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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충청수 성은 충청해역의 왜 방어와 조운선 보호를

담당하던 충청수군의 본진이었다. 충청수 은 재 보

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성이다.1) 통제

은 세병 으로 라좌수 은 진남 의 용으로 객

사건축이 유명했지만, 충청수 은 보정이란 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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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제501호

유명세를 팔도에 떨치던 곳이었다. 수군의 본진인데도

불구하고 보정의 풍 이 천하제일 명승지로 각 을

받게 되면서 당 의 시인묵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하고 있는 수 백편의 보정 시문이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반면에 아 건축에 한 기문이나 기록은

매우 고 소략한 편이다.

잔존하는 아건축 한 3 에 불과하며 이마 도

모두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축된 것이다. 한 동헌 일

곽이 서 있던 그 일 는 오천 등학교의 교사가 들

어섰기 때문에 발굴조사도 곤란한 곳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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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ungcheong Suyeong(忠淸水營) is very rare. How were the

Gaeksa(客舍) and Dongheon(東軒) which are representativ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Suyeong, maintained

and what was the aspect of it, while passing through the upheaval period of the end of Joseon(朝鮮)? And

where was the original place and was there any change in use? It is so regrettable that these subjects were not

figured out yet. So I thought it is very important task to figure out its actual aspect by investigating the

maintain state of the Gaeksa and Dongheon and the change of their places.

So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ed historical records and, based on it, analyzed 「Ocheon GoonJi(鰲川郡誌)」in

various view point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could figured out the maintain aspect of the gaeksa and

dongheon and the change of their places, and be able to deduce the other change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This study could assume the places of each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y comparing this investigated

result and the analyzed result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 in various view points.

As the result of the study done by this method, this study confirmed the maintain state of the Gaeksa and

Dongheon in Chungcheong Suyeong while passing through the upheaval period of the end of Joseon. And this

study figured out the places of the Gaeksa and Dongheon, and be able to confirm their places by the lot number

on the original cadastral map. Along with this, this study could estimate Jo(趙) family's confliction with the

residents at that time by verifying the lot numbers of the Sapaeji(賜牌地) which this family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And among the names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for the Jangkyocheong(將校廳) which is

in dispute because of the name, this study figured out that the author of 「Ocheon GoonJi」made a mistake in

writing Dongheon.

주제어 : 객사(客舍), 동헌(東軒), 충청수 (忠淸水營), 아건축, 지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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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3차의 발굴조사가 있었으나 보정과 성곽

그리고 아 역 외의 공한지를 주로 발굴하 기 때

문에, 객사나 동헌의 조사와는 무 하 다. 따라서

아건축물에 한 조사 연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미미

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편이다.

충청수 은 1896년에 폐 되었다. 그 후 1900년 10

월에 조병세 일문은 충청수 성내에 사패지를 받아 묘

지를 조성하 고, 1901년 4월에는 공해철훼 사건이 있

었다. 그리고 1901년 6월1일에는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수 은 다시 군(郡)의 치소로 정해졌다.

충청수 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일련의 큰

변 기를 거치므로 해서 타 읍치(邑治)의 아건축물

보다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시 상황에서

수 의 표 인 아건축인 객사와 동헌의 존치상태

그리고 그 치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실상을 악하

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오천군지(鰲川郡誌)』는 장교청에 한 오기를 함

과 동시에 스스로 그 오류를 풀어주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1914년에 완성된「지 원도」는 객사와 동헌

의 치를 확정짓고 아건축의 배치도를 구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1872지방지도」보령부지

도는 앞으로「보령부지도(1872)」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 지도의 충청수 성도에 나타낸 아 건축 치를 지

도에 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분석을 요하는데

이는 원 수 성도가 회화식지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870년부터 1910년 까지 한말 격변

기에 충청수 성의 객사·동헌을 으로 한 아건축

에 하여『오천군지』를 심으로 고찰하여 아건축

의 존치 상태와 그 변화를 악하기로 하 다. 그리고

동헌(운주헌)을 장교청이라고 오기(誤記)하게 된 이유

를 밝 이로 인한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한

앞에서 언 한 지 원도에「보령부지도(1872)」의 충

청수 도에 표시된 객사·동헌에 하여, 지 원도의

원리와 회화식 지도의 특성 『오천군지』의 아

배치도를 면 하게 분석하여 객사·동헌의 치를 표정

하고 기타 아건축물의 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한말 충청수 성

2-1. 충청수 성의 연

보령 충청수 성이 재 치에 설치된 것은 1440년

(세종22)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지도서』수군 도

[성지조]에는 “…세종22년에 처음으로 돌로 쌓은 성이

다. 둘 는 3,174척(尺)이고 높이는 15척이며 성가퀴

(城堞)는 280첩이다. 옹성은 5곳이고 치성은 없으며 곡

성도 없다. 동문과 남문, 서문에는 모두 각이 있으

며, 북문과 소서문은 1층 건물로 루(譙樓)는 없다.

해자(垓字)는 서문 성안에 있는데 길이는 1백 장(丈)이

고 비는 50장이며 깊이는 반 장이다”라고 하 다.

같은 사료의 [ 직]조에는 “… 세종29년(1447) 도안

무처치사 박배(朴培)가 처음 수 건물을 지었다. 연산

10년(1504) 수군 도사 이량(李良)이 보정을 지었다.

효종3년(1652) 보령부사와 합했다가 4년 후에 다시 설

치했다 … ”라고 하 다. 이 게 존속하던 충청수 은

1895년 갑오개 의 일환으로 폐 된다. 2)

그리고 1901년에 폐 충청수 은 오천군이 신설되면

서 오천군의 치소로 정해졌고,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

지방 읍치로써의 역할을 계속하 다.

그림 1. 충청수 성 공해 역(국립지리원 항공사진)

2-2. 충청수 의 아건축

충청수 의 아건축은 다양한 업무에 맞춰 각각의

치에 배치되었다. 아에 한 칸수 기록은『여지도

서』의 [공해]조에 나와 있고,『호서읍지』의 공해 내

2) 『고종실록』 33권 1895.윤5.7 칙령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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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여지도서』와 매우 유사하여 본 연구의 참고문

헌에서 제외하 다.「보령부지도(1872)」의 충청수 성

도 나타낸 아건축은 회화식 표 이라는 한계 외에

는 매우 상세하게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여지도

서』[공해조]의 공해시설과「보령부지도(1872)」의 충

청수 도에 그려진 아건축, 그리고『오천군지』의

충청수 배치도(1895년 상황)를 참고하여 그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표 1〉을 작성하 다

재 충청수 성에 유존하는 아건물은 내삼문과

객사가 원래 치에서 이 되어 있고, 진휼고는 원래

치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 동헌·객사 건축

조선은 지방에 부·목·군· (府牧郡縣)을 두고 부사·

목사·군수· 감에게 고을을 다스리게 하 다. 한 각

지방 요충지에는 병 (兵營)과 수 (水營)을 두어 병사

(兵使)와 수사(水使)가 군진을 통할하도록 조직하 다.

고을을 통치하는 데에는 정무를 집행하는 동헌을 비롯

하여 각종 사무를 다룰 수많은 종류의 아(官衙)가

필요하 다. 여기에서 표 인 건물은 수령이 집무하

는 읍치의 정청(政廳)인 동헌(東軒)3)과 왕권을 상징하

는 객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군 (軍營)에서도

외가 없이 시행되었다.

3) 동헌은 병사·수사·수령의 政廳으로서 지방의 일반 행정업무와 군

사업무 재 등이 행해졌다. 정면 5-7칸, 측면 3-4칸이며 앙 3

칸은 마루로 된 청이다. 양쪽에는 1, 2칸씩의 온돌방을 꾸몄고 40

여 평 정도 고, 00당(堂) 는 00헌(軒) 등의 을 달았다. 동헌

과 內衙는 담으로 격리되어 있고, 문으로 통할 수 있게 하 다.

公廨名稱

①

여지도서

(間)

②

1872

지방지도

③

오천군지

그림5

번호

殿廳②拱海館③객사 6 ○ ○ 1

병고(兵庫) 6 ○ ○ 2

삼문(三門) ○ ○ 3

東軒②運籌軒③운주헌 5 ○ ○ 4

통인청(通引廳) ○ ○ 5

창방(及唱房) ○ ○ 6

내삼문(內三門) ○ ○ 7

寅和門③南通門 ○ ○ 8

수청간(守廳間) - ○ 8-1

공궤(供饋) - ○ 8-2

헐청(歇廳) 2 8-3

경졸청(敬猝廳) - ○ 8-4

외삼문(外三門) ○ ○ 9

남루(南樓) 3 9-1

內衙②衙舍③內東軒 15 ○ ○ 10

虞候衙舍②中營

28

○ ○ 11

作廳③中營吏廳 ○ ○ 12

내아(內衙) ○ - 13

삼문(三門) ○ ○ 14

사령청 - ○ 14-1

사령청(使令廳) 11 ○ ○ 15

본읍보령형사청 - ○ 15-1

변待變軍官廳 7 15-2

진무청(鎭撫廳) 9 - ○ 15-3

將校廳②將廳 26 ○ ○ 16

군뢰청(軍牢廳) ○ ○ 17

집사청(執事廳) ○ ○ 18

작청(作廳) ○ - 19

청(官廳) 20 ○ ○ 20

리청(營吏廳) 10 ○ - 21

官奴婢廳②奴廳 12 ○ ○ 22

비장청(裨將廳) 9 ○ - 23

어변청(禦邊廳) ○ ○ 24

토병청(土兵廳) 11 ○ - 25

기수청(旗手廳) ○ ○ 26

난후청(欄後廳) ○ - 27

진휼고, 賑恤廳 ○ ○ 28

표 1. 공해 일람표

소 청(所中廳) - ○ 28-1

사공청(沙工廳) - ○ 27-2

공고(工庫) 4 28-3

선고(營繕庫) 3 28-4

화약고(火藥庫) 3 ○ 29

군기고(軍器庫) 20 ○ 30

군향고(軍餉庫) ○ 31

양무고(養武庫) 6 31-1

고(茁庫) ○ 32

선소(船所) ○ 33

집물고(什物庫) 15 ○ 34

해 고(解懸庫) 9 34-1

민고(閔庫) ○ 34-2

고(禮庫) ○ 34-3

호고(戶庫) ○ 34-4

둑묘(纛廟) 3 ○ 35

종각(鐘閣) 7 35-1

덕루(觀德樓) 6 ○ 37

동문루 ○ 38

서문루 ○ 39

서소문 ○ 40

남문루 ○ 41

북문 ○ 42

사 정(四觀亭) 3 42-1

보정(永保亭) 24 ○ ○ 44

능허각(凌虛閣) 3 ○ 45

공 당(拱襟堂) 4 ○ 46

매죽당(梅竹堂) 4 ○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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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의 용도는 일반 읍치에서는 정청(政廳)이었고,

군 (軍營)에서는 도사의 사령부로 사용되었다.

객사에서는 패(殿牌)를 앙 정청(正廳)의 감(龕)

에 안하고, 수령이나 도사 부임 시 연명(延命) 의

례와 삭망에 망궐례 등 기타 요한 의식을 거행하

다. 정청 양쪽의 익헌(翼軒)에는 방을 꾸며 순행 인

찰사나 사신이 유숙할 수 있도록 하 다.

형 건축 형상 요

일

반

형

정청과 양익헌이

분리된 건물

일반 객사형태

일

체

형

정청만 높게

솟은 맞배지붕

낙안객사

단

일

형

일체건물 지붕은

팔작, 세병 ,

진남 , 회원

표 2. 객사의 유형

객사의 건축양식은 〈표 2〉4)와 같이 세 가지 형식

이며 군 의 객사는 통제 의 세병 , 라좌수 의

진남 처럼 단일형이었으며, 충청수 의 객사(공해 )

역시 단일형 구조로 보존되고 있다.

2-4. 선행연구 참고사료

충청수 에 한 발굴조사는 1990년에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2010년 동벽과 보정지에 한 시굴조사

가 이루어졌다. 2011년 조사에서는 보정과 능허각에

하여 정 발굴조사를 시행하 다.5) 이 조사는 일부

성벽과 보정 복원을 한 학술조사로 일반 아지

악을 한 발굴이 아니었다.

충청수 에 한 선행연구6)는 수 의 군사·군제·조

운· 사 등 군사 련 연구로 아건축 연구는 아니었

다. 한편, 그동안에 충청수 련 기사에서 ‘운주헌(運

籌軒)을 객사로 공해 (拱海館)을 동헌으로’ 오해하고

있던 명칭 오류에 하여 “충청수 동헌의 당호는 운

4) 김명래,『남포 의 삶터 공간구조』, 천문화원, 2014, 60쪽

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보령충청수 성 학술발굴조사보고서』,

보령시, 2012, 15쪽

6) 신재덕,「충청수 에 한 연구」, 충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84; 이호주,「오천수 의 기능변화에 한 연구」, 공주 학

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4; 이강길,「조선후기의 충청병 과 수

」, 청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황의천,「조선시 충

청수 과 속진의 치에 한 고찰」,『보령문화』16집, 2007, 8∼

112쪽; 민병선,「19세기 충청수 의 운 과 기능」, 앙 학교 학

원 석사학 논문, 2012

주헌이고, 객사의 당호는 공해 ”이라는 사실을 규명

한바 있다.7)

본 연구에서 참고한 사료 에『오천군지』의 부제

는 ‘前 忠淸水營에 關한 舊慣’이고, 편자는 미상인데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수 과 오천군에서 종사했던 서

기(書記)로 추정되며 일부 오류(誤謬)가 발견되고 있

다. 이 군지는 1장 사 , 3장 직원 … 17장 오천군 설

치 연 등 17장으로 구성되었고 총 55쪽이다. 군지는

조선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충청수 사례집』

(편년, 자 미상)을 근거로 1915년에 재편된 것이다.8)

1914년 부군폐합으로 고을이 상실되는 지역마다 읍지

편찬 분 기가 고조되던 시기와 일치된다.

충청수 련 ‘조사보고서’ 류와 연구 문헌들 일부

에서는 공해(公廨) 련사항을 기술하는데 있어,『오천

군지』의 일부 오류(誤謬)내용을 검토 없이 무비

으로 인용하거나 근거로 개시킨 기사가 발견되는데

유감(遺憾)이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객사·동헌의 존치 상황

3-1. 객사와 동헌의 존치

갑신정변(1884) 이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청일

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내정간섭으로 1895년 7월 통

제 과 각도의 수 과 모든 진(鎭)이 폐지되었다.9) 군

선(軍船)을 비롯한 모든 장비는 군부에 인계하고 미곡

과 등 재물은 탁지부(度支部)에 이 시켰다. 그리

고 5백 년 역사의 충청수 은 폐지되고 말았다.

『오천군지』에서의 “1896年(高宗33年) 節度使 趙義

昌 때에 度支部 訓令으로 基因하여 洪州觀察使 李勝宇

의 謄訓으로 廢營함” 기사에 의하면 실제 폐 은 칙령

이 발표된 그 이듬해에야 완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년이 경과 후 1901년 4월24일(양)에 일어난

‘공해철훼 사건’을『오천군지』는 이 게 하고 있다.

①1901年(光武 5年) 3月6日(음) 「軍部訓合을 基因하여

保寧郡守 權聖洙가 諸軍屬 各洞丁 數千名을 領率 來

到하여 前 水營公廨를 始減撤毁而 其中 保存 는 將校

廳, 禦邊廳, 鎭撫廳, 沙工廳, 旗手廳, 使合廳, 閉門樓, 西

南北門樓, 軍餉庫인바, 그때의 愁慘한 …

7) 김명래, 「충청수 성 동헌·객사의 와 된 당호 복원」,『제30회

국향토문화공모 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15, 93〜122쪽

8) 새한건축문화연구소,『오천성(충청수 성) 지표조사 보고서』, 보

령시, 1990, 9쪽

9) 국사편찬 원회,『고종시 사』3집, 국사편찬 원회DB, 1985.7.15

일자, 1969, (1895.7.10. 칙령 139, 140, 141,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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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정확

하다면 <표 1>에

열거된 객사와 동

헌을 비롯한 부

분 아들은 이때

에 철훼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

해철훼 사건’ 이

후 36일 후인 6월

1일(양)자로 오천

군이 신설되고 그

치소(治所)를 수 에 정하 는데, 오천군 신설에 따

른 충청남도의 발송 공문서를 살펴보면, ①의 기사에

서 보존자(保存 )로 시된 공해 명단에 기록되지 않

은 객사와 동헌이 나타난다.

첫째,『각사등록(各司謄錄)』1901년 8월3일자 충청남

도 교궁신건(敎宮新建)에 한 문서이다.

② 弊郡을 廢營에 新設함으로 初無校宮이오나 郡旣新設, 則

最先急務 , 不可不新建敎宮然後에 可以 立紀綱正名分이요…

군(郡)이 신설되었으므로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에

따라 수 에서는 없어도 되던, 향교(鄕校) 신축이 추기

석 (秋期釋奠)을 목 에 두고 시 해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객사가 철거되었다

면, 읍치에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왕권의 상징인 객

사(客舍) 신건에 한 언 이 없을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둘째,『각사등록』1901년 8월16일자 충청남도 제8호

보고서인 건비(營建費)에 한 문서이다.

③…爲先以最急務大關鍵으로 報告거니와 本郡闕閣

衙舍修葺과 校宮新建之中에 至於大成殿, 則不可不以新

材營建이온바….

여기에서 “本郡闕閣衙舍修葺”을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궐각(闕閣)은 객사의 별칭이며, 아사(衙舍)

는 동헌과 부속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수즙(修葺)은 사

으로 ‘집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이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객사와 동헌은 조 고치고 지붕만 새로

이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객사와

동헌이 ‘①의 공해철훼 사건’때 철거되지 않았으며 존

치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내용인 것이다.

셋째, 각 병·수 , 진·보가 폐지되어, 객사는 기능을

잃고 퇴락하거나 다른 용도로 용되기도 하 지만,

객사제도는 조선말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④ 그리고 각 지방의 객사는 모두 소를 막론하고

객사지기 1인이 리하게 되었다. 10) 객사의 궐패 안

은 거의 한일합병 때까지 지켜지고 있었고 실제 궐패

는 한일합병 바로 직 에야 옮겨졌다.11) 한일합병조약

을 체결하여 이미 국권을 강 한 상황에서 민심을 동

요시킬 우려가 있는 궐패이안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에 에 훈령을 미루는 시책으로 환되었다.12)

여 히 現狀으로 奉安하되 客舍의 顚倒 등과 같은 何等 移

安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상당한 位置에 移安하고 … 闕

牌移安으로 특별히 上道함과 같은 오해가 없도록 諒知할…

객사(客舍)는 국가를 상징하며 국왕의 생사당으로써

신격화(神格化)된 성역(聖域)이었다. 더구나 국력이 쇠

태해지고 일제가 강성해지는 정세에서 조선백성에게는

그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실감을 진무해

주는 것이 바로 객사 다. 따라서 엄격한 객사 리시

책이 국 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신앙과도 같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객사(客舍)에 감히 범 (犯接)하

여 철거를 단행하는 만용이 질러졌을까?

① 기사에서 제시된 ‘공해철훼 사건’은 객사와 동

헌를 심으로 ②공문서의 방증과 ③공문서의 반증 그

리고 ④에서 밝 진 여러 정황 근거에 따라 면 하게

검토한 결과, ①기사에 시된 보존자(保存 ) 명단 13)

은 정확한 사실기록이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3-2. 사패지에 따른 공해 훼철

충청수 은 폐 되어 공성이 되었다. 1900년 10월

조병세14) 일문은 양주 곡산에 홍릉 이장을 계기로,

폐수 을 선 묘지로 사패해 것을 고종에게 주청했

고 고종은 마지못해 윤허했음이『승정원일기』(고종37

년, 1900.10.22)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충청수 에서 천하 승인 보정 역은

조 씨 일문의 역(瑩域)이 되고 말았으니, 이속들

10) 『 보』 개국504년 (1895년) 9월11일 칙령 제163호, 건양원년

(1896년) 8월6일 칙령 제36호 참조

11) 국사편찬 원회, 『各司謄錄』16권,「觀察道來去案」경상도 6,

1910.8.8, 훈령 제93호 ‘闕牌移安의 件’, 718쪽

12) 책 1910.8.29, 學發제44호 ‘闕牌移安에 關한 件’, 731쪽

13) 公廨 保存 명단은 『오천군지』 자가 충청수 의 피해가

막심함을 강조하기 하여 정확한 역사 기술보다는 정황 묘사에

치 한 나머지 공해명단은 疏略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4) 당시 특진 이었고, 을사조약의 무효와 5 신의 처형을 상소하

고, 강제추방 당하자 가마 안에서 음독.

그림 2. 충청수 성의 사패지 6필지



106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 통권117호 2018년 4월

과 거류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이다. 공공의 명승지가 개인의 묘지 터가 된다는 것은

나 지 이나 정서상으로 납득되지 않는 처사이며 공

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일 것이다.

게다가 충청수 이속들은 비슷한 처지 던 라

좌수 이속들이 집요하게 청원한 결과 1897년 6월1일

여수군(麗水郡)이 신설(新設)되는 사례를 보았다. 한

오천군 신설을 탄원하는 박계 의 상소가 비 되는 편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오천군 신설에 한 청의서」

가 내각에 품의(『각사등록』1900.4.27)된 해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3-1 ①기사에서 공해철훼의 추진 동인은 조병세

일문의 사주일 수 있다는 실마리가 엿보이는 상소가

있는데, 이속들에게 심한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

충청 수 의 옛터에 무덤을 이장하 으나 분을 만드

는 일을 채 마치지 못하 으니, 청이 아직도 있기 때

문이었습니다. 수 을 이미 없앴으니 건물도 마땅히 훼

철시킬 것이기에 오직 조정에서 조만간 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과연 군부의 훈칙(訓飭)이 있

었으나 해 (該營)의 옛 이배(吏輩)들이 소란을 일으킨

탓에 지되고 말았습니다. 오천에 군(郡)을 설치한 뒤

에도 읍의 치소(治所)를 기어이 옛날 로 두려고 한 것

도 이 무리들이 종용한 것입니다.15)

1901년 4월24일(양) ‘공해철훼 사건’으로 철훼된

아건물 에서 보정은 확실하게 철회(撤毁)16)되었

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철거 당시 들보에서 나온

보정 상량편액은 “天上樓臺書中江山”이었다는『오

천군지』를 들 수 있다. 보정 터는 조 씨 일문이

사패 받은 땅이 되었다. 사패지에 속한 보정 인근

에 있던 능허각, 공 당, 매죽당도 그 당시까지 보

되고 있었다면 보정과 동시에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수 성의 지 원도17)를 살펴보면 원도 완성 당

시(1914년)에 조 씨 일문의 사패지 지번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 여기서 소성리 659번지와 615

번지 그리고 539-2의 지목은 ‘墓’라고 나타났으므로

이장지임이 분명한 것이다. 사패 받은 묘지는 3개소

로 분산되어 있으며, 수 성 내 658번지 등 6필지이

15) 『고종실록』43권, 1903.09.26 特進官趙秉世疏略

16) 各 名勝個所 事蹟 永保亭은 1504년(燕山君10년) 咸川君 李良이

新建이더니 1901년(光武5년)3월6일(음)에 自保寧郡으로 撤毁放賣한

事 (미상,『오천군지』, 1915, 34쪽)

17) 국가기록원,「지 원도」, 1914년, 鰲川郡 川東面 蘇城里 原圖

二十枚之 14, 15, 18, 19號

며 총 면 은 10,409m2에 이르 다.

3-3.『오천군지』의 장교청 오기(誤記)

『오천군지』는 장교청이 아닌 아를 장교청으로

오기(誤記)하 다고 보이는 곳을 3군데나 남기고 있다.

자가 어찌하여 분명하게 식별되는 객사나 동헌을 장

교청이라고 지칭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미

『보령시지(保寧市誌)』는 ‘공해 을 장교청’이라고 잘

못 었다고 문제를 제기하 다.

⑤…원래 오천군 청사가 있던 공해 을 오천군지에 장

교청이라고 잘못 어놓는 바람에 옮겨온 객사도 무조

건 장교청 이라고 부른 데서 오랫동안 명칭의 오류를

가져온 것이다 …18)

이와 같은 원인을 악하고 그로 인한 오류(誤謬)를

해소하기 한 에서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볼 필요가 있다. 장교청이 아닌 다른 아건물을 장교

청이라고 지칭한 사례를 다면 으로 고찰하여 그 진

를 검토해 보자.

1) 무인 선발시험 장소

『오천군지』는 22쪽에서 무인 선발시험을 장교청에

서 실시했다고 기술하 다.

⑥ 武材選取하기 하여 每年 十月에 選武都試場을 將

校廳에 設하고 舟師邑方射擧 를 取試하여 入格 一人

을 當日에 直赴去帖하고 直報兵曹하여…

여상진의 논문19)에 의하면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

(鄕試)는 객사에서 베풀어진다고 하 고 아래와 같은

기문과 사료에 나온 사례를 제시 하 다.

⑦客舍는 소 正寢에 殿牌를 奉安하며, 東西廳에서는

머물게 함에 정성으로 大賓을 하고 文武를 試驗하

는 곳이다. 20)

⑧客舍의 가운데 正堂에 나아가니 百家의 큰집 에 최

고이며 … 科試는 반드시 이곳에서 베풀어 행하 으

니, 많은 선비들이 모두 차례로 모여들었다.21)

⑨… 외방의 과시는 으 그 읍의 객사에서 베풀어지게

마련이다.22)

18) 보령시지편찬 원회, 『보령시지 (中)』, 보령시, 2010, 312쪽

19)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 학교 학

원 박사학 논문, 2005, 43〜44쪽

20) 여상진, 의 논문, 2005, 181쪽 재인용

21) 여상진, 의 논문, 2005, 181쪽 재인용

22) 『 종실록』 종5(1664) 윤6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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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방에서 향시[小科

初試]를 시행하는 장소는 객사 다. 충청수 에서도 무

과나 무인 선발시험을 실시하 다면 그 장소는 당연히

객사 을 것이다. 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곳으로 계

가 가장 높은 아 다. 따라서 최하 계인 장교청

에서의 시험실시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⑥의 기사에서 지칭하는 장교청은 의도 인

와 (訛傳)이거나, 어떤 착오(錯誤)에 의하여 객사를

장교청이라고 오기(誤記)한 것으로 단된다.

2) 조사(朝仕)장소

『오천군지』29쪽에는 원들이 수사에게 아침에 문

안드리는 조사(朝仕) 행례를 서술하고 있다. 우후(虞

侯)23)나 비장은 매일아침 조사행례를 장교청 상에서

하고 기타 원은 뜰아래에서 실시 한다는 것이다.

⑩…朝仕 每朝에 水使 起寢後에 …朝仕令을 口令으로

發後에 虞侯가 先次越房 現謁問安하고 裨將이 其次 問

安하고 將校廳上 其他는 庭下에서 拜禮를 行함.

수 에서 계(位階)가 가장 높은 아는 객사와 동

헌이다. 수 성에서 아의 계는 치조 역에 속하는

객사와 동헌을 필두로 외조 역에서는 (中營), 비

장청, 작청, 장교청( 인 신분) 등… 순서가 일반 인

계순서라고 볼 수 있다. 수사(水使)가 아 계를

무시한 채 최고 권부를 두고, 하 군속기 인 장교청

에 가서 아침마다 문안을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서 조사(朝仕) 장소는 일반

읍치의 경우는 분명히 동헌이겠으나, 군 (軍營)에서는

객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단, 수사는 집무

처인 동헌에 출근하여 자리에 정좌한 후 문안을 받는

것이 정상 인 행례라고 단된다.

『오천군지』 자는 ⑩의 기사에서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장교청을 시하여 기술내용이 스스로 모순임을

드러내었다.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집필 당시는 폐

된지 30여년이 지난 후이므로 객사나 동헌 등을 습

으로 장교청이라고 불 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게

통용된 나머지 이미 보통명사화 된 명칭을 그 로 사

용했을 것이란 추정을 해 본다.

아무튼 ⑩기사를 통하여『오천군지』는 조사장소를

장교청이라고 시하여, 스스로 신빙성이 없음을 자술

(自述)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것이다.

23) 『여지도서』, 1464년에 우후를 두었고 정4품 무 으로 수군의

군을 겸하며, 高風일 때는 수 에 있고 和風일 때는 원산진에 머

물면서 외 을 살피고 조운선을 검한다. …

3) 오천군 사무실

『오천군지』21쪽에는 오천군의 사무실 치를 수

의 옛 장교청으로 정했다고 기술하 다.

⑪1901年(光武5年)陰 辛丑四月初十八日에 新設 鰲川郡하

고 事務室位置를 舊將校廳에 定하다.24)

사무실 치를 구 장교청에 정했다는 문맥을 살펴보

자. 사무실이 치 할 터를 의미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면, 장교청 건물 자체를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 공문서에서는 군청의 사무실을 구체

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오천군

신설에 한 청의서」25)에서 “군청 치는 폐지 수 에

잉치(仍寘)하고”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다.

조정에서는 군청 청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천군지』는 ‘구 장교청’을 신설 군청사무실의

치’로 단정하고 있다. 이 기사가 당시 상황에서 행과

정서에 부합되는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나 어

짚어 보면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장교청이 보존되었다하여도, 객사와 동헌이 존

치되고 있는데 구태여 최하 계 아인 장교청(양

반이 아닌 인 이하의 신분 직역)을 군청 사무실로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림 3. 1900-1910년경 충청수 성 경(가필)

이는 당시의 행이나 일반정서와는 격 처사가

되므로 실 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 경우에도 2)항에서와 같이 동헌을 무조건

장교청이라고 지칭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셋째, 1900년경의 충청수 성 사진26)과『오천군지』

50쪽의 오천군 유건물 배치도를 고찰하여 보자. 먼

「보령부지도(1872)」의 충청수 도에 표시된 객사

와 동헌의 배치상태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충청수 성에서 심축을 이루고 있는 객사일

24) 『오천군지』, 21쪽. 여기서 4월 18일(음)은 4월 15일의 誤記

25) 鰲川郡 新設에 關한 請議書, “第二條 郡廳位置 廢止水營에 仍

寘고” (『각사등록』 1900.4.27.)

26) 새한건축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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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과 동헌일곽은〈그림 3〉의 사진에서 일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헌 일곽은 그 로 존치되고 있으나 우

뚝 돋보이는 객사는 <그림 6>에서 동헌 좌측에 있었

는데 우측으로 이축되어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군사무실은 동헌일곽으로 단할 수

밖에 없는 치 정성을 가지며 일곽에 부속된 통

인청 등은 숙직실로 용하기에 유리하 을 것이다.

여기에서도『오천군지』는 스스로 모순 이 보인다.

군사무실을 장교청에 정한다고 했음에도, 배치도에서

는 동헌일곽 치를 군사무실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장교청은〈그림 5〉와〈그림 6〉에서 서남쪽 끝단

으로 표시되고 있다. 동헌 자리와는 확연히 다른 역

의 외각에 치하며, 그 계는 2)항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최하 에 속한다. 그러한 건물은 동헌 역인 상

역으로 이축될 수 있는 정당성도 없고, 동헌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림 4. 오천군 유건물 배치도(1907년 후반) (가필)

그래서 ⑪기사에서 시한 장교청은 동헌(운주헌)을

잘못 기재한 오기(誤記) 고, 신설 오천군의 사무실을

수군 도사의 근무처인 구 동헌으로 정한 것은 무나

당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항에서는 객사를

장교청이라 했고, 2)항에서는 동헌을 장교청이라고 했

으며, 3)항에서는 동헌을 장교청이라고 오기(誤記)했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게 에서 분석된 결론은『오천군지』에서 지칭

한 장교청은 객사나 동헌의 오기 다는 사실이다. 이

와 같이『오천군지』의 일부 오류가 일단은 밝 졌다.

하지만 편자가 어떤 의도로 객사와 동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장교청이라고 지칭하 는지, 그 본의에

한 의문은 다음의 과제로 한다.

그림 5. 『보령부지도(1872)』의 충청수 성도(가필)

4. 객사·동헌의 치

4-1. 아 배치도 분석

충청수 성에는〈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여

개의 아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시 별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추 아에 해당되는 동헌 일

곽과 부수 시설의 입지 치는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되었으나, 객사는 오천군 설치 이후에 이축(移築)

되었다.

각 공해별 치 분석은〈그림 5〉에 도시된「보령부

지도(1872)」의 충청수 도 아배치를 기 으로 하고,

〈그림 6〉에 도시된 아 배치도를 참고하 다. 〈그

림 6〉의 작성 시기는 갑오개 이후 1895년 폐 (廢

營) 직 27)의 상황으로 비정된다.

〈그림 5〉에서 22개 아(창고·문루 제외)가〈그림

6〉에서는 24개로 늘어났다. 아의 변화는 리(營吏)

기 인 작청과 리청, 수사의 보좌기 인 비장청, 군

사기 인 토병청과 난후청(포병 ) 내아 등 6

개 아가 어든 반면에, 진무·형사·소 ·사공청

동헌 부속의 수청간, 공궤, 경졸청 등 8개가 신설되었

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긴다.

이 배치도에서 동헌일곽에 있는 흡창방(吸唱房)은

창방(及唱房)을 오기(誤記) 한 것으로 보인다.28)

27) 1차 甲午改革(1894.7.27.∼1894.12.17) : 六曹체제 신, 奴婢.班常

제도 , 警務.司法 新制 / 1895.7.15. 外營廢營

28) 1872 지방지도, 타 군 의 아기록에서는 及唱房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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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 성의 아 배치도(1895경) (가필)

4-2. 충청수 성의 입지

1) 충청수 성의 입지와 건축 심축

충청수 성은 천수만에서 육지 안쪽으로 치하여,

항로는 좁으나 수심이 깊어 항상 선박 출입이 가능하

고 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성곽 둘 모양은 심

장과 흡사하며, 북쪽 해안은 20여m 높이의 벽지 로

고소 라 불렸던 바 가 있었다. 성의 동쪽과 서남쪽

성벽은 해발 40여m 정도이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경

사지 부분은 경작지와 주거지로 사용되었다.

북쪽 해안에 치한 구릉지는 정자 역으로, 해발

5m에서 10m사이의 평탄지역은 아 역으로 구분하

여 건축의 심축을 설정하여 고찰하 다. 주남철은

“건축의 배치와 좌향(坐向)을 생각하면 축(軸)의 설정

문제다. 축은 환언하면 좌향과 일치하기도 하는데…여

러 채의 건축물이 모여 큰 공간을 형성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 다.29)

충청수 성에서 아 역의 건축선(建築線)은 동문

과 서소문을 연결하는 직선과 평행하는 서문길이다.

이 아 역의 건축선에 수선(垂線)을 그려서, 보정의

앙과 연결시키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직선의 축이 생

긴다. 이 축선은 지세에 의한 좌향(坐向)과 부합되어

아 역의 건축 심축(建築中心軸)으로 간주된다. 한

좁은 성(城)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자 역의 건축 심

축은 서향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산세의 흐름을 따르

는 당시의 건축 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29)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2005, 15쪽

그림 7. 충청수 성의 공해 입지와 건축 심축

2) 지 원도 분석

지 원도30)는 일제가 토지조사부와 같이 제작한 도

면이다. 1912년부터 지 이 완성되기 시작하는데 보령

지역의 지 원도 생산연도는 1914년이며, 지 원도는

지번, 지목, 소유자를 기록하여 당시의 토지상황을 확

실하게 악해 볼 수 있는 과학 인 자료이다.

〈그림 8〉에서 수 성의 토지는 체 235필지로 국

유는 지15필지, 기타 7필지이고, 사유지는 지 88필

지, 묘지 3필지, 기타 경작지 등 122필지로 구성되었

다. 지가 88필지인 것으로 미루어 수 성내에는 최

소한 88가구의 민가가 거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국유 지는 당연히 아건축물이나 각종 창

고가 입지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국유지는〈그림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 서문길과 북문길 안쪽에

모여 있고, 일부는 서문길 남쪽 가로변과 북문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형태이다. 수 에서 계상 제1 역은

객사와 동헌(내아·부속사 포함) 일곽이 형성되는 치조

역이다. 제2 역은 일곽 비장청 일곽과 작

청을 비롯한 나머지 아들로 구성되는 외조 역이다.

이 아 역은 고도 5∼10m에 치한 평탄지역이

며 북쪽 구릉지를 배산(背山)으로 기 수 있어 객사

와 동헌의 치로 격인 곳이라 할 수 있다. 고도

10m∼20m 범 의 경사지와 구릉지역은 산세가 서향

30) 충청수 성 지 원도는 오천군 천동면 소성리 20-14,15,19도엽

이며, 국가기록원에서 발 된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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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하여 객사의 입지로는 좌향 설정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심하게 노출되는 계로 군

의 사령부인 동헌의 치로서도 정지로 보기에 곤

란하다. 일찍이 구릉지에는 보정 등 정이 자리 잡

고 있었다. 보정은 진주의 석루처럼 작 과 수조

(水操: 훈련)를 할 때는 장 (將臺)나 망루로 사용되기

도 하고, 평상시는 명정자로서 명성이 드높았다.

그림 8. 충청수 성의 토지 황도(1910년 경)

그림 9. 충청수 성의 아지 배치 구획도(1872 기 )

4-3. 객사 동헌의 치

1) 아건축 배치에 한 고찰

충청수 의 공해(창고·문루 제외) 치는〈그림 5〉

에서 아배치를 기 으로, 지형 입지분석과 지 원

도의 지목 분석을 해보면,〈그림 9〉에서와 같이 객

사·동헌지와 실무 아지 등은 5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지는 국유지 9필지가 필요했음을 악할 수 있었다.

4-2 에서 수행한 지형 입지분석과 지 원도 분석

결과 1872년 수 성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객사·동

헌지는 662와 665번지가 가장 유력하게 정되었다.

662번지는 내아, 665번지는 객사 일곽과 동헌 일곽

부속사와 외삼문 그리고 덕루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지조건으로 부합되었다.

실무 아지 1구역에 있는 국유 지 661번지에는 수

사의 종사군 이 근무하는 비장청 일곽과 기수청이 배

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71번지는 리청과

청이 소재하 고, 672번지에는 다수의 노비들이 머물

고 기거하는 노비청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 아지 2구역에 국유 지 663번지에는 작청 일

곽의 입지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부속지에 난후청, 어변

청, 토병청이 들어섰고, 국유 664번지에는 장교청 입지

가 유력하고 사령청이 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그림 10. 충청수 객사와 삼문(이축)

아지 3구역에서 국유 지 657번지는 군뢰청이

치하 고, 1907년부터는 군뢰청이 없어지고 치안유지

기 인 주재소가 설치된 곳이다.

아지 4구역의 599번지( 지, 국유)는 북문인 지

역으로 실무 아 지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군

우후의 (中營)지로써 당한 치로 분석되었다.

2) 객사와 동헌의 치 표정(標定)

“객사는 마을의 심지 는 동헌과 가까이 자리 잡

는다”31)고 하 다. “객사는 국왕의 권 를 나타내

31) 주남철, 「객사건축의 연구」, 『 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3호,

1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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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 만큼 좌향만은 남향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객

사는 동헌보다 계가 높은 상징 시설이므로 읍치의

앙을 하며 경 을 지배하 다”32)라고도 하 다.

〈그림 10〉은 객사와 삼문이다. 객사는 면 4칸

측면 2칸의 단일형이고, 형 인 진형 외 으로

1986년 665-2번지에서 치(602번지)로 이 되었다.

객사·동헌 일곽으로 진입하는 길목에는 일반 으로 홍

살문을 세웠다. 이는 신성한 공간 즉 유교의 정치이념

을 실천하는 공간을 부각시키며, 홍살문-외삼문-내삼

문을 통과하여 동헌에 이르는 진입 계를 설정한 것이

며, 삼문형식을 구비하는 것이다. 홍살문의 치에

한 것은 차제의 과제로 넘긴다.

〈그림 11〉은 객사 일곽과 동헌 일곽을 지 원도에

표정하고, 작청을 비롯한 기타 아의 치를 1)항의

고찰에 따라 지 원도에 표정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아 배치는「보령부지도(1872)」의 충청수 도를 근

거로 하 다.

그림 11. 충청수 성의 아건축 치 표정(1872)

4-1 에서「보령부지도(1872)」와『오천군지』의

아배치도<그림 6>에 나타나는 아의 변화를 언 하

다. 여기에서 산술 으로 2개 아가 증가된 양상이

지만, 두 시 사이에 신축 아 기사는『오천군지』

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때 조선 수군은 서구와 일본

해군의 력 앞에 명 직 의 상황에 처해있는 시기

다.『여지도서』에 기록된 헐청(歇廳)과 진무청이

「보령부지도(1872)」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림

6>의 아배치도에 다시 등장한다. 이는『보령부지도

32) 읍의 鎭山이 동·서쪽에 있어 읍치의 향이 동·서향일 경우, 衙舍

는 읍치의 향을 따르는 것이 일반 이지만, 客舍만은 반드시 正廳에

殿牌를 모시고 북향하여 배례할 수 있도록 한 것… 水原 華城이나

주 남한산성에서 구체 인 사례가 확인된다. …함경도 갑산부의

객사와 평안도 유 의 객사도… 모두 남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상진, 앞의 논문, 2005, 38〜39쪽)

(1872)』에서 그 아를 락시켰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게 락이 되었다면 아의

개수는 숫자상으로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수청간, 공궤, 경졸청 등은 동헌에 딸린 수사의 수발

업무로써 원래부터 수행되던 업무를 세분한 것으로 보

인다. 수 의 실무 기 인 작청, 리청, 비장청, 토병

청, 난후청 등은 갑오개 에 따라 되었고, 새로운

소 청, 사공청, 형사청의 신설도 갑오개 에 따른 행

정개편의 일환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근거의 발굴은

다음의 과제로 넘긴다. 작청에는 사공청이 생겼고,

1907년 후반 이후에는 <그림 4>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학교 교사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군사무실이 된 동헌과 객사의 이축(移築)

에서 살펴본 결과 1872년과 1895년의 아배치 상

태는 작은 변화 지만, 1907년 후반의 상황을 그린

〈그림 4〉의 배치도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사진에서 군청사가 된 건물은 그 규모와

일곽의 구성형태가 동헌 건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

다. 긴 용마루곡의 용과 그 일곽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물은 동헌 건물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에 띄는 변화는 체 아배치도에서 좌측

에 있던 객사가 군사무실 우측에 치된 것이다. 여기

서 군사무실은 구 동헌 건물임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작청, 비장청, 장교청 등 군사시설과 리·노비 련시

설이며 정자 등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우편실과 학교가 새로 선 보이고 군뢰청 자리에는

주재소가 배치되었다. 주재소라는 명칭 33)의 새로운

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배치도는 1907년 6월 이

후의 유건물 배치상태로 단되며, 그 유건물의

치를 지 원도에 표정하면〈그림 12〉와 같아진다.

그런데, 객사는 무슨 이유로 이축되었을까. 다시〈그

림 3〉의 사진을 살펴보면 동헌 일곽의 우측에는 뚜렷

하게 식별되는 단일형의 객사건물이 확인된다.<그림

10> 재까지 객사를 이축해야 할 이유가 명시된 사

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오천군지』의 <그

림 6>과 <그림 4>에서 객사의 치는 분명하게 동헌

의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이동이 확인된다.

이유의 하나로써 객사 터에 새로운 청 신축계획에

따라 객사를 이축했을 가능성이다. 객사지( 665-2번

지)는 재 오천면사무소가 있고, 인 657번지는 보령

경찰서 오천 출소가 있다. 이곳은 서쪽 성벽이 철거

33) 1906.10.1. 충남경무서 오천분 소, 1907.6.20. 홍산분서 오천주재소

설치 (보령시지편찬 원회, 『보령시지 (上)』, 보령시, 2010, 572쪽)



112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 통권117호 2018년 4월

된 후부터 주민거류지와 오천항에 가장 근 한 행정

심지가 되는 등 일련의 계획에 부합되는 곳이었다.

한 청과 리청이 폐지·철거된 671번지는 객사

지로서, 입지 여건이 동헌(군사무실) 우측이며 평행 배

열되어 있어 객사의 권 와 계가 그 로 살아나는

곳이라 생각된다. 이 게 이축된 객사는 1911년에 조

사된 일본총독부 문서34)에서도 건축면 은 17평이고

부지면 은 135평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2. 오천군 국유 건물 배치도(1907년 후반)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한말 충청수 성의 객사와 동헌을

심으로 아건축물의 치를 확인하고 존치상태를

악하 다.

『오천군지』를 분석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지 자체의 오류를 발견하 는데 ‘동헌이나 객사를

장교청’이라고 오기(誤記)된 기사 다. 그리고 1901년

‘공해철훼 사건’ 이후에 보존되고 있다는 ‘공해 명단’은

객사와 동헌이 존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악하 다. 이는 이 연구에서

기 이외의 성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객사와 동헌은 1901년 “공해철훼 사건” 때에

훼철되지 않고 존치되었음을 확인하 다. 구 동헌은

신설 오천군의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객사는 1901년부

터 1907년 사이에 이축되었음을 확인하 다.

둘째, 『오천군지』는 객사에 해서 1회, 동헌에

해서는 2회나 장교청이라고 오기(誤記) 하 음을 규명

34) 조선총독부, 『各道所在客舍取調件』,1911.4.17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오천군의 군사무실도 장

교청이 아니라 구 동헌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객사와 동헌 일곽은 지 원도 상에서 소성리

665번지( 지)로 분석되었다. 좌측에는 객사 일곽과 우

측에는 동헌 일곽을 배치하고도 면에 문루 부속

시설 등이 구비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다.

넷째, 1901년 ‘공해철훼 사건’ 의 배후 원인의 하나

로 여겨지는 충청수 내 사패지는 보정이 치한

구릉부의 4필지와 성의 동남쪽에 2필지로 각각의 지번

과 소유자를 확인하 다.

본 연구는 한말 충청수 아건축의 치와 존치상태

를 확인하 고 사료 상에 오류를 밝 냈다는데 의미를

가지며, 객사와 동헌 외에 기타 아건물에 해서도 정

확한 치 확인에 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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