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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근대기에 진행된 관아시설의 쇠퇴에 관한 연구이다.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쇠퇴의 핵심요인으로서 훼철과 전용에 관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쇠퇴 요인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쇠퇴 양상의 일면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은 훼철毁撤, 폐지廢止, 전용轉用, 재해災害의 4가지로 구분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의 철거를 가리키며, 폐지는 

관아시설의 쇠락과 운영의 중지를 의미한다. 전용은 공공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그리고 재해는 태풍이나 화재에 의

한 피해를 가리킨다. 이 중 훼철과 전용이 지방관아의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관아시설의 멸실에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던 훼철

에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행정과 통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신축新築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

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해 관아시설이 훼철된 여러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관아시설의 전용은 교육, 행정, 금융, 치안시설로 구분되는데, 객사와 동헌은 각각 교육과 행정시설로, 부속시설은 금융과 

치안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일부 관아시설은 주택이나 병원과 같은 특징적 시설로도 이용되었다. 전용과정에서는 

관아시설의 내·외부에 걸쳐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아시설은 전통적인 양식을 잃어가며 점차 쇠락하였다. 관아시설

의 쇠퇴는 시기적으로 19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아시설의 대부분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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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아官衙는 관원官員들이 모여 나랏일을 다스리기 위

해 지어진 일련의 건물을 가리키며,1 공서公署, 공해公廨, 관

서官署 등으로 불린다. 조선시대의 관아는 일반적으로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구분된다. 그 중 조선

시대의 지방관아는 전국에 걸쳐 약 102개소가 설치되었다

고 전해지는데, 읍치邑治의 중심에 자리하여 정치, 사회, 행

정, 경제와 관련된 통치체제를 완비함으로써 한 도시의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관아의 대부

분이 멸실滅失되었거나, 일부 시설만이 남아있을 뿐 지방통

치기구로서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한편, 2007년 7월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

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방관아 6개소

를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였다.2 그 목적은 현재 대부분 사라

진 조선시대 관아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중요시설인 객사客舍와 동헌東軒, 내아內衙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조선시대 옛 고을의 전형적 경관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관아가 우선 선정되었다. 이러한 관

아에 대해서는 ‘관아 복원·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시작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중적 관심과 학술적 중요성은 한

층 높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처에 산재

하였던 지방관아 중 현존하고 있는 일부만이 지정되었다는 

점은 지방관아의 쇠퇴3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

선후기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온 지방관아의 쇠퇴

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학교나 

관청으로 사용되면서 사라졌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이미 통감부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조

선조 지방의 성곽과 더불어 통치기구였던 각 지역의 감영 

등 전통 관아에 대한 훼철을 본격화했다. 지방감영 등에 대

한 일제의 조직적 파괴는 경상도와 더불어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4 훼철되어 멸실된 

지방감영에 관한 연구적 논의는 지방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강원감영, 경상감영, 충청감

영 등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전라감영

의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규명하

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전라감영의 조직, 

시대적 변화, 건물 구성, 선화당의 위치에 관한 연구 성과로 

귀결되었다.5

특히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전라감영의 변천이

나 쇠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기도 하

였다.6 이에 반해 189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만

을 관할하게 된 전라감영과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측면에

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기타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논

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적 시도와 성과는 전

라감영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결부되어 근대기 전라북

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포괄적으

로 축적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감영을 제외하면 

사적으로 지정된 전국의 지방관아 5개소 중 2개소가 전라

북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창객사, 태인동헌, 흥

성동헌, 여산동헌 등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관아건축이 

1   대한건축사협회, 1992, 「한국전통건축 제1輯 관아건축」, 신정문화사, p.7.

2   홍산현 관아, 나주목 관아와 향교, 거제현 관아,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제주목 관아, 김제군 관아와 향교.

3   쇠퇴衰頹 :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전보다 못함.

4   임경희, 2011,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원형 왜곡 -경상감영과 대구부 관아의 사례-」 『담론 201』 Vol.14, No.2, pp.54~55.

5   전라감영에 관한 연구로는 이동희(2003)의 연구(이동희, 2003, 「고지도로 본 조선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전북사학』 Vol.26)와 홍승재(2007)의 연구(홍승

재, 2007, 「전라감영 복원의 기본 관점과 방향」 『건축역사연구』, Vol.16 No.5)가 대표적이다. 또한 홍승재는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에 관해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도출하였다(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전라감영연구」 『전주학총서』 14, 도서출판 선명).

6   전주역사박물관·전주시, 2011, 「전라감영 선화당의 위치」 『전주학총서21』, 홍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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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전라북도가 관아건축의 연구

에 중요한 지리적, 공간적 대상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표 1.  연구의 대상

관아 현 행정구역 현존시설 비고

금구현 김제시 금구면 - -

김제군 김제시 동헌·내아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무장현 고창군 무장면 객사·동헌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부안현 부안군 - -

순창현 순창군 객사
전북유형문화재

제48호(순창객사)

옥구현 군산시 옥구읍 - -

용담현 진안군 용담면 - -

용안현 익산시 용안면 - -

운봉현 남원시 운봉읍 - -

익산군 익산시 - -

임실현 임실군 - -

임피현 군산시 임피면 - -

장수현 장수군 - -

정읍현 정읍시 - -

진안현 진안군 - -

흥덕현 고창군 흥덕면 동헌
전북유형문화재

제77호(흥성동헌)

이에 본 연구는 전라감영을 제외한 기타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쇠퇴에 관련된 실증적 자료의 확보가 가능했던 

군현郡縣 단위의 관아시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세부

적으로는 16개소의 지방관아로서, 금구현金溝縣, 김제군金堤

郡, 무장현茂長縣, 부안현扶安縣, 순창현順昌縣, 옥구현沃溝縣, 

용담현龍潭縣, 용안현龍安縣, 운봉현雲峯縣, 익산군益山郡, 임

실현任實縣, 임피현臨陂縣, 장수현長水縣, 정읍현井邑縣, 진안

현鎭安縣, 흥덕현興德縣 7의 관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

다(표 1). 이를 토대로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학술적 자

료가 부분적으로나마 축적되는 한편 근대기의 향토사 및 

도시발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양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군현단위에 자리한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로서, 쇠퇴의 요인과 전개 양상, 시기 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김제군지金提郡誌(1918)』, 『전선원무장읍지全鮮元

茂長邑誌(1923)』, 『부풍승람扶風勝覽(1932)』, 『순창군지淳昌郡

誌(1957)』, 『옥구군지沃溝郡誌(1963)』 등 근·현대기에 발행된 

읍지邑誌를 토대로 지방관아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검토하

였다. 이 무렵 발행된 읍지는 관우館宇, 공해公廨, 공서公署라

는 조항 속에 관아시설에 대한 연혁이나 개황, 기능 등을 기

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의 지방관아에 대한 역

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관보官報와 신문을 토대로 

지방관아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발간

한 관보에는 학교, 군청, 우편소 등 지방관아의 전용에 관련

된 여러 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아시

설의 실상이나 변화상이 부분적으로나마 기사화된 신문은 

지방관아의 쇠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다.

셋째, 『全羅北道案內(1914)』, 『全北の名勝竝古蹟(1920

년대 후반)』 등 근대기에 발행된 책자속의 사진자료를 검토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관아의 모든 시설을 확인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군청이나 학교와 같이 주요 공공시설

로 전용된 관아시설의 당시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전한

다. 이와 함께 해방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도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되었다.

7   군현의 명칭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지방도인 1872년 지방지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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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근대기는 구체적인 기

간의 한정에 많은 이견이 있다. 그 중 우리나라의 역사과

정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863년부터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를 근대기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1900년

대 초반부터 1945년까지의 근대기를 다루고 있으나, 근대기

의 연속선상에서 한국전쟁 발발 시점(1950)까지를 포함하

였다. 이 무렵에서도 관아시설의 쇠퇴와 관련된 중요한 사

실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의 동향

그동안 지방관아에 관한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많

은 성과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관련 사료史料

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관아의 입지와 배치구성, 건축

양식과 특성 등에 관한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지방관아의 변천상을 고찰하고, 쇠퇴와 전용 

등에 대한 요인을 부분적으로 파악한 연구도 몇 차례 선행

되었다.

먼저, 김득수 외(2007)는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

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 소도시였던 

예산이 근대도시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공

간구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 관아시설에 대해

서는 동헌東軒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공립보통학교가 신축

되는 등 일제에 의해 기존 조선의 관청시설들이 철거되었

음을 부분적으로 밝혔다.8

임경희(2011)는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원형의 왜곡에 

관한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해방, 근대화 과정을 거쳐 현재

에 이르기까지 경상감영慶尙監營과 대구부大邱府 관아의 변

형과 왜곡에 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의 통감부

시기에 각 지역의 관아에 대한 훼철이 본격화되었음을 견

지하면서, 변형과 원형왜곡의 양상, 원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관아에 대한 보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지방유형문화재들의 보존관

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 차원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

함을 피력하였다.9

김현구(2012)는 조선후기 통제영統制營의 공해公廨 구

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후기 3세기 간의 통제영의 

공해 변천상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폐영廢營 무렵(1895) 

주요 관아시설들이 행정개편에 따라 전용轉用 또는 변용變

容되는 와중에 무상임대나 매각, 증축 등이 행해지면서 급

속하게 훼철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1920년대 이후의 

시가지 택지조성이나 도로 축조, 매립 사업 등에 의해 잔존 

관아시설의 해체가 촉진되었다는 점을 밝혔다.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한 

지방관아의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통감부11 시기와 해방 이

후의 군현단위 지방관아를 다룬 연구는 미미하고, 공간적

으로 전라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감부 시기와 해방 이후의 근대

기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군현단위 지방관아를 다루었다

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고찰

1. 읍지를 통해 본 쇠퇴의 요인

지방읍치의 주요 시설로서 서원이나 항교는 각각 서원

지書院誌나 향교지鄕校誌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많

다. 그리고 그것에는 역대의 변천이나 내력이 비교적 소상

8   김득수 외, 2007,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1910~30년대 충청남도 예산의 도시공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Vol.8, No.3.

9   임경희, 2011, 앞의 논문.

10   김현구, 2012, 「조선후기 統制營의 公廨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Vol.83.

11   통감부統監府는 조선총독부가 설립되기 전인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완전 병합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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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록된다. 이에 반해 지방관아의 그러한 실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 동헌이나 객사, 관영 누정에 대한 기문만이 부

분적으로 전해질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현대기에 간행

된 읍지는 지방관아에 대한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직

접적으로 전하는 사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관아시설

의 쇠퇴요인을 확인하고,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

다.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읍지에는 해당 관아시설의 내

력이나 간행 당시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의 군현읍지를 살펴보면, 관아

시설의 쇠퇴요인은 크게 4가지로 귀결된다.12 훼철毁撤, 폐

지廢止, 전용轉用, 재해災害가 바로 그것이다(표 2).

훼철은 말 그대로 관아시설의 철거를 가리킨다. 읍지

에서는 훼毁라는 용례가 자주 사용되며, 훼철毁撤, 훼폐毁廢, 

훼철毁掇이라는 쓰임도 일부 나타난다. 부안현의 객사와 아

사(동헌)13, 임실현의 동헌, 익산군의 객사와 부속시설들이 

대표적이다. 훼철은 고의성 또는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지방관아의 쇠퇴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

였다. 관아시설의 훼철이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훼철 작업은 대부분 일제

의 주도에 따른 결과임이 자명하다. 이에 대해 임경희(2011)

는 지역통치기구에 대한 일제의 이런 훼철 작업이 궁궐, 성

곽과 함께 조선의 정치적 상징인 지방관아시설을 파괴함으

로써 일본에 대한 저항심을 제압시키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

다.14 다만 관아시설의 훼철이 오로지 일제에 의한 조치만

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보통학교

普通學校15로 활용되던 운봉현의 객사는 지역 유지有志의 기

부와 주선으로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훼철된 대표

적 시설이기 때문이다.16

12   관아시설의 쇠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 본 읍지는 『김제군지金堤郡誌(1918·1956)』, 『무장여지신람茂長輿地新覽(1922)』, 『부안읍지扶安邑誌(1931)』, 『부풍

승람扶風勝覽(1932)』, 『순창군지淳昌郡誌(1957)』, 『옥구군지沃溝郡誌(1963)』, 『운성지雲城誌(1923·1958)』, 『임실군지任實郡誌(1924)』, 『임피읍지臨陂邑誌(1921)』, 

『장수지長水誌(1928)』, 『전선원무장읍지全鮮元茂長邑誌(1923)』, 『진안군지鎭安郡誌(1925)』, 『흥성지興城誌(1962)』 등이다.

13   읍지에서는 동헌이 아사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14   임경희, 2011, 앞의 논문, p.55.

15   보통학교는 1906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따라 설치된 초등교육기관이다.

16   동아일보, 1925년 11월 2일, 「雲峰公普新築 有志熱誠으로」.

표 2.  읍지를 통해 확인되는 관아시설의 쇠퇴요인

관아 세부시설 쇠퇴요인

금구현
객사 전용

동헌 재해 (소실)

김제군
객사 폐지

향사당·작청·형방청 전용

무장현
객사 폐지 후 전용

향사당·연청·훈련청 등 폐지

부안현

객사·동헌 훼철

작청·형방청 폐지

장청 재해

현사청 전용

순창현

객사·향청 전용

동헌 전용 후 훼철

이방청 전용 후 재해

옥구현

객사 전용

동헌·향청 폐지

내아 재해 (태풍)

용담현 객사·내아 전용

용안현
객사 폐지

동헌·이호청·형방청·통인청 전용

운봉현

객사 전용 후 훼철

내아·동헌·지구청·장청 전용

좌소헌·향사당·통인청 등 훼철

임실현

객관·연리청 등 전용

동헌 훼철

훈련청 전용 후 훼철

향사당·보민당·토사청 등 폐지

임피현 객사·동헌·향사당·군관청 등 전용

장수현

객사·동헌·훈련청·장청·내아 등 전용

향사당·현사 폐지

작청 재해 (소실)

진안현

객사 전용 후 훼철

향사당 훼철

동헌 재해 (소실)

훈련청 전용

흥덕현 객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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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특정 요인이나 상황에 의해 관아시설이 쇠락

하였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폐가

廢家, 폐허廢墟, 폐교廢校와 동일한 맥락이다. 읍지에서는 주

로 폐廢17라는 용례로 나타나는데, 폐지된 이후 훼철되었을 

경우에는 폐훼廢毁라고 쓰기도 한다. 엄밀하게 폐지가 관아

시설의 멸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동일한 읍지에서도 멸실

된 상태를 가리키는 ‘無’와 폐지를 가리키는 ‘廢’가 구분되

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폐지된 관아시설은 기능적 효용성

을 잃고, 외형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

태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채 대부분 멸실되어 종적蹤迹

을 감추었다. 김제군과 무장현의 객사, 임실현의 향사당을 

비롯한 여러 부속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용은 관아시설이 여타의 공공시설로 전환되어 새

로운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읍지에서는 주로 

‘今爲~’ 또는 ‘今~’이라는 방식으로 간행 당시의 공공적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 많은 수의 관아시설들이 전용에 

해당되는데, 옥구현의 객사, 순창현의 동헌, 김제군의 향사

당은 각각 학교와 군청, 우편소로 전용된 대표적인 관아시

설들이다. 전용된 관아시설은 기존의 건조물을 그대로 활

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멸실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

었다. 여타의 쇠퇴 요인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존속存續

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용 역시 관아시설에 막대

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용 과정에서 외관이나 평

면, 구조적 측면 등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폐지와 마찬가지로 멸실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러한 시설들 역시 종국에는 대부분 훼철되어 자취를 감추

게 되었다.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

리키는데,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재해는 다시 자연재해와 

인공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옥

구현의 내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옥구군지(1963)』에 따르

면 옥구현의 내아는 1935년(乙亥)에 바람(風)으로 인해 무

너지고, 못쓰게 되었다.18 보다 구체적인 내막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에 의한 피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재해로

는 화재에 의한 관아시설의 피해가 여럿 확인된다. 이를테

면 『부풍승람(1932)』에는 부안현의 장청에 관해 “今灰熆”이

라는 기록이 있다.19 또한 『진안군지(1925)』에 따르면 진안

현의 동헌이 1909년(乙酉)에 소실되었고, 1915년에는 군청

이 신축되었다(사진 1).20 장수현의 작청은 실화失火 즉, 부

주의한 화재로 인해 폐지된 것이 『장수지(1928)』에서 확인

된다.21 이 밖에 금구현과 순창현의 일부 시설들이 소실된 

사실도 관련 읍지를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4가지의 쇠퇴 요인을 살펴봤을 때 관아시설의 

쇠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은 훼철과 전

용으로 압축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이 한 순간에 자취를 감

출수 밖에 없었던 가장 직접적이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폐지된 관아시설 역시 이후의 내막을 자세히 알 수

는 없으나, 현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훼

17   폐廢의 사전적 의미는 ‘못 쓰게 되다’, ‘부서지다’, ‘무너지다’, ‘쇠퇴하다’ 등으로 다양하다.

18   옥구군지간행위원회沃溝郡誌刊行委員會, 1963, 앞의 책. 「館宇」 …(상략)… 內衙在東軒之東北間 乙亥因風毁廢 …(하략).

19   부안항교扶安鄕校, 1932, 『부풍승람扶風勝覽』. 「館舍公廨」 衙舍在城內 …(중략)… 將廳 …(중략)… 今灰熆 …(하략).

20   진안향교鎭安鄕校, 1925, 『진안군지鎭安郡誌』. 「館宇」 …(중략)… 衙舍 …(중략)… 舊稱東軒額醉仙閣現稱郡廳去己酉火失去乙卯新建以◯◯盖焉.

21   흥학당興學堂, 1928, 『장수지長水誌』. 「公廨」 …(상략)… 作廳在客舍西南本首李行公之所失火久廢因基舊址今爲長水金融組合.

사진 1.    新築中の鎭安郡廳と廳員 _ 1909년 소실된 진안군의 동헌 자리에 
신축중인 진안군청 (출처 : 全羅北道案內,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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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 의해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2 폐지와 마찬가지로 

전용도 훼철과 멸실로 이어지는 쇠퇴과정의 한 수순이었다. 

특히 전용은 관아시설의 쇠퇴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 가장 일반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2절과 3절에서는 

훼철과 전용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훼철의 배경과 전개양상

1900년대에 이르러 근대적인 지방행정체계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공공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족

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관아시설의 훼

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관아시설의 

훼철에는 기능적 측면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시설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관아시설 훼철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일제

에 대한 저항심을 억누르려는 상징적·정신적 측면이 강하

게 작용하였다. 공공시설로의 전용 역시 조선 왕조에 대한 

억압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관아시설의 훼

철과 공공시설의 신축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선후관계가 나

타난다. 다음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건축물

의 건립을 위해 기존의 관아시설이 훼철되어 멸실에 이르

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부풍승람(1932)』에 따르면 부안현의 객사인 부풍관

扶風館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926년(丙寅)에 훼철되었다.23 

그런데 이 무렵의 신문자료와 관보에 의하면 부안군청이 

1927년 11월경에 부안군 부령면 동중리 222번지로 신축 이

전되었는데,24 구식건물로서 위치가 부적당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이었다.25 사정이 이러하니 적당한 위치, 넓

은 사무실, 신식의 건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군청

의 이전위치는 바로 전년前年에 훼철되었던 부풍관의 유지

遺址였다(사진 2).26 불과 1년여 만에 이러한 과정이 신속하

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군청의 신축을 위해 부풍관이 훼철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서 임실현의 동헌과 훈련청, 진안현의 

객사를 들 수 있다. 『임실군지(1924)』에 따르면 동헌은 1920

년(大正 7년)에 훼철되었고, 그 자리에 군청이 새롭게 건립

되었는데,27 완공 시기는 1921년 5월 10일이었다(사진 3, 

4).28 훈련청은 1909년부터 금융조합金融組合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16년(丙辰)에 이르러 훼철되었고, 그 자리에 다시 

조합소가 설치되었다.29 또한 진안현의 객사는 1914년(甲寅) 

무렵부터 진안공립심상소학교鎭安公立尋常小學校로 활용되었

으나, 1922년경에 훼철되었고, 그 자리에는 소학교가 신축되

었다.30 이러한 사례들 역시 부안현 객사와 마찬가지로 관

아시설의 철거에 곧이어 공공시설이 신축된 경우이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신축 배경에는 전용된 기존 관아

시설의 공간 구조적 한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관아

시설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운영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31 이러한 사실은 순창현의 동헌과 운봉현의 객사에

22   무장객사만이 폐지된 상태에서 전용되어 현재까지 남은 유일한 사례이다.

23   부안향교扶安鄕校, 1932, 앞의 책. 「館舍公廨」 扶風館卽客舍 殿牌奉安所 萬曆三十四年丙午建設後三百八年丙寅毁撤 …(하략).

24   동아일보, 1927년 11월 15일, 「扶安郡廳及白山橋落成」 / 조선총독부 관보, 1928년 1월 10일, 「朝鮮總督府全羅北道告示第百十八號」.

25 매일신보, 1927년 6월 5일. 「扶安郡廳新築 近近入札할터」.

26   발간자 미상, 1931, 『부안읍지扶安邑誌』 「官公署 新增」 郡廳…(상략)…新築于扶風館遺址.

27   발간자 미상, 1924, 『임실군지任實郡誌』. 「館宇」 衙舍…(상략)…大正九年毁撤新建郡廳.

28   매일신보, 1925년 5월 15일, 「任實郡廳落成」.

29   발간자 미상, 1924, 『임실군지任實郡誌』. 「館宇」 …(상략)… 訓練廳在土司廳東 己酉金融組合設始 丙辰毁撤其址更建組合所.

30   진안향교鎭安鄕校, 1925, 앞의 책. 「館宇」 客舍在郡西一武地去 壬戌毁撤今爲小學校場 「學校」 公立小學校 …(중략)… 甲寅設立于舊客舍 壬戌新建築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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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순창현의 동헌은 훼철되지 

않은 상태로 1914년부터 군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이 「淳昌郡廳」이라는 이름으로 『全北の名勝竝古

蹟, 1920년대 말』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매일신보의 

1932년 11월 3일자 기사는 1931년 8월부터 시작된 순창군

청 신축의 준공 소식과 함께 ‘구청사舊廳舍가 협애狹隘하여 

집무에 불편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였다’라는 

경위를 함께 전하고 있다.32 1957년 발행된 『순창군지』에서 

군청의 위치가 옛 동헌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33 

순창군청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1931년 무렵, 협소한 사무

공간으로 인해 동헌(구청사)이 훼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34

운봉현의 객사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1912년 

무렵부터 운봉공립보통학교雲峰公立普通學校로 사용되기 시

작한 객사는 192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35 그런데 이후 

동아일보의 1925년 11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 무렵 객

사가 협착狹窄할 뿐만 아니라 우수雨水에 의한 피해까지 발

생하여 구교사舊校舍의 파괴와 신교사新敎舍의 신축이 확정

31   1922년부터 1924년까지의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에 따르면 일제의 지방행정이 시작되고 10여 년이 경과했을 즈음부터 “조선에서 여러 

관아(체신, 철도를 제외)의 구조는 이미 구식이고 조선식 가옥이 대부분이어서 집무에 불편하고 좁게 느껴지게 되어”라는 표현이 되풀이되면서, 지방행정관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김명선·박정대, 2008, 「일제강점기 도청사·부청사 건립의 배경과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24, 

No.2, p.198).

32   매일신보, 1931년 11월 3일, 「淳昌郡廳竣功」.

33   호고재好古齋, 1957, 앞의 책. 「公署」 新增 郡廳在淳化里舊東軒基 …(중략)… 隆熙後甲寅倭政變更 …(하략)….

34   관아시설의 협소한 공간은 공공시설의 이전신축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김제군의 향사당은 우편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25년경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결국 우편소가 이전신축되었다(동아일보, 1925년 8월 29일. 「金堤郵所移轉」 “金堤郵便所의 事務室電話交換室等은 非常히 좁아 每日 執務함에 莫大한 困

難을 늣기엇든지 這間本町通에 相當한 建物을 新築中이더니 지난 二十五日부터 新築郵便所에 移轉하였다고”).

35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03월 29일, 「朝鮮總督府告示第百五十一號」. / 운봉향교, 1923, 前揭書. 「館宇」 客舍今爲普通學校 …(하략)….

사진 2.    扶安郡廳 _ 1926년 훼철된 부안군의 객사 자리에 1927년 신축된  
부안군청 (출처 : 全北の名勝竝古蹟, 1920년대 말)

사진 3.  1920년 훼철된 임실현의 동헌 자리에 신축된 임실군청
              (출처 : 全北の名勝竝古蹟, 1920년대 말)

사진 4.  1947년 촬영된 항공사진 속의 임실군청 _ 임실현 동헌을 훼철하고 
              신축한 군청이다. (출처 :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 air.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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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6 이로써 구교사로 활용되던 객사는 결국 훼철되어 

종적을 감출 수 밖에 없었다.37

3. 전용의 유형과 형태적 변형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지방관아의 쇠퇴요인 중 하나

였던 전용의 유형으로서, 학교나 군청, 면사무소와 같은 시

설로의 변경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금융조합소나 우편소, 경찰서 등으로 전환

된 관아시설도 여럿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전용유형은 <표 3>과 같이 크게 교육시설, 행정

시설, 금융시설, 치안시설로 구분된다.

교육시설로의 전용은 여러 사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로의 전용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관아시설 대부분은 1910년대

에 집중된 조선총독부의 학교설치 인가에 따른 결과였다. 

금구현의 경우, 1912년에 금구공립보통학교설치인가金溝公

36   동아일보, 1925년 11월 2일, 「雲峰公普新築 有志熱誠으로」. 南原郡雲峰公立普通學校는 校舍가 以來舊客舍로서 場所도 狹窄할뿐안이라 雨水까지 漏落하

야 有志諸氏는 此를 遺憾으로 新築計劃이 多年宿案이던바 昨年부터 今年까지 期成會長朴升在氏의 熱烈한 周旋으로 約二萬圓의 地方有誌의 寄附와 道

補助合三萬圓의 巨額으로 七敎室外湯沸室, 浴室, 職員宿直室, 小使宿直室三個所, 便所二個所, 倉庫等大規模의 校舍를 去月十七日부터 着手하야 來春에

는 落成되리라는데 舊校舍를 破壞하고 그 基地에 新敎舍를 建築하게됨으로 本校敎務室은 乾繭室로, 五六學年은 勸農會館으로, 三四學年은 木工場으로, 

一二學年은 禮拜堂으로 各各分校를 定하였다고.

37   박봉래朴琫來, 1958, 『운성지雲城誌』. 「館宇」 見舊誌 今無 「公署」 …(중략)… 雲峰國民學校在西川里客舍址 …(하략)….

표 3.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전용유형 (계속)

관아 세부시설 전용유형 전용시설

금구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김제군

동헌 행정 김제읍사무소

향사당 행정 우편소

작청 치안 경찰서

형방청 금융 조합소

부안현 현사청 행정 우편소

순창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동헌 행정 순창군청

이방청 행정 우편소

향청 금융 조합소

관아 세부시설 전용유형 전용시설

옥구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용담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순교청 행정 용담면사무소

내아 치안 경찰관주재소

용안현

동헌 행정 용안면사무소

이호청·형방청·

통인청
- 순사사저

운봉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동헌 행정 운봉면사무소

지구청 치안 헌병분견소

장청 행정 우편소

임실현

객사 교육 사립영진학교

연리청 치안 경찰서

훈련청 금융 조합소

형리청·장교청 행정 등기소

도서원청 행정 우편소

임피현

객사 교육 농업학교

향사당 행정 우편소

군관청 행정 임피면사무소

작청 치안 순사주재소

장수현

객사 교육 공립보통학교

동헌 행정 장수군청

장청 치안 경찰서

질청 행정 지방법원출장소(등기소)

훈련청 - 경찰관교련소

진안현

객사 교육 공립심상소학교

동헌 행정 진안군청

훈련청 행정 지방법원출장소(등기소)

형방청 행정 진안면사무소

흥덕현 객사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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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普通學校設置認可가 결정되었고,38 이에 따라 객사가 보통학

교로 전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39 보통학교로 전용되었

던 옥구현·용담현·운봉현·장수현의 객사 모두 이 무렵 학

교설치에 대한 관보가 고시되었다.40 이밖에 일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상소학교41로 전용된 사례도 있는데, 진안

현 객사가 그것이다. 한편 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가 공립시

설인 반면 임실현의 객사는 처음에 사립학교로 지정되었다

가, 이후 보통학교로 변경된 시설이다. 『임실군지(1923)』에 

의하면 임실현의 객사인 운수관은 1908년에 사립영진학교

私立永進學校42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보통학교로 승인되었

다. 이후 1920년 무렵에 촬영된 운수관의 모습이 전해지기

도 한다(사진 5).

행정시설로의 전용은 익히 알려진 군청이나 면사무소 

그리고 등기사무소, 우체국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김제군의 동헌과 향사당, 순창현과 용안현의 동헌, 운봉현

의 동헌과 장청, 장수현의 동헌 등이 대표적이다. 『김제군지

(1956)』에 따르면 김제군의 동헌과 향사당은 각각 김제읍사

무소와 우편소로 활용되었다.43 장수현의 동헌은 군청으로 

전용되었는데, 당시의 모습이 『全羅北道案內(1914)』에서 부

분적으로 확인된다(사진 6). 이 밖에 순창현의 동헌은 순창

군청으로, 용안현의 동헌은 용안면사무소로, 운봉현의 동헌

과 장청은 각각 운봉면사무소와 우체국으로, 임실현의 도서

원청과 형리청·장교청은 각각 우편소와 등기소로, 임피현의 

군관청과 향사당은 임피면사무소와 우편소로 활용되었다.

관아시설이 금융시설로 전용된 경우는 김제군의 형

방청, 순창현의 향청, 임실현의 훈련청, 장수현의 작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1907년에 제정된 「지방금융조합규칙」에 

따라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었고,44 이에 따라 각 지방에 

금융조합소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

조합소로 전용된 관아시설들은 1920~30년경만 하더라도 

38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04월 04일, 「朝鮮總督府告示第百六十八號」.

39   발간자 미상, 1918, 『김제군지金堤郡誌』. 「學校」 公立普通學校在金溝面前客舍…(하략).

40   옥구공립보통학교설치인가沃溝公立普通學校設置認可(1914년 3월 12일), 용담공립보통학교설치인가龍潭公立普通學校設置認可(1912년 4월 5일), 운봉공립보통학

교설치인가雲峰公立普通學校設置認可(1912년 3월 29일), 장수공립보통학교설치인가長水公立普通學校設置認可(1912년 3월 29일), 진안공립심상소학교설치鎭安公

立尋常小學校設置(1914년 1월 16일).

41   1886(明治 19)년에 일본이 제정한 소학교령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의 일종으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된 1905년부터 1941년까지는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

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기관.

42   현재는 그 자리에 임실동중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43   김제향교金提鄕校, 1956, 앞의 책. 「公廨」 …(상략)… 衙舍今金堤邑事務所 …(하략).

44   이동언, 1992, 「일제하 조선금융조합의 설립과 성격 -1907~1918년의 지방금융조합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6, p.280.

사진 5.  1920년 무렵에 촬영된 임실현 객사인 운수관(雲水館)의 모습
              (출처 : 임실군청 www.imsil.go.kr)

사진 6.  長水郡廳 _ 일제강점기에 장수군청으로 전용된 장수현의 동헌
              (출처 : 全羅北道案內,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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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존속되었으나, 이후 1950~60년경에는 훼철이나 

소실에 의해 대부분 멸실되었다. 치안시설인 경찰서나 주재

소駐在所45로 전용된 관아시설도 여럿 확인된다. 김제군의 

작청과 임실현의 연리청은 경찰서로, 용담현의 내아와 임

피현의 작청은 경찰관주재소로 활용된 대표적 시설들이다. 

운봉현의 지구청은 1910년 무렵부터 헌병분견소로 사용되

었으며, 1914년에 이르러 경찰관주재소로 다시 한 번 전용

된 시설이다.

이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전용유형에 있

어서 객사는 교육시설로, 동헌은 행정시설로, 향사당이나 

작청 등의 부속시설은 금융이나 치안시설로의 활용이 일

반적이었다. 전용되기 이전에 멸실된 객사를 제외하면 부안

현 이외의 모든 객사가 학교로 활용되었다.46 그리고 용담현

과 임피현을 제외한 모든 군현의 동헌이 군청이나 면사무

소로 전용되었다.47 객사와 동헌이 교육이나 행정시설로 전

용되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앞서와 같이 

객사와 동헌, 부속시설별로 전용에 관해 비교적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사실 중 하나이다. 객사

는 보통 정청正廳과 양익헌兩翼軒으로 구성되어 여타의 관아

시설에 비해 큰 규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

을 수용하기에 용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헌은 본래 고

을 수령의 집무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성격과 기능이 그대

로 유지되면서 자연스레 행정시설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관아시설은 매우 독특한 기능으로 전용되

었다. 『익산군지(1956)』에 따르면 용안현의 이호청·형방청·

통인청은 일본 순사의 사저私邸, 즉 순사가 거주하는 주택

으로 활용되었는데,48 공공시설로의 전용과는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또한 『흥성지(1962)』에는 흥덕현의 객사가 병원

病院으로 전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49 장수현의 훈련

청은 경찰관교련소로 활용되었다.50

그런데 이와 같이 근대기에 지방행정과 통치시설로 전

용되어 오던 수많은 관아시설 중 일부는 전통적인 양식의 

외관, 평면, 구조 등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변

형은 관아시설의 쇠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남

아있는 관아시설 중 일부는 변형된 상태 그대로 근래까지 

이어져 왔다. 관아시설의 변형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건물의 어칸御間에 일본식 현관이 설

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건물의 정면에 캐노피canopy 

형식의 지붕을 돌출시킴으로써 출입구를 가진 사무시설의 

전형적인 외관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읍현, 

장수현, 순창현의 동헌이 이에 해당한다(사진 7, 8).

이 일본식 현관은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관아시설들이 

공공시설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외관 형

식이 관아시설에 적용된 것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편의

성 향상과 더불어 공공시설로서의 외관을 전반적으로 통일

하려 했던 의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이 당시 현대식으로 

신축된 군청이나 면사무소 등의 대부분에 유사한 형태의 

현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사진 9).

관아시설의 내·외관에 걸쳐 전반적인 변형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김제군의 동헌, 무장현과 순창현의 객

사가 대표적이다. 1956년 발행된 『김제군지』에는 당시 김제

읍사무소로 활용되던 동헌의 모습이 담겨있다(사진 10). 그

런데 동헌의 외관을 봤을 때 현재와는 다르게 현대식 출입

문과 함께 벽체 전반에 걸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45   일제강점기 당시 순사가 머무르며, 사무를 맡아보던 시설로, 1907년 파출소가 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46   금구현 관아, 만경현 관아, 순창현 관아, 옥구현 관아, 용담현 관아, 운봉현 관아, 임실현 관아, 임피현 관아, 장수현 관아, 진안현 관아.

47   김제군 관아, 만경현 관아, 순창현 관아, 용안현 관아, 운봉현 관아, 임실현 관아, 장수현 관아, 진안현 관아.

48   김제향교金提鄕校, 1956, 앞의 책. 「館舍」 …(상략)… 吏戶廳 刑房廳 通引廳幷爲日巡査私第 …(하략).

49   광덕재읍지편찬회光德齋邑誌編纂會, 1962, 『흥성지興城誌』. 「公廨」 客舍今病院 …(하략).

50   흥학당興學堂, 1928, 앞의 책. 「公廨」 …(상략)… 訓練廳在客舍南今爲警察官敎鍊所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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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시행된 김제군 동헌의 보수내용 중 하나가 ‘건물 

내부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헌의 내부공간 역시 변

형된 상태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변형 시점은 불분명

하나, 동헌이 읍사무소로 전용되었던 일제강점기부터 점차 

변형되기 시작하여, 이 무렵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84년 발행된 『전북의 뿌리』에서는 각각 면사

무소와 초등학교로 사용되던 무장현과 순창현의 객사에 

발생한 변형의 양상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고창 무장객사 …(중략)… 객사의 건물은 현재 면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담을 헐어내고 유리창을 달았으며, 내부

에는 여기 저기 시멘트기둥을 세우고 천정을 새로 시설해 

놓아서 가구 형식조차 엿볼 수 없으며, 전후의 벽 여기저기

에 시멘트벽을 붙여서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다. …

(중략)… 순창객사 …(중략)… 현재는 정당과 동대청, 그리

고 옆에 무랑廡廊만이 남아 있으며 그것도 국민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있어 외모와 실내가 원래의 모습이 아닌 변경된 

상태로 있다.51

각각의 전용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내·외부의 변형 시점 역시 그 무렵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변형된 상태가 유지되었거나, 지속적인 변형이 이

루어져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장현의 객사는 평

면구조의 변형도 심각했었다.52 객사의 평면은 본래 정청과 

51   전라북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1984, 『(내고장) 全北의 뿌리』, p.446.

52   무장현의 객사는 1988년경 원형대로 복원되었는데, 동헌 역시 무장공립보통학교, 무장국민학교의 교사로 전용되면서 변형된 것이 1984년에 이르러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사진 7.    군청으로 활용되던 정읍현의 동헌에 현관을 덧대어 설치한 모습 
(출처 : 全北の名勝竝古蹟, 1920년대 말)

사진 8.    군청으로 활용하던 순창현의 동헌에 현관을 덧대어 설치한 모습 
(출처 : 全北の名勝竝古蹟, 1920년대 말)

사진 9.    신축된 진안군청의 정면에 현관이 설치된 모습  
(출처 : 全北の名勝竝古蹟, 1920년대 말)

사진 10.    金堤邑事務所 _ 읍사무소로 사용되던 김제군의 동헌  
(출처 : 김제군지,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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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익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용과정에서 현대 자

재가 사용되어 양익헌의 측면처마와 벽체가 정청의 외벽

까지 연결되었고, 외부 기둥 열에 맞추어 벽체와 현대식 창

호가 설치되었다. 또한 정청 어칸 부분의 전면 내진고주 2

본이 제거되어, 내부가 하나의 커다란 사무실 공간이 되었

다(그림 1).53 이러한 사실은 앞서 관아시설의 협소한 공간

으로 인해 집무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사무공간의 확장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이 밖에 증축 과정에서 기존의 한식韓式 건조물을 

양식洋式으로 변형시킨 경우도 확인된다. 『장수지(1928)』에 

따르면 장수현의 내아는 장수우편소로 활용되면서 증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한식 건조물이 목조木造

의 양식으로 변형되었다.54

이와 같이 몇몇 사례에서, 관아시설의 전용에 따른 변

형이 확인되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 남아있는 시

설이 많지 않아 더욱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형 사실은 전용되어 오던 

여타의 여러 관아시설에도 내·외부에 지대한 변형이 발생

되었음을 짐작케 하며, 훼철이나 소실과 달리 점차적으로 

쇠퇴되어간 관아시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4. 쇠퇴시기에 관한 고찰

조선시대의 지방관아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집중적

으로 쇠퇴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제에 의한 의도

적인 민족성의 말살전략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수긍이 가

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아시설들의 구체적인 쇠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앙관아나 감영에 비해 군현을 다스리던 지방관아는 더욱 

그러하다. 전라북도의 지방관아 역시 앞서의 상황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관아시설의 쇠퇴시점을 파악할 수 있

는 실증적 사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당대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읍지, 관보, 신

문, 사진 등의 사료적 가치는 한층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사료를 토대로 쇠퇴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전북지방의 관아시설 중 일부는 1910년대 이전부

터 쇠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표 4).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존속된 관아시설이 있는 반면 <사진 11, 12> 강점

이 시작되기 이전인 통감부시기에 이미 여러 요인으로 인

해 쇠퇴한 관아시설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순창현의 이방

청, 용담현의 동헌, 임실현의 객사·훈련청·토사청·연리청, 

진안현의 동헌이 그것이다. 또한 운봉현의 객사, 임실현의 

훈련청, 진안현의 객사와 같이 전용된 상태로 존속되어 오

던 관아시설이 1910~1920년대에 이르러 훼철된 사례도 있

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기에 전용된 이후, 현재는 멸실된 여

타의 관아시설들 역시 대부분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훼철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제군의 동헌, 무장현의 객사와 동

헌, 순창현의 객사만이 전용 이후에도 훼철되지 않고, 현재

까지 남아 있는 실례이다.

한편,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관아시설이 본

5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관리국, 1990, 『88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상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흥학당興學堂, 1928, 앞의 책. 「公廨」 …(상략)… 內衙在衙舍後本縣監內室今爲長水郵便所因爲增築焉 …(중략)… 「通信」 長水郵便所在長水面長水里建物木

造洋式一棟 …(하략).

그림 1.  무장현 객사의 변형 전후 평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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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를 대변하듯, 독립 

운동가이자 한학자인 정인보鄭寅普는 1934년 9월경, 동아일

보에 「남유기신南遊奇信」55을 연재하며, 순창현 관아의 쇠퇴

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所懷를 밝히기도 하였다.

「南遊奇信」 第三十二信

순창읍淳昌邑을 와서 보기는 처음이지만 어려서부터 듣던 

곳이라 그런지 일종一種의 구정舊情이 끌리입니다. 읍양邑樣

이 전상前狀이 아닐 것은 생각할 여지餘地도 없거니와 그래

도 고관아古官衙의 잔물殘物이 혹 남지 아니 하였나 하야 얼

마동안 방황彷徨하여보니 아사정문衙舍正門이 지금은 큰길 

복판에 덩그러니 섯고 우편국郵便局 옆채에 『옥천산방玉川椽

房』이라는 소편小扁이 붙은 것을 보니 그때의 이청吏廳인줄 

알겟습니다. 순창동헌淳昌東軒의 고편古扁이 녹문관綠文舘이

라 전배前輩의 제영중題詠中 흔히 보이엇는데 지금은 유흔遺

痕도 없고 다만 지관池舘으로 유명有名하든 응향각凝香閣이 

의연依然히 옛 단청丹靑을 가지고 잇습니다. …(하략)…56

1930년대를 거쳐, 해방 직후 관아시설의 쇠퇴 실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장현이다. 무장현 관아에 대

한 읍지나 관보, 신문지상의 기록은 매우 미미한데, 1872년

에 제작된 무장현 지도 <그림 2>와 1948년에 촬영된 무장

면 항공사진 <사진 13>의 비교를 통해 쇠퇴양상의 일면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조선후기까지 객사, 동헌, 내아, 사령청, 작

청, 장청, 책실, 통인청 등 다양한 시설이 읍성 내부에 배치

되었던 무장현 관아는 해방 이후에 이르러 객사, 동헌과 같

은 몇몇 건물만이 남아 있었다. 이 무렵 무장현의 객사는 

무장면사무소로, 동헌은 무장국민학교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었다. 동헌의 전면에는 무장국민학교의 본교사가 자리하

고 있었으며, 동헌의 좌우에는 부속채가 증축되어 본연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한편, 해방 이후 한국전쟁(1950~1953)을 거치며 관아

시설이 소실된 예도 있다. 『김제군지(1956)』에 의하면 금구

현의 동헌이 동란動亂 중에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동

란은 바로 한국전쟁을 가리킨다.57 또한 순창현의 동헌과 이

방청은 각각 군청과 우체국으로 전용되어 오다가 경인란庚

寅亂에 소실된 사실이 『순창군지(1957)』에 기록되어 있다.58 

55   1934년 여름 정인보가 안재, 박한영, 윤석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56   동아일보, 1934년 09월 11일, 「南遊奇信」 第三十二信.

57   김제향교金堤鄕校, 1956, 『김제군지金堤郡誌』. 「公廨」 衙舍金溝面事務所 動亂中燒失.

58   호고재好古齋, 1957, 『순창군지淳昌郡誌』. 「公署」 郡廳...(상략)...庚寅亂燒失郡守金仁德時重建 …(중략)… 郵遞局 …(중략)… 庚寅亂燒失移去南溪里舊玉川金

融組合所.

사진 11.    全羅北道井邑郡廳前門 _ 정읍현 관아의 아문   
(출처 : 全北忠南之主腦地, 1913)

사진 12.  金堤郡廳 _ 김제군 관아의 아문 (출처 : 全羅北道案內,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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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련 사료를 통해 구체적인 쇠퇴시점이 확인되는 관아시설

관아 세부시설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50년대

금구현
동헌 1950년 (재해)

객사 1912년 (전용)

김제군

객사 1918년 이후 ~ 1956년 이전 (폐지)

동헌 1918년 이후~ 1956년 이전 (전용)

관청·훈련청·통인청 ~ 1918년 이전 (멸실)

향사당·작청·형방청 ~ 1918년 이전 (전용) ~ 1956년 이전 (멸실)

군사 1918년 이후 ~ 1956년 이전 (멸실)

무장현
객사 1922년 이전 (폐지) ~ 1927년 (전용)

향사당·연청·질청·관청·훈련청·장청 등 ~ 1923년 이전 (폐지)

부안현

객사 1926년 (훼철)

동헌 1928년 (훼철)

장청 ~ 1932년 이전 (재해)

작청·형방청 ~ 1932년 이전 (폐지)

현사청 ~ 1932년 이전 (전용)

통인청·장방청 ~ 1918년 이전 (멸실)

순창현

동헌 1914년 (전용) 1931년 (훼철)

객사 1912년 (전용)

이방청 1905년 (전용) 1950년 (재해)

옥구현

내아 1935년 (재해)

동헌 1914년 (폐지)

객사 1914년 (전용)

용담현

객사 1911년 (전용)

동헌 1909년 (재해)

내아 ~ 1925년 이전 (전용)

용안현

객사 ~ 1932년 이전 (폐지)

동헌·이호청·형방청·통인청 ~ 1932년 이전 (전용)

내아·책실·향사당 ~ 1932년 이전 (멸실)

운봉현

객사 1912년 (전용) 1925년 (훼철)

동헌 1914년 (전용)

내아 ~ 1922년 이전 (전용)

장청 1911년 (전용)

지구청 1910년 (전용)

좌소헌·향사당·현사·통인청·훈련청 등 ~ 1922년 이전 (폐지)

임실현

동헌 1920년 (훼철)

객사 1908년 (전용)

훈련청 1909년 (전용) 1916년 (훼철)

토사청 1906년 (폐지)

연리청 1906년 (전용)

향사당·보민당·관청·통인청·사령청 등 ~ 1923년 이전 (폐지)

도서원청·형리청·장교청 ~ 1923년 이전 (전용)

임피현
내아·관청·토사·형방청·통인청 등 ~ 1921년 이전 (멸실)

객사·아사·향사당·군관청·작청·사령청 ~ 1921년 이전 (전용)

장수현

향사당·현사 ~ 1928년 이전 (폐지)

작청 ~ 1928년 이전 (재해)

객사·훈련청·내아·장청·추청 ~ 1928년 이전 (전용)

진안현

객사 1914년 (전용) 1922년 (훼철)

동헌 1909년 (재해)

향사당 1910년 (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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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경인庚寅은 1950년을 가리키며, 경인란은 한국전

쟁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례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아시설

의 멸실이 일제강점기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

며, 해방 이후의 현대기에도 쇠퇴한 관아시설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중심으

로, 근대기에 진행된 관아시설의 쇠퇴에 관한 연구이다. 다

각적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아시설의 쇠퇴 요

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쇠퇴의 핵심요인으로서 훼철

과 전용에 관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나아가 이러한 쇠퇴 요인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쇠퇴 양상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은 크게 훼철, 폐지, 전용, 

재해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의 철거

를 가리키며, 일제에 의한 의도적 조치가 가장 일반적이었

다. 폐지는 관아시설의 쇠락과 운영상의 중지를 가리키는

데, 이는 효용성을 상실한 외형만이 남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용은 공공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가

리키는데, 종국에는 변형과 훼철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마

지막으로 재해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에 의한 인

공재해로 구분된다. 이러한 4가지 요인 중에서 훼철은 관아

시설의 멸실에 가장 결정적이었으며, 전용은 가장 높은 빈

도수를 보였다.

둘째, 관아시설의 멸실에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던 훼

철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려는 상징적 측면뿐만 아

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지방행정과 

통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신축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어 공공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관아시설의 훼철과 공공시설의 신축 간에 분명한 

선후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해 

관아시설이 훼철된 여러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개과정에는 관아시설이 협소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운영

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관아시설의 전용은 교육, 행정시설과 더불어 금

융이나 치안시설로의 활용도 두드러졌다. 교육시설로는 주

로 보통학교로 전용된 관아시설이 많았으며, 일부는 심상

사진 13.    1948년 무장면 항공사진    동

헌(위), 객사(아래)가 확인된다. 특히 읍성내부의 서측에 위치했던 
관아시설의 대부분이 멸실된 상태이다. 

                (출처 :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 air.ngii.go.kr)

그림 2.  1872년 무장현 지방도
무장읍성의 내부에 객사, 동헌과 더불어 여러 관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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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와 사립학교로 사용되었다. 행정시설은 군청과 면사

무소, 우편소로의 전용이 대다수였으며, 일부는 지방법원

출장소(등기소)로도 활용되었다. 금융시설은 주로 관아시설

에 조합소가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치안시설로

서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로 전용된 관아시설도 여러 사례

에서 확인된다. 특히 객사와 동헌은 각각 교육과 행정시설

로, 부속시설은 금융과 치안시설로 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

었으며, 일부 관아시설은 순사의 사저, 병원, 경찰관교련소

와 같은 특징적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용되

어 오던 관아시설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존속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일본식 현관의 설치였는데, 기능적 측면의 고려

와 동시에 공공시설로의 외관을 전반적으로 통일하려했던 

조치로 해석된다. 이밖에 양식으로의 증축, 현대식 창호의 

설치, 평면구조의 변경 등 다양한 양상의 변형도 확인된다. 

전용에 따른 변형으로 인해 관아시설은 점차 전통적인 양

식을 잃어가며 쇠락하게 되었다.

넷째, 관아시설의 쇠퇴 시기는 개별시설마다의 명확

한 시점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사료를 통해 볼 때 1910년대 이전부터 관아시설의 쇠퇴가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상당수의 관아

시설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특히 한

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된 사례도 여럿 확인되고 있어, 해방 

이후의 현대기에도 쇠퇴한 관아시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전용에 따라 비교적 오랫동안 존속되어 오던 관

아시설들도 종국엔 대부분이 훼철되어 종적을 감추게 되

었다. 김제군의 동헌, 무장현의 객사와 동헌, 순창현의 객

사만이 전용과정에서 훼철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연구대상

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남원부와 무주부 등과 같이 전라

북도 지방의 중추도시에 자리했던 관아시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일부 군현관아들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역시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지방의 관아를 중심으로 근대

기의 쇠퇴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기초연구로서, 앞서의 연

구적 한계를 토대로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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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clin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of Jeollabuk-do in Modern Era

Oh Jun-young·Kim Young-mo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constitutes an inquiry into the decline of Government Office(官衙) facilities carried out intensively 

during modern era, focusing on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of Jeollabuk-do.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f changes in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till now,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government offices of 

the counties and prefectures(郡縣)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and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temporally and there have still been lacking studies on Jeollabuk-do, spatially. Thus,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prove the reasons and the time of the declin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in 

Jeollabuk-do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decline focusing on modern era.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factors: demolition, abolition, appropriation and disaster had the most decisive 

impacts on the decline of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Demolition refers to the destruction of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and abolition, to the decline and the discontinu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Appropriation 

refers to conversion to facilities to meet public functions, and disaster, damage from a typhoon or fire. These 

factors had already been started from the 1900s, and by the 1930s, most of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came 

to lose their original looks and functions.

In the meantime, there was an essential purpose in demolition, the most direct factor in the destruc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n terms of function: that is new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necessary for 

administration and rule. The existing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were appropriated, sometimes, but behind 

that, many cases of demoli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for the new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are 

found. The appropri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s divided into educational,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security facilities, and generally, Gaeksa(客舍) and Dongheon(東軒) were used respectively as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facilities while their attached facilities were used as financial and public order and security facilities 

in general. Especially, som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were utilized as distinctive facilities such as housing or 

hospital.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a lot of modification occurred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due to which,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gradually declined losing their traditional styles.

Keyword  Jeollabuk-do, Government Office, Decline, Demolition,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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