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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신축된 군청사의 설계주체와 평면구성의 특징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The Designers and the Space-Compositions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which were newly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일제강 기 계획되거나 신축된 공통형 군청사  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를 구체 으로 밝히고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을 기 으로 개별형 군청사의 평면구성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가기록원 소장 군
청사 련 도면, 그 해제,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문서, 조선총독부 보  직원록, 신문과 잡지의 기사·도면·사진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이다.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1910년 에는 조선총독부 직속 건축조직이었고, 늦어도 1926
년 이후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 가담했다. 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었다. 두 조직의 설계자 개인의 
이름과 등도 몇몇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 소속 설계조직이 공통도면을 군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는 것도 당시에는 
‘설계’로 지칭되었다. 도 소속 설계조직은 군 업무에 필요한 실들을 사무공간-부속공간으로 분리 배치하는 방식을 유지하면
서 건물 체 규모를 일제히 축소하거나 확 하는 방식으로 공동도면을 활용하기도 했다. 개별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은 공통
형과 공통   차이 을 동시에 가지는데, 차이 은 개별형 군청사 설계자인 도 소속 건축조직의 능력과 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who designed the common type and the individual type Goon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determine how the individual type's space-compositions were
compared with the common types.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method used an analysis of 
the digital images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kept in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the annotation of the images, 
the official document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o, the employee's regist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newspapers or journ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esigners
of the common types were the engineers of the building-construction part i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also those in To. The space-composition of the individual types was similar to and also different from
the common types at the same time, and the difference was attributed to the designers' ability and their preferences.

Keywords : Goon office building, common type, individual type, designer, space-compos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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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제강 기 군청사는 공통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된다. 

공통형은 시설의 균질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경제

으로 건축하기 해 일종의 표 도면인 공통도면을 작성

해 지은 군청사(주로 양식목조)를 말하며, 개별형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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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ype 1 type 2 type 3-1 type 3-2 type 4 type 5
story 1st floor 2nd floor 1st floor -

plan

* The parts with green color are the corridors for the visitors and the gray for the workers. It is applied to all Tables.
** source : [2]. The type 1 has tree plans with same space-composition but different sizes; main building 72pyung(annex building 
21pyung), 88pyung(21pyung) and 108pyung(31pyung).

Table 1. Tree plans of 5 prototype schemes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도면을 작성해 짓거나 기존 건물(주로 한옥)을 군 업무
에 맞게 변형한 군청사를 말한다[1]. 최근 공통형 군청사
의 평면도·배치도의 유형  증·개축 경향을 고찰한 연구
[2,3](이 연구들에서 밝 진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도·배
치도 5가지 유형을 Table 1에서 정리)와 한옥을 변형한 
개별형 군청사의 증·개축 경향을 고찰한 연구[4]가 나왔
지만, 개별형 군청사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공통형·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를 가능

한 한 개인 이름까지 구체 으로 발굴하고, 기존연구에 
더해 공통형  개별형 군청사 평면도를 추가 발굴하여 

평면구성의 원칙을 살펴본 후, 공통형에 비하여 개별
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고 연구자료는 디지털 자료로 

구축된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련 도면[5], 그에 한 
해제(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Ⅶ(2014), 이후 해제
로 약칭)[1],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건
축회계 련 문서들과 조선총독부 보  조선총독부직

원록, 신문과 잡지에 실린 군청사 련 기사로 한다. 

2. 군청사의 설계주체

2.1 1910년대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건축 

련 업무를 본 부서로, 부서명은 선과(1910-21), 건축
과(1922-28)로 시기별로 달랐다. 조선총독부 기구가 자
주 개편되는 바람에 그 상  부서는 총무부·총독 방·토
목부로 바 었지만 건축 업무는 독립된 ‘과’에서 보다가, 
1928년 건축 련 조직이 통합되면서 회계과 산하 ‘ 선
계’로 축소되어 해방까지 이어진다[6]. 
이 건축조직에서 공통형 군청사 설계를 맡은 구체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경북 달성군청사의 “신축

공사 설계는 총독부 쿠니에다(國枝) 기사의 손으로 부 
완료되었”다는 1914년 5월 신문기사를 통해서다[7]. 신
축공사를 착수하기 에 장 측량을 한 인물도 알 수 

있는데, 충남 서천군청사의 “신건축 허가를 하여 지난
달 26일에 토리야(鳥屋) 기수가 출장하여 지균을 측량한 
후 본월부터 건축에 착수”한다는 1918년 7월 신문기사
이다[8]. 
조선총독부직원록에 따르면, 1914년 신문기사의 쿠

니에다는 당시 조선총독부 토목국 선과에서 등 5등
으로 근무하던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이다[9]. 그는 
1905년 동경  건축과를 졸업한 후 1906년 한제국 정
부의 재정고문부 빙기사로 한반도로 온 이후 곧 

청사 설계를 맡아온 인물로[10], 직원록에는 1910-8년 
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1918년 기사에서 토리
야는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총독부 토목국 선

과 소속 등 7등의 기수 토리야 코우고로우(鳥屋光五
郞)이다[9]. 1910-21년 기수로 일한 직원록 기록이 있다. 

2.2 1920년대 중반 이후 군청사의 설계주체

Table 2는 군청사 설계주체가 해당 군을 할한 도 
소속 건축조직으로 기록된 사례들을 설계시기 순으로 정

리한 것이다. 이 표에 등장하는 군청사가 공통형인지 개
별형인지는 확실치 않다.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이 설계한 
공통도면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사정에 맞게 변형을 
가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3], 당시 이 
경우도 ‘설계’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다만, 늦어도 1926
년 이후에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 설계를 맡았음은 확실

하다. 
한 조선총독부 보를 통해 일제강 기 지방 서  

각 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3호로 각 도의 사무가 장 방·내무부·재무부로 
분장되고 회계과가 “ 선에 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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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11]. 선 업무는 함남·함북에서 1925년 토목과
로 이 되기도 했지만 체로 도의 회계과가 맡았다. 구
체 으로 Table 2의 출처들을 통해 회계과 산하 선계
가 군청사 설계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design
year Goon Do(design part 

belonged to) source

1926 ShinCheon HwangHae Dongailbo
1926.5.8.

1928 YeongAm JeonNam Maeilsinbo 1928.6.16.

1929 ChungJu ChungBuk Maeilsinbo 1929.7.1.

1930

BongSan HwangHae Maeilsinbo 1930.3.4. 

DaeDong PyeongNam Joseon-to-Kenchiku 
9(4), 1930.4: 50

JeongSeon GangWon Maeilsinbo 1930.6.28. 

DaeJeon ChungNam Joseon-to-Kenchiku 
9(7), 1930.7: 44

HaeJu HwangHae Maeilsinbo 1930.9.23.

1931 SeoSan ChungNam Joseon-to-Kenchiku 
10(7), 1931.7: 46

1932
YeongCheon KyungBuk Maeilsinbo 1932.7.11.

GwangJu JeonNam Joseon-to-Kenchiku 
11(9), 1932.9: 18

1934
JeonJu JeonBuk Maeilsinbo 1934.8.24.

DanYang ChungBuk Maeilsinbo 1934.12.26.
1935 KoSung KyungBuk Maeilsinbo 1935.10.5.

Table 2. Design parts of Goon office buildings after 1926

Table 2의 출처들에는 도, 도 토목과 혹은 도 선계
에서 설계 이라는 정도로 흔히 서술된다. 그러나 1929
년 충주군청사 신문기사에는 “도 토목과장 요시다(吉田) 
기사가 설계 ”, 1930년 정선군청사 기사에는 “설계는 
도 기수 토우다 소우지로우(上田惣次郞)의 고심”, 한 

1934년 단양군청사 신문기사에는 “류연(柳軟) 도 기수
의 설계와 감독”라고 기록되어, 설계자 이름을 알 수 있
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요시다는 1923-7년 충

청북도 내무부 토목과, 1929년 내무부 토목과  회계과
에서 근무한 요시다 히데요시(吉田秀吉)인데, 신문기사
와 달리 1929년 당시 등 4등  기수 다[8]. 정선군청
사 설계자 토우다 소우지로우는 1919-20년 조선총독부 
선과, 1921-25년 경남 내무부 회계과, 1930-1936년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에서 근무했고, 1930년 설계 당시 
등 5등 기수 다. 단양군청사 설계자 류연에 한 직
원록 기록은 찾을 수 없고, 1928-40년 충청북도 내무부 
회계과에서 기수로 근무한 야나세 사이치(柳瀨佐 )란 
인물이 있어서, 신문기사의 오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군청사의 평면구성

군청사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사무실·민원인 기공
간·회의실·군수실·응 실 등을 모으고 창고·숙직실·소사
실·탕비장·변소 등을 모아서 구분 배치하는 것이 평면구
성의 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앞쪽을 ‘사무공간’, 뒤쪽을 
‘부속공간’이라 칭하겠다. 각각 청사와 부속가로 나  후 

연결복도로 이었다.  부지에는 별동으로 지 창고·서
류창고·일반창고 등이 들어서고, 회의실은 별동으로 지
어 연결복도로 잇기도 했다. Table 1의 5가지 유형은 이 
청사(사무공간)-부속가(부속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청사의 평면구성은 어떠한가, 배치도만 있을 때는 체
형상은 어떠한가를 기 으로 구분한 것이다.

3.1 공통형: 같은 평면구성에 단계별 규모의 평면

그런데 공통도면의 경우 같은 평면구성으로 규모를 

3-4단계로 달리해서 안을 만든 사례가 있다. 한 사례는 
Table 1의 공통도면 유형(type) 1에 해당한다. 같은 평면
구성으로 청사 규모만 3단계로 달리 했다([1]  Table 
1 주기 참조). Table 1의 유형 1 평면도를 보면, 2층 규
모의 청사 1층에 합소·사무실·군수실·응 실을 두고 뒤

편 앙의 계단실을 통해 2층으로 오르면 큰 회의실이 
있다. 단층의 부속가는 특이하게 계단참에서 청사 뒤로 
이어지는데 그 규모는 2단계로 다르다. 
이 연구는  다른 사례를 1931년 경상북도가 작성해

서 조선총독부로 보낸 문서[12]에 첨부된 ‘경북군청사평
면도’에서 발견했다(Table 3). 청사 규모는 60, 80, 100, 
120평의 4단계로 달리 하되, 앞서 유형 1과는 달리 부속
가 규모는 4개 안 모두 18평으로 같다. 그런데 이 평면
도는 1910년  조선총독부 회계과에서 만든 공통도면 

유형 3-1에 해당한다(Table 1 참조)[1].

plan
 

area
main bldg 60pyung 80pyung
annex bldg 18pyung 18pyung

plan

area
main bldg 100pyung 120pyung
annex bldg 18pyung 18pyung

* source: [12]

Table 3. Four plans of one prototype scheme 3-1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in Kyungbuk-do,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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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사례는 공통도면을 크기별로 비해서 군

의 사정에 맞추어 골랐음을 알려 다. 그 사정은 군청사 
부지의 크기나 형상, 군청사 직원수, 군 할 면의 개수
나 군의 상 등이었다. 유형 1로 지어진 군청사는 발견
되지 않는다. 유형 3-1의 경우, 경상북도는 1931년 조선
총독부에 신축 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4개 안 
에서 안동에는 60평 안, 선산· 천·경산·고령에는 80평 
안, 의성에는 120평 안을 각각 채택하여 신청하지만[13] 
이 로 신축되지는 않았다[2]. 

 

3.2 공통형: 유형 4 및 유형 5의 평면

Table 1에서 유형 4와 유형 5는 배치도만 알려졌 있
는데, 이 연구는 그 평면도를 찾을 수 있었다. 1931년 9
월 화재로 주군청사가 소된 후[14] 그해 작성한 신
축계획안(Table 4의 ①)[15]과 경기도 양평군청사(Table 
4의 ②, 짙은 회색을 칠한 부분은 나 에 증축을 계획한 

사무실임)[16]가 유형 4이고, 강원도 인제  화천군청
사 신축평면도가 유형 5이다(Table 5의 ①,②)[17]. 유형 
4는 2층, 유형 5는 단층이다.

Table 1(유형1·2·3), 4(유형4), 5(유형5)의 평면구성을 
함께 보면, 1) 면에 주 , 후면에 계단실과 부속가를 
배치, 2) 면에서 좌우 칭 유지, 3)앞쪽 복도(평면도에 
록색 처리)를 민원인 기소, 부속가와 연결하는 뒤쪽 
복도(평면도에 회색 처리)를 직원용 복도로 구분하는 3
가지 특징은 모든 유형의 공통 이다. 한편 유형1·2는 
면보다 측면을 짧게 하고 유형3·4·5는 4) 면을 길쭉
하게, 측면을 짧게 처리한다. 자로 지어진 사례가 발견
되지 않는데 반해 후자로 지어진 사례가 많으므로 4)를 
공통형 평면구성의 일반  특징으로 보겠다. 

Goon
(construction year)

type 4

1st floor 2nd floor

① GwangJu
(not constructed)

② YangPyung
(1921)

not shown in the 
source

* source: ① [15], ② [16] 

Table 4. Plans of the prototype scheme 4 and 5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Goon
(construction year)

type 5
(one-story building)

① InJe
(1932)

② HwaCheon
(1933)

* source: [17] 

Table 5. Plans of the prototype scheme 4 and 5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3.3 공통형과 대비해 본 개별형의 평면구성

기존연구([2])와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공통형 군청

사의 5가지 평면유형에서 벗어나고 문헌상으로 신축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그 평면구
성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935년 6월 평안북도가 할 군청사에 한 1936년
도 수선계획을 승인받기 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

로 보낸 문서[18]에는 의주군청사 평면도(Table 6의 ①)
가 첨부되어 있다. 한 1940년 3월 황해도가 조선총독
부 내무국장 앞으로 할 군청사 증축 산을 신청하기 

해 보낸 문서[19]에는 황주군청사 평면도(Table 6의 
②)가 첨부되어 있다. 두 문서에 따르면 둘 다 목조 2층
으로 지어져 있었다. 

Goon
(construction year)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① EuiJu 
(1918)

② HwangJu (1922)

* source: ① [17], ② [18]

Table 6. Plans of Goon office buildings in Pyungbuk-do 
(①) and Hwanghae-do(②) for repair

이들의 평면구성을 3.2에서 정리한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구성 특징과 비교하면, 의주군청사는 공통형의 특징 
1)·4)는 공유하지만, 을 면우측에 치우쳐 내어서 

2)( 면에서 좌우 칭)을 벗어나고, 한 앞쪽에는 복도

가 아  없고 직원용 편복도를 후면에 면해서만 내어 3)
(민원인용-직원용 복도 구분)을 벗어난다. 황주군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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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을 공유하지만, 의주군청사와 마찬가지로 후면에 
편복도를 내어 3)에서 벗어난다.
한편, 공통형의 평면구성의 특징과 완연히 다른 개별

형 군청사 평면도 있다. 1931년 9월 주군청사가 소
된 후 라남도 회계과 선계에서 작성한 평면도이다

[20](Table 7). Table 4 ①의 화재 직후 작성한 평면도는 
계획안에 그쳤다면, 1932년 Table 7의 이 평면도 로 철

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exterior

* source: [19]

Table 7. Plans for new GwangJu Goon office Building

1·2층 평면도에서 록색 칠한 L자형 복도가 나고 직
각으로 꺾인 복도, 즉 좌측 사무공간(1층: 사무실·군수실, 
2층: 회의실·사무실)과 우측 부속공간(숙직실·탕비실·소
사실·변소) 사이에 나 있다. 이 듯 계획된 실들과 사무

공간·부속공간의 구별배치 제는 공통형과 같다. 그러
나 L자형으로 처리한 복도에 바로 계단을 내어 민원인 
기공간과 직원 용 복도를 구분하지 않은 ,청사-부
속가 구분과 연결복도를 없앤 은 기존의 공통형 뿐 아

니라 개별형의 평면구성에서 볼 수 없던 기법이다. 마치 
사무소의 편심코어 평면과 같다. Table 7에서 보듯 

외  역시 모더니즘의 향이 완연하다. 

4. 결론

1910년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공통도면 작성)는 조
선총독부 직속의 건축조직이 맡았다. 그러나 늦어도 
1926년 이후부터는 도의 설계조직(도-내무부-회계과-
선계)도 설계에 참여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건축조직
이 작성한 기존의 공통도면을 일부 변형(‘활용’)한[3] 안
을 만들기도 하고 아  개별도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
시 신문·잡지 기사는 이 모두를 ‘설계’로 지칭했다. 
도 소속 설계조직은 3-4단계의 규모만 달리한 공통도

면 평면도를 작성해서 군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했음을 

확인했다. 이때 군 업무에 필요한 실들을 군에 따라 달리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들을 사무공간-부속공간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은 군 마다 유지하면서 건물 

체를 일제히 축소하거나 확 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주었

다. 공통도면 활용의 한 방식이라 하겠다.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에서 군청사 설계를 담당한 인물

로 기사 쿠니에다 히로시를 확인했고 장조사도 이 조

직이 맡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29년 이후 도 소속 
건축조직에서 군청사 설계를 담당한 인물들의 이름도 몇

몇 확인했는데 모두 기수 다. 
본 연구가 발굴한 개별형 의주군청사(1918년 신축)와 

황주군청사(1922년 신축)는 공통형 군청사의 사무공간-
부속공간 구분  청사 평면구성 특징 일부를 공유하므

로 공통형의 향을 읽을 수 있지만, 민원인 기공간 역
할을 한 복도를 없앤 신 군청 직원용의 편복도를 후면

에만 낸 특이성을 보인다. 어떤 이유로 이 방식을 선택했
는지, 할 도 건축조직의 설계인지에 해서는 추가 연
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도 건축조직 설계가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겠다.
한편 1932년 신축된 주군청사는 여타 공통형·개별

형 군청사가 공유하는 평면구성 특징에서 벗어나 소규모 

 사무소 건축의 평면구성과 모더니즘의 향이 분명

한 외 을 보여 다. 하  행정 청사로서는 이례 인

데, 주군이 상당히 요한 상을 가진 군이었을 뿐 아
니라 남 소속 건축조직이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

해하고 최신의 모더니즘 경향을 수용· 용할 만한 설계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 다. 공통형 군청사는 1930년
 후반까지도 꾸 히 지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보
듯이 1932년경에는 군청사 설계에서만큼은 공통도면의 
향에서 완 히 벗어날 만큼의 설계 자유도가 도 소속 

건축조직에 허용되었음을 엿보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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