式) 건축(建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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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高宗) 30年까지 그래도 재래(在來)의 건축물(建築物)이 주류(主流)를 이루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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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계(建築界)가 31年 이후(以後)로는 침체되면서 서양건축물(西洋建築物)이 더 많이 건

축(建築)된다.

  30年 2월경 부터 동학교도(東學敎徒)들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그 불만은 급기야 무

력충돌로 발전하여 지방에 확산된다. 건축계는 위축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중에 동학

란(東學亂)을 평정한다는 구실로 파병한 청(淸)․일(日)양군(兩軍)이 격돌하게 되면서 

조야(朝野)는 건축관계로 큰 힘을 쏟을 수 없었다. 30年 7月 11日에 박정양(朴定陽)을 

중건소(重建所)의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여 궁내건축(宮內建築)을 지속하 지만 

실록(實錄)에 기록될만한 대규모의 일은 못되었다.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일인(日人)들은 바싹 다가섰다. 장애

가 되는 왕비(王妃)를 시해하는 정도의 적극성이었다. 고종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행정

조직(行政組織)을 자기네식에 맞도록 개편하게 하 고 지방행정구역(地方行政區域)의 

개편, 군대조계(軍隊組繼)의 개혁등, 32년만해도 칙령(勅令)을 140여건(餘件)이나 반포

(頒布)하도록 하 다. 일병(日兵)의 내둔(來屯)이 많아지고 상가(商賈)들의 왕래(往來)가 

빈번해지고 전화(電話)의 가설(架設)등이 완성되면서 한성(漢城)을 비롯한 도시에 급속

도로 서양문물(西洋文物)이 전파되기에 이르 다. 열강주차공(列强駐箚公)․ 사관(領使

館)의 증가(增加)등으로 서양인(西洋人) 주가(住家)나 교회(敎會), 학교(學校)등의 신축

이 활발하여졌다. 국가에서도 육 (育英)에 필요한 집을 지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이 주류(主流)를 이루던 사회가 벽돌과 신식의 자재(資材)를 써

서 짓는 집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구성의 사회로 탈바꿈 하 다.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게 하고, 신식(新式)의 교육을 실시하며 반상(班常)의 신분계

급을 타파하는 혁신적 정책이 발효되는 중에 독립(獨立)된 나라라고 연호(年號)를 사용

하게 되고 국기를 제정하여 게양하게 된다. 건양(建陽) 1年부터는 그 추세로 더 개화(開

化)물결에 휩쓸린다.

  건양(建陽)1, 2年에 이어 광무연호(光武年號)를 사용하다가 11年으로 고종(高宗)은 양

위(讓位)하고 퇴거한다. 사실상의 종언(終焉)이 되겠다. 이 시기까지의 국내(國內) 중요

건축활동(重要建築活動)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表와 같게 된다. 그러나 살림집이나 지

방관아(地方官衙)의 소소한 것까지를 다 망라할 수는 없었다. 또 한성(漢城)의 시가지

(市街地)도 급변(急變)하 지만 그 내용(內容)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表는 

저절로 간추려지게 되었다.

 건양(建陽)1年∼광무(光武)11年間의 흥역보(興役譜)
(■표는 서양식(西洋式) 건물(建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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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建陽) 1年부터 한일합병시(韓日合倂時)까지의 사안(事案)이 이상(以上)과 같다. 

이중에는 건축역(建築役)에 직접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나 대체로 건축(建築)과 관계되

는 배경(背景)이 되거나 기반(基盤)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기간에도 상당한 건축활동

(建築活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눈에 뜨이게 개화(開化)물결을 타고 서구식(西歐式)의 

건물(建物)들이 전국(全國)에 지어지고 있음도 알게된다. 특히 1900년도(年度)로부터 

재교육(英才敎育)에 힘 에 따라 수많은 학교(學校)가 전국(全國)에 설립(設立)되었다. 

특히 사립학교(私立學校)의 발전이 활발하여서 융희(隆熙)3年 12月末 현재(現在) 사립학

교(私立學校)를 운 (運營)하고 후원(後援)하는 학회(學會)가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를 

비롯하여 흥사단(興士團)․돈의학회(敦義學會)․보인학회(輔仁學會)․법학협회(法學協

會)․서북학회(西北學會)․교남교육회(嶠南敎育會)․호남학회(湖南學會)․관동학회(關東

學會)․개성학회(開城學會)․회녕사민학회(會寧四民學會)․문화학회(文化學會)․평북야

소교학회(平北耶蘇敎學會)․대한중앙학회(大韓中央學會)․함남교육회(咸南敎育會)등 전

국(全國)에 망라되어 있었다.

  이 시기엔 종교건물(宗敎建物)의 신축(新築)도 적지 않았다. 천주(天主)․개신교(改新

敎)의 교회당(敎會堂)의 수(數)를 융희(隆熙)4年 7月 1日에 조사(調査)한바로는 전국(全

國)에 장로교회당(長老敎會堂)이 1,022개소(개소(個所)), 감리교회당(監理敎會堂)이 323

개소(個所), 천주교회당(天主敎會堂)이 47개소(個所), 가나다장로교회당(長老敎會堂)이 

46개소(個所) 국종고성교회(英國宗古聖敎會)가 41개소(個所)이었다.

  이 때의 전국(全國)의 호구(戶口)는 경기도(京畿道) 286,043戶 1,210,656人․충남(忠

南) 152,685戶 859,101人 ․충북(忠北) 120,771戶 528,954人 ․전남(全南) 301,551戶 

1,331,576人 ․전북(全北) 182,271戶 891,452人 ․경남(慶南) 288,881戶 1,350,712人 ․

경북(慶北) 321,928戶 1,517,627人 ․황해(黃海) 214,451戶 1,061,995人 ․강원(江原) 

142,010戶 677,024人 ․평남(平南) 187,272戶 883,294人 ․평북(平北) 172,151戶 

886,216人 ․함남(咸南) 146,466戶 729,993人 ․함북(咸北) 76,548戶 434,804人 합계(合

計) 2,633,028戶 12,363,404人으로 통칭(通稱) 2千萬동포(同胞)라 하 다. 광무(光武) 8

年 12月에 조사된 호구표(戶口表)에 나타난 호구수(戶口數) 1,374,969戶 5,629,487人에 

비하여 무려 2.5배(倍)에 달(達)하는 인구수(人口數)이다. 집의 수(數)도 배(倍)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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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外國人)들의 거류자(居留者)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집도 증가하는데 광무(光

武)9年 5月末 현재 일인(日人)들의 부산체류인구(釜山滯留人口)가 12,750人이나 되었다. 

이 수는 4월말(月末)보다 무려 234人이 증가한 수이다. 광무(光武)10년 5월말에 잠정집

계한 바로는 일인(日人)들의 거주실태가 경성(京城)에 2,469戶(9,007名), 용산(龍山)에 

282戶(1,210名). 등포(永登浦)에 144戶(681名), 개성(開城)에 162戶(650名), 수원(水原)

에 38戶(139戶), 평택(平澤)에 38戶(122名) 천안(天安)에 32戶(197戶), 대전(大田)에 192

戶(640名)이었다. 이들은 대략 관사(官舍)와 그 주변의 민가(民家)로 집단거주(集團居

住)하여서 한 고을에서는 이질적인 양상을 구성하 다. 그들은 자기들 고유한 목조(木

造)의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며 농가(農家)나 어부(漁夫)의 집이라 할지라도 초즙(草

葺)을 자기네식대로 하여서 일견(一見)하여 구분(區分)되는 집을 지었다. 오늘에 잔존

(殘存)하는 집들에서 그런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전대(前代)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건축양상(建築樣狀)이다.

8.

  고종(高宗)은 즉위(卽位)하고서부터 양위(讓位)하고나서 덕수궁(德壽宮)에 칩거하면서

까지 거의 평생(平生)을 공역(工役)과 더불어 산다. 1863년에 즉위(卽位)하자 곧 대원군

(大院君)이 주관하는 경복궁(景福宮) 중건(重建)의 대역사(大役事)에 직면한다. 이래로 

몇번이나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된 경복궁(景福宮)을 재건(再建)하 고 경운궁(慶運宮)에 

임어(臨御)하면서도 대소(大小)의 역사(役事)가 계속되어서 한일합병(韓日合倂)이 되던 

해 고종(高宗)은 덕수궁(德壽宮)에서 석조전(石造殿)의 준성(竣成)을 지켜보고 있었다.

  즉위초(卽位初)의 재래(在來)의 목조건축물공역(木造建築物工役)에서 비롯된 식견(識

見)이 망국(亡國)에 이르러 서양식(西洋式) 석조전(石造殿)을 보게됨은 고종(高宗)의 파

란 많은 생애와 같은 변환(變換)과 진배없는 변이(變移)이었다. 역대(歷代)의 다른 임금

님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울기 시작한 국운(國運)에 따라 고종(高宗)은 두 눈을 말똥하게 뜬 채 경복궁(景福

宮)의 전각(殿閣)들이 훼철(毁撤)되고 공개(公開)되는 기막힌 꼴도 보게 되고 창경궁(昌

慶宮)이 식물원(植物菀)․동물원(動物苑)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상태도 지켜보는 격이 되

었다.

  고종원년(高宗元年)(1864)에는 37件의 중요공역(重要工役)에 관계되는 사안(事案)이 

있었다. 2年에는 50件에 이르 고 3년에는 16件의 사件이 있었는데 프랑스군(軍)의 강

화도침입(江華島侵入)으로 야기된 사태로 인하여 다른 공역(工役)에는 미처 손이 미치

지 못한 시기이었다. 고종4년에 14件 5년에 11件. 6년에 6件 7년에 7件. 8년에 12件의 

사안이 벌어졌는데 이 해에는 사액서원(賜額書院)이 아닌 件물들을 훼철(毁撤)하는 일

이 강행되어서 전국(全國)에서 수많은 집들이 헐리었다. 오늘에 유지(遺址)를 남기고 있

는 서원(書院)․사묘지(祠廟址)가 이 때에 훼철(毁撤)되었던 것이다. 그중의 한 에피소

드가 있다. 안동군(安東君)의 세덕사(世德祠)는 깊은 산곡간(山谷間)에 있는데 훼철(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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撤)당해야할 운명에 있었다. 집행(執行)하는 관리(官吏)들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 

부러뜨려 무너지게 하려다가 어쩐 셈인지 도끼자국만 남긴채 물러갔다. 이 도끼자국을 

남긴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역사흔(歷史痕)의 한 유증(遺證)으로 경북도(慶北道)에

서는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보존하고 있다.

  고종(高宗) 9년에는 6件의 일이 있었고 10년에는 10件의 사업이 있었다. 11년에는 15

件의 일이 있었는데 대원군(大院君)이 훼철하 던 만동묘(萬東廟)가 대원군(大院君)의 

퇴조(退朝)와 함께 재件(再建)되는 사단(事端)이 있었다. 고종12년에는 14件이 있었다. 

불탄 경복궁(景福宮)의 재件(再建)이 공역(工役)의 중심이 되었다. 13년에는 8件, 11月 

4日에 경복궁 830여간(餘間)이 불에 타는 불행이 일어났다. 4月 1日에 겨우 중件(重建)

되었던 전각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14년에 고종은 창덕궁(昌德宮)으

로 옮겨간다. 불탄 경복궁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해에는 모두 4件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빠진다.

  15년에도 불행이 계속되어 안으로 육상궁(毓祥宮)이 불에 타고 밖에서는 件봉사(乾鳳

寺)․신계사(神溪寺)와 같은 중요사찰이 불탄다. 11件의 없어지고 새로 일어나는 사件이 

있었다. 16년에는 24件의 일이 있었다. 일본세(日本勢)가 현저하게 진출하여 부산(釜山)

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년에는 함녕전(咸寧殿)경운궁(慶運宮)에 불이 난 일 이외는 별로 공역(工役)과 직결

된 기록이 없다. 4件이 수록되었다. 19년에는 13件의 사단(事端)이 있었는데 주로 외국

(外國)과의 관계되는 일들이었다. 또 대원군(大院君)이 고을마다 심게 하 던 척사비(斥

邪碑)가 모두 철거하라는 명령에 따라 제거되었다. 20년에 14件이 수록될만 하 는데 국

기(國旗)의 제정(制定)도 있었다.

  21년은 1885년에 해당되는바 18件에 일이 있었는데 인천부두件설 계기국 정초 병

신축 일본 사관(仁川埠頭建設 機械局 定礎 兵營新築 日本領事館)(서울, 부산(釜山)), 인

천(仁川)에 세창양행(世昌洋行)이 준공되는데 서양식(西洋式) 건축물(建築物)의 경 이 

7, 8件에 이르는 다수(多數)를 점유(占有)하 다. 20年 이전(以前)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수로 늘어난 것이다.

  22년에는 17件의 일이 있었다. 23년에는 9件, 학교(學校)의 설립(設立)이 시작되고 있

었다. 24년엔 12件, 전선(電線)이 가설(架設)됨에 따라 전보국(電報局) 건물(建物)들이 

곳곳에 마련되고 교회당(敎會堂)의 건물들이 차츰 자태를 들어내기 시작하 다. 종로(鐘

路)에 큰 불이 나서 각전(各廛)이 거의 소신되다시피 하 다.

  고종25년에는 14件, 경복궁(景福宮)의 재건역(再建役)이 위주가 된 해이다. 26년엔 6

件, 군사시설(軍事施設)과 연관된 일이 위주이었다. 27년에 13件인데 능(陵)과 지방관아

(地方官衙), 서양건축물(西洋建築物)에 관계된 기록들이다. 28년에 10件의 특기사항중 

현대식 제지공장, 전선가설(電線架設), 제약소(製藥所)의 설치등이 포함되고 중건소(重

建所)의 활약이 눈에 뜨이었다. 주목할만한 일은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 동명왕묘

(東明王墓)를 능(陵)으로 높여 봉(封)한 사실이다. 이는 단군(檀君) 기자(箕子)와 신라왕

릉(新羅王陵), 고려왕릉(高麗王陵)에 주목(注目)하여 수개(修改)하고 치제(致祭)하는 유

교적(儒敎的)인 발상(發想)에서 기인(起因)된 일로 느껴진다. 이 해에도 궁내(宮內)에선 

실화사건(失火事件)이 있었다.

  29년에 6件, 전원국(典園局)과 용산신학대학(龍山神學大學)의 서양식(西洋式) 벽돌건

물이 세워졌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첩(城堞)이 수리되고 궁내(宮內)에서는 또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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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失火事件)이 있었다. 30년에 12件, 동명왕릉(東明王陵)으로 봉(封)한 후속조치로 

숭인전(崇仁殿)을 두었다. 숭인전(崇仁殿)은 지금도 유존(遺存)되어 오는 건물(建物)이

다. 31년에 23件, 이중에는 동학도(東學徒)와의 접전(接戰)으로 소실(燒失)되거나 파괴

된 지방관아(地方官衙)의 피해상황(被害狀況)이 수록되어 있고 관제개혁(官制改革)등으

로 건축(建築)의 주무부서(主務部署)가 변동되는 사항이 위주가 되었다. 32년은 21件이 

기록되었다. 국내외(國內外)의 사정이 극도로 분망하여 왕실(王室)엔 일(寧日)이 없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급변하는 정세에 휘몰려 있었다. 동학도(東學徒)의 습격과 관군(官

軍)의 방어로 지방(地方)의 공청(公廳)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청일전쟁(淸日戰爭)에 승

리한 일인(日人)들의 도도한 자세가 시정(市町)에도 넘쳐 흘 다. 고종(高宗)은 황제(皇

帝)로의 등극(登極)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에 수반된 건축물이 원구단(園丘壇)이다. 또 

학교설립(學校設立)이 장려되어서 곳곳에 재(英材)를 키우기 위한 공사립(公私立)의 

학교들이 세워졌다.

  고종(高宗)32년까지의 사업(事業)이 도합(都合) 452件이었다. 이중에서는 단연 왕실

(王室)과 관계된 궁실건축물(宮室建築物)의 비중이 으뜸이었으나 서양식(西洋式) 건물

(建物)이 차지하는 수(數)도 적지 않다. 또 피재(被災)된 사건(事件)도 많았다.

  이들만의 자료(資料)로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건축행정(建築行政)이나 건축

경제(建築經濟) 또는 건축사회(建築社會)의 구성(構成)까지를 살필 수는 없다. 그러나 

흐르는 기간동안 부침(浮沈)되는 사안(事案)에서 건축사(建築史)의 변이(變移)를 깨닫게 

되는 것이어서 건축사회(建築社會)가 치루고 있는 수용(受用)과 융화(融化)를 읽을 수는 

있다.

  고종(高宗)32年에는 벌써 망국(亡國)의 시류(時流)가 암담하게 흐르고 있었다. 고종

(高宗)의 황제등극(皇帝登極)은 도미(悼尾)의 크라이막스일 뿐이었다. 건양(建陽)1年부

터의 건축활동(建築活動)에서도 그 점을 엿볼 수 있다.

  건양(建陽1年)에 23件의 일이 있었다. 민비(閔妃)의 살해(殺害)로 산릉역(山陵役)이 

일어났고 열강제국(列强諸國) 외교사절(外交使節)과 상가(商賈)들의 주답(駐剳)으로 서

양식(西洋式)의 건물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이런 중에 경운궁(慶運

宮)의 중건(重建)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면서 계속되다가 이해에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공역(工役)은 다시 시작된다. 독립문(獨立門)이 기공(起工)된 일도 특기할 만한 이 해의 

일이었다.

  건양(建陽)2年은 광무(光武)의 원年(元年)인데 58件의 사안(事案)이 있었다. 광무(光

武)2年에는 30件, 광무(光武)3年엔 46件, 4年엔 48件, 5年엔 26件, 6年엔 50件, 7年엔 23

件, 8年에는 22件, 9年에 41件, 10年에 65件, 11年은 고종(高宗)이 순종(純宗)에게 양위

(讓位)하여 융희원年(隆熙元年)이 되기도 한다. 이 해에는 43件, 융희(隆熙)2年에 33件, 

3年에 41件, 4年에 48件이 채록되었다. 件양(建陽)1年에서 한일합병(韓日合倂)되기까지

의 사안(事案)이 도합 597件이다. 고종(高宗)32年까지의 452件과 합치면 이 기간에 

1,049件의 일이 있었는데 件양(建陽)1年 이후(以後)의 일이 그 전의 32年間 건축상황(建

築狀況)보다 월등히 양적(量的)으로 증가하 다.

  건양(建陽)1年 이후(以後)로는 서양식건축(西洋式建築)의 활동(活動)이 더욱 활발하여

서 철도부설(鐵道敷設)에 따른 역사(驛舍)의 신건(新建)만 하여도 적지 않았을 터이며 

학교(學校)의 설립(設立)에 따른 신교사(新校舍)의 건축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정되

나 일일이 그 건물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이 기간에 이르러서는 건축활동(建

156



築活動)이 궁실중심(宮室中心)이 아닌 민간(民間)에 의하여 주도되기 시작한다. 물론 열

국(列國)의 공사(公使)들의 힘찬 뒷바라지를 받은 일이겠지만 왕실(王室)의 기획(企劃)

이나 의지(意志)와는 관계되지 않는 선(線)에서 집이 지어졌고 양상이 바뀌어 갔다. 이

런 흐름은 전대(前代)에서는 보기 힘든 사항이었다.

  건양(建陽)2年에 본격적인 호구조사(戶口調査)를 실시한다. 집이 몇채나 되고 그 집이 

와가(瓦家)인지 초가(草家)인지 하는 구분(區分)을 두고 조사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고 보인다. 3月 16日字 독립신문에는 조사된 내용이 한성부(漢城府)에 한하여 수록되어 

있는데 오서내(五署內)의 가옥총수(家屋總數)가 45,393戶이었다고 하 다. 그중에 공가

(空家)가 113戶나 있다는 사실과 사찰(寺刹) 15개소(個所)가 있었음도 주목(注目)되는데 

조사된 집의 형태는 와가(瓦家)․초가(草家)․반와반초가(半瓦半草家)의 세가지이었다.

  이 시기 외국인(外國人)들의 내류상황(來留狀況)은 원산항(元山港)에 일인가옥(日人家

屋) 357戶, 구미인(歐美人) 가옥(家屋) 22戶이고 인천항(仁川港)에 일인가옥(日人家屋) 

770戶, 구미(歐美)․청국인(淸國人) 가옥(家屋)이 848戶이며 한성내(漢城內)에는 불란서

人 집이 7戶, 독일人 집이 7戶, 미국인들의 집 40戶, 국사람집 41戶, 청국인가(淸國人

家) 110戶, 일인가옥(日人家屋) 622戶로 합계 2,764戶에 달하 다. 목조(木造)와 적련와

조(赤煉瓦造)의 단층(單層)과 2層의 집들이었다.

  서양식건물(西洋式建物)의 보급(普及)은 마침내 궁실(宮室)에도 파급되어 경운궁(慶運

宮)(덕수궁(德壽宮))에는 적련와조(赤煉瓦造)의 병 (兵營)을 비롯하여 정관헌(靜觀

軒)․돈덕전(焞德殿)․중명전(重明殿)․구성헌(九成軒)․석조전(石造殿)과 같은 서양식

(西洋式) 대규모 건물이 경 되기에 이르 고 상수도(上水道)․전기(電氣)의 시설과 어

용(御用)의 열차(列車)와 자동차(自動車)를 소유하게 된다. 개화지향(開化指向)의 시류

(時流)에 따라 일인(日人)들의 강권에 쫓아 그런 흐름은 더욱 격량을 이루다가 드디어 

합병(合倂)의 비운(悲運)에 당도하고 말았다.

  1864∼1910년까지는 우리나라 고전건축사상(古典建築史上)에서 최근세(最近世)에 해

당하는 말기적(末期的)인 시대에 상응한다. 이 시기의 건축사(建築史)의 이해(理解)는 

그 전대(前代)의 건축사회(建築社會)가 어떠하 느냐를 살피는데 하나의 거울이 될만하

다. 이 소고(小考)는 그런 의미에서 집필(執筆)되었다. 이 기간의 건축활동 전부를 수록

할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나 좀더 많은 자료의 수록이 있어야 하 다는 생각이 

지금의 느낌이다. 앞으로 계속되는 탐색에서 보완(補完)되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第4期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 직후(直後)로부터 

1863年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건축활동(建築活動)을 점고(點考)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일에 착수(着手)하고 있다. 동학(同學)여러분의 편달이 있어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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