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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nicipal Building of Busan was the first western-style building of Korea in 1879. It was also the

predecess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On the other hand, the Municipal Building of Busan was a

symbolic structure that shows the history of Busan. The Municipal Building of Busan has inherited the

construction location and site, including the speciality of Choryangwaegwan, and is a good example of the

process of inheriting the authority of the former space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the building. The Municipal

Building of Busan was relocated to the edge of the coast in 1934 because a small and dilapidated building failed

to function properly. The relocation of the Municipal Building of Busan in 1934 was the origin of changing the

coastal space in downtown. As a result, landfill sites along the coast were in the limelight and developed into

the downtown area of Busan after Korea's liberation.

주제어 : 부산부청, 초량왜관, 부산일본영사관, 부산이사청, 관수왜가, 부산시청

Keywords : Busan Municipal Building, Choryangwaegwan, The Old Busan Japanese Consulate,

The Office of Japan manager in Busan, Gwansuwaega, Busan City Hall

1. 서 론

부산부청(釜山府廳)은 1879년 이 땅 위에 건립된 최

초의 서양식(西洋式) 건물인 부산일본영사관(釜山日本

領事館)을 승계하였으며 오늘날 부산광역시청의 전신

(前身)이다. 부산지역 근대 및 일제강점기를 동시에 상

징했던 부산부청은 1938년 부립(府立) 도서관으로 전

용(轉用) 중 화재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지만, 조선후

기 이래 지역사(地域史)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기도 하다.

부산부청의 역사는 1678년 초량왜관(草梁倭館)의 관

수왜가(館守倭家) 건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근대

개항으로 1879년 전례 없는 일본전관거류지의 설치 계

기를 마련한 부산일본영사관 그리고 1906년 통감부 치

하 부산이사청으로 이어졌다. 전관거류지를 계승한 부

산부(釜山府)가 1914년 행정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의

동래부(東萊府)를 대신해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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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면서 오늘날 부산광역시청의 전신이 되었다.

조선후기 이래 부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부청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 다만 일제강점기 관영정책을 주도했던 조선

총독부의 건축기구와 관료조직 그리고 일본인 청부업

자간에 발생했던 식민지 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경

제적 수탈에 있어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1936년의 부

산부청 신축공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

다.1) 1936년에 이뤄진 부산부청 이전·신축공사의 배경

과 추진과정에 연구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량왜관의 관수왜가 부지

위에 1879년 건립된 부산일본영사관에서 1936년 청사

이전(移轉) 직전까지 존치된 부산부청에 대해, 부지 활

용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건축과정과 공간변용을 고찰

하려 한다. 이는 부산의 역사에서 행정관청이 지녔던

존립 및 건축적 특성에 기반을 둔 공간적 의미를 찾기

1) 건축역사 분야의 선행연구로 이금도·서치상의 「1936년에 완공된

釜山府廳舍의 입지와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

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 No.1, 2006)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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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세기 제작된 지도에서 초량왜관 내 관수왜가 모습

[출처 : 부산고지도(2008)에서 발췌 및 편집]

그림 1. 18세기 말 초량왜관의 전경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왜관도]

위한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본고에서는 공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둔 입지의

특성과 건립, 유지 및 관리 그리고 공간의 권위를 계

승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장소가 갖는 권위는 공간

의 위상과 연결된다. 오늘날 부산광역시청은 옛 동래

부 관아가 아닌 일제강점기 부산부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적 위상과 권위를 이어받았으므로, 건축사적 관점

에서 그 존재에 대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으로 부산부청 및 이전 대상지

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시간적으로 1879년 부산일본영

사관의 건립에서 1936년 이전·신축 공사 무렵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 원래의 건물이 소

실로 멸실되었으므로 문헌고찰에 의존하였다. 특히 기

존 사료를 중심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관련 도면

과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발굴한 공문서 및 건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미시사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2. 초량왜관 공간의 계수(繼受)

2-1. 초량왜관의 위상(位相)

조선후기 초량왜관(草梁倭館)은 유일한 대일(對日)

외교 및 교역의 장소로서, 왜관으로는 네 번째로 숙종

4년(1678)에 설치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왜관의 설치

는 기본적으로 쓰시마의 왜구에 대해 교린(交隣)과 회

유(懷柔)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유화책의 하나였다.

태종 7년(1407) 동래지역 내 부산포(釜山浦)에 최초

의 왜관이 설치되었고 근대적 개항 때까지 줄곧 유지

하였다. 그 결과 임진왜란의 격전지가 되었고 또한 유

일한 통교처가 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19세기 말 초량왜관의 공간적 변화는 일본 내부로부

터 시작되었다. 왜관의 역사에서 초량왜관은 가장 큰

규모와 긴 존립기간을 지녔고, 쓰시마의 도주(島主) 가

문에 대해 후의(厚意)를 베푼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1872년 이른바 명치유신(明治維新)에 의한 왕정복고

(王政復古)가 진행되면서, 쓰시마 도주의 대(對)조선

교역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몰수되었다. 그리고 1873년

무렵 초량왜관의 관할권이 조선의 동의 없이 일본 외

무성(外務省) 직할 소관으로 넘어갔다.

일본 외무성 소관이 된 초량왜관은 이른바 조선국재

근관리청(朝鮮國在勤管理廳, 이하 관리청)으로 변모하

였다. 이 여파로 왜관 기능은 잠시 정지되었다가 1876

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따라 초량왜관의 지위는 동래

부사와 일본 관리관의 협상에 좌우되었다.

부산구조계조약(釜

山口租界條約)은 초

량왜관이 전관거류

지로 변모하는 근거

와 계기를 만들었다.

예부터 왜관의 토지

와 건물 모두 조선

이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교

묘하게 동관(東館)의

관수가(館守家), 재

판가(裁判家), 개시

대청(開市大廳)만을 조선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선창

(船艙) 일곽과의 교환 형식으로 모두 차지하였다.2) 즉

이 조약으로 인해 임차권(賃借權)도 되지 않는 권리가

급작스럽게 소유권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속에서 나

타나는 초량왜관의 관수왜가 모습이다. 관수왜가는 쓰

시마의 도주가 파견한 왜관 관리인의 처소였다. 일본

외무성은 초량왜관을 점거한 후 관수왜가에 관리청을

설치하고 외무성 관리(官吏)를 직접 파견하였다.

1873년 관리청으로 변모한 관수왜가는 기록상 48칸

규모에 중문(中門) 3칸, 곡장(曲墻) 75칸, 측문(側門)

내외 1칸이라 하였다.3) 내부 모습은 다음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교토대학 전자도서관에서 공개

한 조선도회(朝鮮図絵)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사료를

2)『高宗實錄』 13권, 高宗 13년(1876) 12월 17일 기사

再經協議, 除舊稱裁判家者外, 以朝鮮國政府所構貳字, 與日本國政府所

構舊稱改船所及倉庫等六字交換, 以充兩國官民之用

3)『增正交隣志』3권, 館宇

館守倭家四十八間, 中門三間, 曲墻七十五間, 墻有小門, 側間內外一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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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도회(朝鮮図絵) 중 관수가 내부 모습

그림 4. 1884년 무렵 부산일본영사관 전경

[출처: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130년(2005)]

통해 파악되는 관수왜가는 이리모야즈쿠리(入母屋造)

의 지붕을 갖추고 개방적인 엔가와(緣側) 그리고 가는

나무를 종횡으로 조합한 데고시(出格子)가 보이며 현

관문은 카라하후(唐破風)로 장식했다. 또한 외부는 이

시가키(石垣)로 둘렀고, 담장 안으로 벚나무가 보인다.

이처럼 초량왜관은 19세기 말 명치유신 이후 외무성

관할로 변모하였고, 부산구조계조약으로 인해 전관거

류지의 기반이 되었다. 관리자의 처소인 관수왜가는

일본 외무성이 관리하는 관리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2-2. 영사관에서 이사청으로 전용(轉用)

이 땅의 최초 서양식 건물인 부산일본영사관의 시작

은 외무성 소관 관리청에서 비롯한다. 1876년 부산구

조계조약에 따라 옛 초량왜관 전부를 관리청이 맡았

다. 관리청은 곧 영사관(領事館)으로 전용되었고 신축

공사가 계획되었다. 1879년 3월 1일 관수왜가의 철거

와 함께 신축공사가 이어져 그해 10월 2일에 마쳤다.4)

일본 외무성 문건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부산일본

영사관의 신축 배경은 건축물의 노후화였다. 기존 건

물의 불하를 통해 신축비용의 조달이 계획되었다. 당

초 신축비용은 4,884円20錢으로 그리고 불하대금은

4,070円20錢으로 예측하였고, 매각대금 전부를 잡수입

명목 하에 대장성(大藏省)으로 납부하는 조건이었다.5)

공사 진행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외무성 주도로

옛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이루어진 후 내각(內閣)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부산부
사원고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1879년 10월로 신축 낙

성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측 공문서에서 신축비용의 청

구와 정산은 다음해인 1880년 9월에 처리되었다.6) 최

종 처리된 신축비용은 6,251円66錢5厘였고 불하에 따

른 매각대금은 5,957円89錢2厘였다.

1880년 2월 28일 일본 외무성은 신축된 부산항 관리

청을 영사관으로 변경하였다.7) 1880년 4월 영사(領事)

4) 부산부, 『釜山府史原稿(영인본)』6권, 釜山領事館の建物略沿革,

1986, 129∼130쪽

5) 日本国立公文書館, 朝鮮国釜山港官舎建築請求ノ件(公02457100),

1879.12.24.

6) 日本国立公文書館, 朝鮮国釜山港領事館建築費并不用建物払下ノ件

(公02831100), 1880.9.27.

의 정식 부임과 함께 개청(開廳)했던 부산일본영사관

은 1914년 이후 부산부청으로 다시 전용되었다.

다음 <그림 4>는 이 땅의 최초 서양식 건물이라 알

려진 일본영사관의 모습이며, 좌측으로 관사(官舍) 건

물이 함께 보인다. 서양식 목조와즙(木造瓦葺)의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용두산을 배후로 두고, 요

세무네즈쿠리(寄棟造)의 지붕에 식민지풍(colonial) 외

랑식(外廊式) 형태를 갖췄다. 그리고 건물 외벽은 널빤

지로 포개어 붙인 비늘판에 서구식 창문을 달았다.

이와 같이 막대한 공사비 지출로 초량왜관을 철거하

고 건물을 신축한 배경에는 과거 조선과 쓰시마 간의

조공(朝貢) 형식을 빌린 기존 교역체계를 타파하고, 그

들의 국세(國勢)를 조선 내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즉 의도 하에서 제국주의 시대 서구인들이 식

민지 개척을 위해 고안했다고 알려진 19세기에 유행한

식민지풍 건축 양식을 이 건물에 도입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부산일본영사관은 개설 이후 한말에서 을사늑약 때

까지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였다. 모든 일본인들은 일

본 본토에서 조선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

항을 거쳤고, 또한 부산항 내 영사관에 신고해야했다.

그리고 부산항을 통해 유입된 일본인들 대부분이 옛

초량왜관의 공간을 계수한 부산일본전관거류지에 머물

렀고, 이곳을 기반으로 조선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광무 10년(1906) 2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부산일본

영사관은 부산이사청(釜山理事廳)으로 전용되어 지역

통치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을사늑약에 따라 한성에는

통감부가, 그리고 지방에는 이사청이 설치되었다.8) 전

7) 부산부, 『釜山府史原稿(영인본)』6권, 釜山領事館設置と井上外務

卿の稟請, 1986, 1∼2쪽.

8) 국가기록원, 『官報』(1906.2.12.), 統監府府令 第六號 理事廳位置

及管轄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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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역 면적 비고

1909년 本館 1층 132평 洋式木造瓦葺

本館 2층 101평 洋式木造瓦葺

本館 3층 4평 改築으로 增設

物置室 41평 2개소(27평·14평)

宿直室 6평 改築

小便室 19평 改築

1913년 本館 1층 增築

1915년 本館 외관 교체

便所 4평 외관 교체

표 1. 1917년 작성된 부산부청 건물대장 내역

그림 5. 부산일본영사관과 개·증축 후 부산부청

관거류지의 행정을 담당했던 부산일본영사관이 부산이

사청으로 전용됨에 따라, 이후 부산지역은 경상도 동

북부 지역 행정권을 장악한 행정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다. 도시사적 관점에서 초량왜관의 공간을 계수했던

부산일본전관거류지가 훗날 부산의 원도심으로 부각되

는 계기는 이 시기로 부터 비롯한 것이다.

영사관 건물이 이사청으로 전용되었지만 부산이사청

의 관할 범위가 경상도 동북부 및 강원도 남부 지역에

이르고 있어 행정 처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9) 부산이

사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영사관 규모로서

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축이 추진되었다. 1909년 부

산이사청은 고시(告示)를 통해 업무공간의 이관을 알

리고 있는데, 부산이사청 행정사무는 부산 금평정(琴

平町) 13번지에서 그리고 사법사무는 부산경찰서 누상

(樓上)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10) 이 고시를 통해 건

물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공사기간 동안 행정 처리를

위해 인근 건물로 잠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량왜관 관수왜가의 기지(基地) 위에 건립

되었던 부산일본영사관은 통감부 설치 이후 부산이사

청으로 전용되었다. 그리고 부산이사청이 경상도와 강

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관서로 확대됨에 따라 대대

적인 개축을 통한 건물의 전용이 이어졌다.

3. 행정관서로서 건축적 특성

3-1. 공문서를 통해 본 건물내역

1909년 부산이사청은 영사관 건물의 개축을 통해 지방

행정관서로 전환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조선총

독부 직접 통치가 시작되었고 전국 개항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자치권을 누리고 있던 일본인 거류민단은 지방행

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1914년 부제(府制)

가 공포되었고, 일본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부에는 조선

인 거주의 동급 행정 구역인 군과 다르게 부협의회를 두

어 일본인의 지방 정치 참여가 일부 허용되었다.

1914년 부제의 실시에 따라 옛 부산일본전관거류지는

부산부(釜山府)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부산이사청 건물은

부산부청(釜山府廳)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5>는

상반정(常磐町) 11·12번지[現 東光洞 11번지]에 위치했

9)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 소장된 釜山理事廳法規類集에 따르면 경

상도의 경우 동래를 중심으로 김해, 밀양, 영산, 창녕, 현풍, 고령,

성주, 지례 등을 서남부 경계로 하였고, 강원도의 경우에 평창, 정

선, 삼척 등을 남부 경계로 하여 관할에 두었다.

10) 국가기록원, 『官報』(1909.7.10.), 釜山理事廳告示 제19호 釜山

理事廳 事務를 釜山琴平町 및 釜山警察署 樓上에서 取扱하는 件

던 부산부청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다.11) 부산부청의

모습이 옛 부산일본영사관 외관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

는데 이는 1909년 대대적인 개축에 따른 것이다.

부산부청은 부산이사청 시절인 1909년에 첫 개축이 있

었고, 이어서 1913년과 1915년 두 번에 걸쳐 증·개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물 규모와 외관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지방청

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에서 부산부청에 대한 건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이 건물대장은 1917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부산부청의 건물 변화를

상세하게 살필 수 있다.

다음 <표 1>은 《지방청건물대장》에서 부산부청에

대한 건물대장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원래 영사관 시절

의 건물 규모는 2층이었으나 1909년 부산이사청으로 기

능이 전환되면서 4평의 3층을 증축하였다. 또한 물치실

(物置室)과 숙직실, 변소 등의 공간은 개축공사로 내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청건물대장》에 따르면 부산부청의 대지면적은

총 504평이었고 건물구조는 서양식 목조와즙(木造瓦葺)

이며 1층은 132평, 2층은 101평, 3층은 4평이었다. 그리

고 숙직실은 서양식 목조평가로 개축했으며, 물치실은 2

곳인데 서양식 목조와즙으로 27평 및 14평으로 각각 설

치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909년의 개축 공사가

가장 크고 변화가 많았고, 1915년의 공사는 건물 외관 변

경을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사진

11) 사진출처는 부산시립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

하다』, 2007, 63∼64쪽

12) 국가기록원 소장, 지방청건물대장(CJA0002575) 중 부산부(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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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적원도상 부청 위치

그림 8. 1915년 부산부청사 증축 설계도(국가기록원)

그림 6. 1909년 부산이사청 청사 개축 설계도(국가기록원)

그림 7. 1915년 부산부청 증축공사 배치도(국가기록원)

자료 대부분은 1915년 공사 이후의 부산부청 모습을 촬

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9년 부산이사청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에는 약간의 도면이 남아 있어13) 증축 과정의 일부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부산이사청 청사개축도면의

일부로 정면과 측면, 평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도면에 따르면 건물의 지붕구조는 왕대공트러스였고

현관에는 쿠루마요세(車寄)를 갖추었으며 외벽은 비늘판

벽으로 마감했다.

그리고 1915년의 부산부청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가

기록원에 소장된 배치도 및 설계도를14) 통해 그 과정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1914년 부제 실시에 따라 청사의

확장이 요구되면서 증축 공사가 실시되었고, 그 내용은

지방청건물대장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7>은 증축 부

분을 표시한 배치도이며, 청사 우측 편에 사무실과 변

소를 신설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림 8>에서는

본관 1·2층의 외관 교체 상황을 보여주며, 또한 신설

된 변소에15) 대한 상세도를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부산부청은 1914년의 부제 실시에 따라 부

산이사청 건물을 전용한 것이며, 1909∼1915년 사이 세

차례의 증·개축을 통해 건물의 확장과 변모를 이루었다.

그 결과 부산부청은 옛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

양식 목조와즙의 3층 규모 건물로 남겨지게 되었다.

3-2. 건물배치와 평면구성의 특징

오늘날 부산부청의 위치는 옛 사진과 사료를 통해

13)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부산이사청청사

개축설계도(Q05300001 및 Q05300009)

14)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부산부청청사증

축공사배치도(Q05300013) · 부산부청청사증축설계도(Q05300006) ·

부산부청부속변소증축공사설계도(Q05300012)

15) 부산부청배치도에 의거해 1915년 신설된 변소는 부윤관사와 인

접한 물치실에 마련된 공간이며 본관 건물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부산시 중구 동광동 11

번지 일대로 알려져 있

다. 이 부지는 용두산

공원과 인접한 산 중턱

의 경사지로, 오랜 기간

필지의 분할로 인해 소

유권은 분산된 상태이

다. <그림 9>는 1913년

작성된 지적원도 상에

서 초량왜관의 관수왜가와 부산일본영사관 그리고 부

산부청이 자리 잡았던 상반정 11·12번지 일대를 나타

낸 것이다. 부지의 북서쪽은 용두산과 접하였고 남동

쪽으로 평평한 대지 위에 건물들이 자리 잡았다.

부산부청의 배치는 본 연구를 위해 발굴한 국가기록

원 소장 ‘부산부청사신축실시계획에관한건(釜山府廳舍

新築實施計劃ニ關スル件)’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16)

<그림 10>은 1929년 부산부청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서 첨부된 부산부청 배치도로서 부청과 부윤관사(府尹

官舍)의 배치를 표시하였다. 당시 부산부청 규모가 너

무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부윤관사를 현재의

부청으로 이전한 후에 부윤관사 부지와 인접 부지를

16) 국기기록원 소장, 부산부관계서류(CJA0002736) 중 부산부청사

신축실시계획에 관한 건(1929)[통합검색,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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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부산부청 배치도(국가기록원)

그림 11. 부산부청의 1·2층 평면도(국가기록원)구입하여 그 위에 부청을 새롭게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도면이 작성된 것이다. 이 도면에 따르면 오늘날 동광

동 11-6, 11-8, 11-30, 11-32, 11-36번지 일대에 부산

부청이 그리고 동광동 11-2, 11-70번지에 부윤관사가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부청 평면도는 본 연구를 위해 발굴한 국

가기록원 소장 ‘부산부청사급분윤관사현존건물존폐이

축도면(釜山府廳舍及府尹官舍現存建物存廢移築圖面)’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17) <그림 11>은 1924년 부산으

로 경상남도청의 소재지 변경을 위해 작성된 문건에

첨부된 도면으로, 부산부청이 장래 도청사로 활용 가

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평면도에서 1층은 하계(下階)로, 2층은 상계(上階)로

기재되었고 면적은 각각 91.125평 및 57평으로 표기되

어 있다.

그런데 1924년의 평면도에 기재된 1, 2층 건물면적

은 132평 및 101평이라는 1917년에 작성된 건물대장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아마도 1924년 무렵의

건물면적은 본관 1층과 2층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면적만을 산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상기 배치도를 통해 부산부청의 초창기 원형을 찾는

다면 우선 전면에 베란다를 두고 남향으로 객실과 식

당, 침실을 배치하며 작은 내부정원을 가운데에 두고

그 양측으로 침실과 사무실을 두는 ‘⊔’배치형태가 흔

했던 식민지풍 외랑식(外廊式) 건물이었던 것을 감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층 노대(露臺)와 어

진영실(御眞影室)을 제외한 면적만이 초창기 공간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증축된 현관은 내부직원용이었고, 일반인들

은 인민공소(人民控所)라 불린 대기소를 통해 별도로

17) 국기기록원 소장, 경상남도도청이전관계서류(CJA0003877) 중 부

산부청사도(1924)[통합검색, 2018.10.18.]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1층 현관을 거쳐 우측으로 부

윤실과 비서실이 그리고 그 주변에 각종 사무실이 배

치되었다. 2곳의 내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이 가

능하였으며, 어진공간을 갖춘 회의실이 공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증축을 통해 마련된 노대 공간이 양

측면에 설치되었다.

2층 평면도는 증축과 개축 영역을 추정하게 해 준

다. 어진영실 아래의 1층 사무실 그리고 1층의 서고,

탕비실, 소사, 숙직, 물치실, 서무계 우측의 사무실 등

여러 공간이 증축을 통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소와 노대, 대기실 등이 외부로 확장되면서

외관 변경도 함께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간의 협소로 인해 실내 공간은 전용되거나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보관 공간에

불과했던 1층의 물치실은 기술원실(技術員室)로, 2층의

식당(食堂)이 재무부(財務部)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청 내부 진입이 뚜렷이 현관과 일반인 대기

실로 구분되면서 내부 진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일

반인의 진입이 가능한 대기실 주변 사무실은 학무계

(學務係), 권업계(勸業係), 지방계(地方係)가 함께 사용

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노

대와 3층으로 진입은 오직 재무부 사무실[옛 식당]을

통해서야 가능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건물대장 및 각종 도면간의

비교 결과로, 부산부청 평면공간은 1909년의 개축을

통해 거의 완성되었고, 1913년 및 1915년의 공사는 주

로 소규모 공간의 증축과 이에 따른 외관 교체를 목적

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부산부청은 1909년에서 1915년에 걸친 3차례

의 증·개축을 통해 행정관서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갖추었다. 그렇지만 직원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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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29년의 부산부청사 신축부지 도면(국가기록원)

전용이라는 두 갈래 진입 통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으며, 공간의 협소함에 따른 사무공간의 전용

이나 중첩 활용은 향후 건물 신축의 여지를 남겼다.

4. 부산부청의 신축 이전과 그 영향

4-1. 신축 이전의 배경

일제강점기 부산부가 지녔던 지방행정관서로서 지위

는 막강했다. 1914년 부제(府制)의 실시로 출범한 이후

경상남도의 일부에 불과했으나, 일본 본국과의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중심지가 되었다. 통치상의 편의와

효율성을 목적으로, 1925년 경상남도 도청(道廳)이 진

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행정중심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향후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이자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1924년 12월 8일 총독부령 제76호로 경남도청 소재

지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도청으로 부산부청이 고려되

었다. 이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24년 ‘경상남도청이

전관계서류(CJA0003877)’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이 문

건에는 부산부청의 당시 건물 내역과 향후 활용과 관

련한 ‘부산으로 이전 설비비 계산서(釜山へ移轉設備費

計算書)’가 첨부되어 있다. 이 계산서는 부산부청사를

경남도청으로, 부윤관사를 도장관관사(道長官官舍)로,

부산경찰서를 헌병대와 경찰부(警察部) 청사로, 민단역

소사(民團役所舍)를 부산부청으로 건물 전용을 통해

향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공문서이다.

이 문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남도청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부청 건물에 3만 円의 수리비

를 투자해야 하며 부산부윤의 관사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도지사의 관사로 활용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민단역소사는 부산부청으로 전용해 사용하면

경남도청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부산부청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협

소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결국 경남도청은

1925년에 중도정(中島町)과 부민정(富民町) 일원 즉 오

늘날의 부민동 일대로 대규모 신축공사를 통해 진주

(晋州)에서 이전하였다.

과거 초량왜관과 최초 개항장이라는 배경에 의해,

일본인의 거주여건이 어느 곳 보다도 완벽히 갖춘 도

시가 바로 부산이었다. 그 덕분에 부산부의 호구와 인

구는 1914년 무렵 13,259호·55,094명이었으나 1928년에

이르면 25,542호·116,207명에 이르게 된다.18) 이처럼 14

18)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도별 호구 및 인구 중 부산부 참조

년 만에 2배에 달하는 인구 증가세로 인해, 1915년의

개·증축을 마지막으로 지속되어 온 부산부청 건물의

행정 처리는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수밖에 없었다.

1929년 4월 부산부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부산부청

신축을 위해 공사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의 요지는 기존 부산부청사와 부윤관사 두 동

(棟)을 모두 철거한 후, 부윤관사는 부산부청사로 옮겨

짓고 부산부청사는 부윤관사 부지와 그 인근 관유지

그리고 학교조합이 가진 공유지를 합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9)

다음 <그림 12>는 계획서에 첨부된 청사신축을 위

한 부지도면으로, 부산부청사와 경찰서 그리고 학교조

합이 가진 부지 모두를 대상 부지로 포함시키려는 의

도로 작성한 것이다. 당시 부산부청 주변의 관유지 6

필지(661.3평)와 공유지 1필지(358평)를 합한 7필지

1019.3평이 부산부청 신축부지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산부의 청사신축계획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려되었다. 1929년 11월 부산부는 부세(府勢)의 증가

로 기존 청사 건물이 협소하므로, 총 30만 円의 신축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채인가(起債認可)를 조선총독부

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29년 10월 이래 시작된 세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긴축재정(緊縮財政) 방침에

따라 12만 円에 달하는 국비(國費) 제공은 여건상 불

19) 국가기록원 소장, 부산부관계서류(CJA0002736) 중 부산부청사신

축 실시계획에 관한 건(1929)[통합검색,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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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답신이 왔다.20) 당시 부산부가 제출한 기

채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비 12만 円은 토지 구입비

로 사용하고, 건물공사비는 부비(府費) 18만 円으로 충

당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부산부청의 주변은 초

량왜관 이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기에, 충당 될 부지

의 지가(地價)가 너무 고가(高價)였으므로 막대한 국비

조달 없이 신축공사는 불가능했다.

당시 부산부의 입장에서는 폭증하는 인구 증가에 맞

춰 부청 건물을 확충해야 했다. 건물 자체가 1879년

이래 지속적인 증축으로 유지되어 노후화가 심각했고,

인구의 증가폭은 폭발적이었다. 다음 <표 2>는 1914

년 행정구역 편제로부터 1934년까지 부산부와 동래군

의 인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21) 1914년 당시 조선시

대 동래부를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리시켰는데, 일본

인이 다수를 점한 초량왜관 일대를 부산부로 정했고

그 나머지에 기장현을 합해 동래군으로 하였다. 부산

부의 인구증가는 조선인이 다수를 구성했던 동래군을

상회했는데 그만큼 유입인구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연도 부산부 인구 동래군 인구

1914 55,094명 77,962명

1919 74,138명 84,108명

1924 82,393명 85,129명

1929 119,655명 93,766명

1934 163,814명 106,925명

증가율 +108,720명(197%) +28,963명(37%)

표 2. 일제강점기 부산부와 동래군의 인구 변화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로 일본에서 대륙으

로 보내는 군수물자의 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부산항의 위상은 그만큼 커

질 수밖에 없었다. “부산은 商港으로서 漁港으로서

朝鮮諸港 중 주요한 위치를 지니며 內地·朝鮮間 교통

의 咽喉와도 같을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연

해주 등 항로의 연계 그리고 歐亞連絡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국제운수상의 樞軸이다”라고 한 조선총독 사이

토 마코토(齋藤實)의 언급에서22) 볼 수 있듯이 향후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부산의 팽창은 당연시 되었다.

지속적인 부산의 인구 증가는 부산부청의 확장을 압

박하였고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의 지가를 낮추지 않는

한 공사추진이 불가능했기에 새로운 부지가 물색되었

20) 국가기록원 소장, 부산부관계서류(CJA0002736) 중 부산부청사건

축비충당 기채에 관한 건(1929)[통합검색, 2018.4.5.]

21)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도별 호구 및 인구 중 부산부·동래군

22) 釜山府,『釜山開港五十年紀念號』,1926, 釜山開港五十週年を祝す

다. 그러던 와중에 1931년 무렵 용미산(龍尾山) 부지가

부각되었다. 남빈해안의 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

행된 남항방파제(南港防波堤) 공사에 충당된 석재(石

材)가 용미산에서 채석됨에 따라 새로운 국유지가 생

겨났기 때문이다. 대체부지로 용미산 일대의 국유지가

선정되면서 이전을 통한 신축공사가 계획되었다.

1934년 용미산 부지로 이전을 통한 부산부청 신축과

관련하여, 국기기록원에 소장된 ‘부산부청사신축비기채

인가의건(釜山府廳舍新築費起債認可ノ件)’을 통해 살필

수 있다.23) 공사비를 기채인가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국유지(國有地)와 부유지(府

有地)간의 교환과 매각을 통해 부지구입비를 낮춰 국

비 6만 6천 円이 포함된 공사비 20만 円으로 이전을

통한 신축공사가 계획되었다. 당시 부산부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인근 부유지를 용미산 일원의 국유지와

교환을 통해 부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이른바 지

가를 고려한 토지간의 맞교환형식을 취했다.

토지교환의 결과로 부지 1,175.5평에 3층 규모의

1,201.14평 면적을 갖춘 신청사가 신축되었고, 이 건물

은 1936년 부산부청으로 시작하여 1995년 부산광역시

청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98년 부산광역시청이 연

산동(蓮山洞)으로 이전하면서 최종 철거되었다.

비록 부산부청 신축은 공사비 조달 여건에 의해 이

전으로 귀결되었지만, 도심의 발전방향을 바꾼 일대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관수왜가에서 비롯하여 부산이

사청을 거쳐 부산부청에 이르기까지, 행정중심지는 조

선후기 이래 줄곧 조선이 정해준 초량왜관 영역 범위

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부청이 지형을 바꾸

면서 마련한 용미산 부지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심이

발달하였고 해안공간을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부청의 신축·이전에 따라 남겨진 건물은 1937년

8월 9일 부산부립도서관(釜山府立圖書館)으로 전용되

었다. 그러나 1938년 2월 9일 화재로 건물은 소실되었

는데 건립 된지 59년 만에 멸실된 것이다.

4-2. 부산부청의 공간적 위상과 역할 방향

1936년 부산부청의 용미산으로 이전·신축으로 인해

1678년 이래 유지되어 온 옛 초량왜관의 공간은 새롭

게 재편되었다. 부산부청의 신축은 부산의 지역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첫째,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던 행정관서가 해

23) 국가기록원 소장, 부산부관계서류(CJA0003056) 중 부산부청사

신축비 기채인가의 건(1934)[통합검색,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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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산부청의 이전 위치

그림 14. 부산부 행정구역 확장 과정[출처 : 부산연구원]

안가로 이전됨에 따라

이른바 해안 변두리가

중심지로 변모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13>은 부산부청의 이전

을 지적도(地籍圖)로 표

현한 것으로, 이른바 내

륙에서 해안으로 공간

의 이동이 발생함을 보

여준다. 즉 초량왜관 시

대 이래 유지되어 온

공간의 활용형태가 이때에 이르러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해안가 변두리에 불과했던 옛 선창(船艙)

일대가 부산부청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개발지로 각광

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1908년 무렵 준공된 북항매립

지(北港埋立地)가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부관(釜關) 연락선이

닿는 1·2부두를 비롯하여 경부선(京釜線)의 종착지인

부산역(釜山驛)과 부산세관(釜山稅關), 부산우체국 등

이 자리 잡고 있어 상업 및 창고시설이 다수를 이루었

는데, 1936년 부산부청까지 이전됨에 따라 매립지를

중심으로 변두리 해안공간이 신도심으로 부상했다.

둘째, 부산부의 행정구역 팽창을 들 수 있다. 1914년

의 부산부는 옛 초량왜관 일대를 기반으로 일본인이

다수인 지역에 한정해 구역을 획정하였는데, 일본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 구조도 점진적으로

변경해야 했다. 1936년의 부산부청 신축을 계기로, 동

래군 관할 일부를 부산부로 편입시킴에 따라 부산부의

행정구역은 확장하였다. <그림 14>는 부산부 행정구

역의 변화를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24) 부산부는 오늘

날 중구, 동구, 영도구 및 서구 일부를 기반으로 편제

했지만, 1936년 이후 적극적인 행정구역 팽창을 시도

해 동래군의 영역 일부까지 편입하였다.

1936년 4월 1일 동래군 서면 일대를 부산부 부산진

24) 부산연구원, 『지도로 본 부산 2015』, 2015, 1장 행정구역 변화

출장소로 개칭하고 사하면 암남리를 편입했다. 그리고

1942년 10월 1일 사하면을 사하출장소로, 남면을 수영

출장소로 개편하면서 동래읍과 사하면, 남면, 북면 부

곡리·장전리까지 부산부로 편입했다. 옛 동래부의 일

부에 불과했던 부산진(釜山鎭) 관할의 일본인거류지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팽창을 거듭해, 기존의 동래부

를 해체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셋째, 일본인이 과반을 점유하면서 그들만의 체계를

유지하던 부산부가 옛 동래부를 대신하는 지역 행정중

심관서로 현재까지 명맥을 계승했다는 점이다. 지역사

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관서는 조선시대 설치된

관아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 초량왜관을

관리하던 관청은 오늘날 동래구에 위치하는 동래부사

의 주재지인 동래부 관아였지만,25) 그 전통은 현재까

지 전해지지 못했다. 동래부의 일부에 불과했던 일본

인 거류지가 부산부로 분리되고, 이후 지속적인 팽창

을 통해 도리어 옛 동래부의 다수 지역을 점유해버렸

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36년 용미산 일대로 이전한

부산부청이 지역 내 중심행정관서로 남게 된다.

또한 1945년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미군(美軍)이

진주하였고 9월 17일 부산부청을 접수하면서26) 공간적

지위를 확정해 주었다. 미군정의 실시로 부산부청은

지역 내 합법적인 행정관서로서 지속적 활용이 이루어

졌고, 미군정이 종결될 무렵 부산시청으로 개칭해 유

지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일본인이 건립했던 부산부청

은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부산시청으로 그

위상을 누렸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를 위한 광역

시 개편에서도 부산광역시청으로 남았고 현재까지 그

전통은 이어져 남게 된다.

다음 <그림 15>는 1940년대 부산부청과 부산대교의

모습이다. 신축된 부산부청과 지근거리가 된 부산대교

의 경우에 최초의 연륙교(連陸橋)이자 유일한 일엽식

(一葉式) 도개교(跳開橋)이다. 부산부청의 이전으로 변

두리에 불과했던 영도(影島)는 새롭게 도심 속으로 편

입할 기회를 갖게 된다. 1934년 11월에 준공한 부산대

교[현 영도대교]는 섬이던 영도를 육지화 시키는 계기

를 마련했지만, 부산부청의 이전으로 인해 한층 더 각

광을 받는 공간으로 도약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29년에 시작되어 1934년 무렵 1차 매립공

25) 1914년 편제된 동래군의 군청은 동래부 동헌을 이어받아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0호 지정되어 보존 중이다.

2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1989, 1062쪽

당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존 케리 소령이 부산부윤에, 다니엘 문

대위가 비서 겸 총무부장이 되어 부산부청을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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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축·이전된 부산부청과 인접한 부산대교 모습

[출처 :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64쪽)]

사 완료로 남빈해안에는 매축지가 생성되었고 남항매

립지(南港埋立地)라 불리게 된다. 남항매립지의 토지

분양(分讓)이 한창 이루어질 무렵인 1936년에 부산부

청이 이전되었다. 이에 신축된 부산부청과 인접했던

남항매립지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남빈해안의 매립 결과로 오늘날 남포동(南浦洞)이

생성하였다.27) 그리고 자갈치시장과 건어물시장의 활

성화에 영향을 끼쳤고, 유흥 및 위락시설이 밀집하면

서 극장거리 조성이 유도되어 오늘날 널리 알려진 부

산국제영화제(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기

반이 된다. 즉 1936년의 부산부청 외곽 이전은 변두리

해안가를 새로운 도심으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던 것이다. 이에 오늘날 ‘부산의 원도심(原都

心)’이라는 대중적인 공간 인식의 바탕에 부산부청의

이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 땅의 최초 서양식 건물이었던 부산부

청의 건립과 의미에 대하여, 부지 계승과 건물 전용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 그리고 건물 이전에 따른 공간 변

화 및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76년 부산구조계조약에 의해 초량왜관의 관

수왜가 부지를 계승한 일본외무성 소관의 관리청은

1879년 이 땅의 최초 서양식 건물로 건립되었고, 1880

년에 부산일본영사관으로 그리고 1906년 통감부 치하

의 지방행정관서인 부산이사청 건물로 전용되었다. 이

러한 변화는 오랜 기간 초량왜관의 존치에 의해 파생

27) 이와 관련하여 송혜영, 「1895∼1936년 부산 ‘남빈해안(南濱海

岸)’의 공간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5

No.06 (2019-06)이 참조된다.

된 결과로 부지의 계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

둘째, 부산일본영사관 건물을 그대로 전용했던 부산

이사청은 1914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으로 부산부청으로

전용되었고, 1909년·1912년·1915년 세 차례에 걸쳐 증·

개축 공사로 행정관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공사

의 배경에는 기존의 영사관 역할에서 벗어나 식민통치

에 적합한 지방행정관서로서 역할에 충실하려는 목적

에서 기인한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증·개축 공사를

통해 부산부청은 다수의 옛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외

관을 갖게 된다.

셋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초량왜관을 기반으

로 성장한 부산부가 옛 동래부를 대신해 지역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중심에 부산부청이 역할을 담당했다.

옛 동래부의 일부에 불과했던 부산부는 1936년 이전·

신축을 거치면서 행정구역의 확장과 해안공간의 개발

에 영향을 주었고 미군정을 거치면서 그 지위와 위상

을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부산광역시청의 전

신이 되었고 여전히 대중에 ‘원도심’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건축물의 멸실로 문헌연구의 한계를 지

니고 있지만, 이 땅의 최초 서양식 건축물인 부산일본영

사관에 대하여 관련 공문서의 발굴과 고증을 통해 일제

치하 식민성과 근대성을 밝혔음을 연구의 의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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