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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장소 두 곳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사라졌으리

라 생각하고 잊혀졌던 서울 속 경기도의 자취가 홀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감영도>를 통해서 보아

왔던 돈의문 밖 경기감영과 광화문 앞 경기도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경기감영도> 속 선화당 뒤편 연못 석축이 흔적만 남은 감영터에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경

기감영의 흔적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영상과 3D스캔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광화문 앞 경기도청사의 흔적 

역시 발굴조사 기관의 협조를 통해 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18 경기천년’을 미리 경축하듯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경기감영ㆍ광화문 경기도청사의 기록

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과 의정부의 경기도청사 관련 기록을 더했습니다. 

2017년, 믿을 수 없이 찰라의 순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다시 사라진

경기감영과 광화문 경기도청의 기억을 이 기록집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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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경기감영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조선의 개국과 새로운 도성의 건립은 경기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를 관할하는 관서

를 새로이 짓게 하였다. 1395년 태조 4년에는 개성이 아닌 한양 중심의 경기 영역을 구

축하였고 태종 역시 태조와 마찬가지로 왕도를 중심으로 경기의 영역을 조정하였다. 경

기를 좌·우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주관하는 도관찰사의 근무처를 수원에 두었다는 기

록이 태종실록에서 확인된다. 이후 세종실록에서는 경기관찰사의 광주 목사 겸임이 확

인되며 이후 문종실록에서도 경기관찰사가 광주목사를 겸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1450년까지 광주에 있던 경기감영은 이후 한성부의 반송방으로 옮겨진다. 1460년(세

조 6)의 실록 기사에서는 당시에 이미 관찰사의 감영이 광주에서 혁파되었었음을 기록

하고 있다. 세조가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성 방위의 중심인 경기감영을 도성과 가까운 곳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96년까지 유지되던 돈의문 밖 경기감영이 수원으로 이전되고 난 후, 이 부지

에는 군영과 광흥학교, 한성부가 위치하게 된다. 감영의 전각은 계속 사용되었으나, 경

술국치 이후 기존 경기감영 주변 전각들이 해체되고 다양한 근대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

작하였다. 하지만 경기감영이 가지고 있던 지적 경계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유지로 

관리되었다.

1914년부터는 고양군청 청사 및 경성감옥 분감으로 이용되었으며, 1921년 서대문 

경찰서가 신축되었고 1923년에 적십자병원 간호부양성소가 개원하였다. 이후 적십자

진료소는 1926년 일본적십자 조선본부병원으로 개칭되어 다시 개원하였다. 이 시기까

지도 경기감영 선화당은 지속적으로 보수되며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다른 전각은 철거되고 근대건축물들이 신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주로와 새문안

로가 있는 대로변 쪽은 개인에게 매각되어 지적경계가 분할되고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해방과 한국전쟁이 지난 후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식건물의 모습마저 사라졌다. 또한 서

울 중심가라는 지리적 상황과 성장을 위해 난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봤

을 때 해방 이후 ‘경기감영’ 권역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선화당이 위치했던 것

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지하 2층까지 있던 유석당빌딩과 지하 3층까지 있던 박영빌딩이 

1980년대부터 위치하여 원지형이 모두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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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 19세기, 지본담채, 135.8 × 442.2,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1394호

백악산·인왕산·북악산·삼각산 아래로 넓게 펼쳐진 돈의문(서대문) 밖 경기감영 일대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오른편에 돈의문이 있고, 5~7폭에 걸쳐서 경기감영

이 보인다. 제6폭은 중앙에 감영의 본관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 정면에는 임금이 덕을 베풀고 백성을 교화함을 뜻하는 ‘선화당宣化堂’이란 편액을 달았다. 또한 경

기감영 주위로 영은문, 모화관, 활터 등 주변 주요 지역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주요 건물에는 이름이 쓰여 있어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벽에 흰색 

칠을 하고 상호명을 써 넣은 약방과 미투리 파는 신발가게, 쌀가게, 행상 등이 큰 길가에 배치되어 있어 조선후기 시장의 생생함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한 관찰사 행렬과 구경꾼들의 자유로운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도시계획, 건축, 생활, 복식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경기감영도>의 제작시기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건물 가운데 가장 늦게 지은 건물은 천연정으로 1741년(영조 17)이며, 비교적 

일찍 헐린 영은문은 1895년 2월에 철거된 정황에 근거하여 1741년 이후에서 189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 시기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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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도 속 감영 세부

1  포정문

2  선화당

3  경기빈관

4  관풍각

5  내아

6  도사청

7  신당

8  사우

9  영이청

10  영은문

11  모화관

12  서지

13  경기중군영

2 3

5

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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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여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1767년~1776년 제작 추정) 

조선 초기 경기감영이 옮겨 갔던 광주목의 위치는 18세기 제작된 고지도에서 ‘고읍기(古邑

基)’로 표기하고 있는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 일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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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동 건물지 유적 전경｜ 경기문화재연구원, 2003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차에 걸쳐 경기문화재연구원의 ‘교산동 건물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교산동 건

물지 유적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관영 건물지 여러 기가 중첩된 대형건물지와 담장지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다. 

고려시대 이래로 중요한 행정구역이었던 광주의 위상에 맞는 규모를 갖추었던 관영건축물 중 하나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건물지

는 관아의 기본구조와는 맞지 않아 광주목의 정청 등 관아 건물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유적에서 출토된 ‘廣州客舍’ 명 기와를 통

해서, 광주목의 객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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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동 건물지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3



돈의문 경기감영 │ 15

하남 교산동 건물지 출토 ‘광주객사’명 기와｜ 경기문화재연구원, 2003



내    용 시    기 위    치

경기감영 설치 태종 2년(1402) 수원

경기감영 이전 세종 연간 광주

경기감영 이전 세조 연간 한양 돈의문 밖

경기감영 중군영 이전 광해군 연간 영평도호부

경기감영 중건 인조 19년(1641) 한양 돈의문 밖

경기감영 이전 고종 33년(1896) 수원 화성

경기감영 이전 1910년 경성 광화문 앞

조선시대 경기감영의 설치와 이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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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명 소재지 건립시기 비    고

경기감영 현존하지 않음
1641

(병자호란 후 재건)
경기감영도(리움미술관 소장)로 인해 경기감영의 상세한 부분과 
서대문 밖 백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음.

충청감영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602

충주감영으로 207년 동안 운영되다가 1602년(선조 35)에 공주로 
옮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충주는 전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었으
나 공주는 보존되었으며 충청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금강 유
역의 중심지로서, 금강수로 및 충청도 각지의 교통로가 수렴되는 
요지에 위치.

강원감영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395
조선시대 500년동안 강원도의 정청(政廳)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간. 임진왜란 이후 재건, 한국전쟁 시 일부 소실.

경상감영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1601
조선 초기에는 경주에 위치해 있던 것이 상주, 팔거현, 달성군, 안
동부 등지로 옮겨다니다 선조 34년(1601년), 최종적으로 대구로 
이전되어 정착함.

전라감영
전라북도 전주시 중앙동

구 전라북도 도청사 소재지
1413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진행 중.

평안감영 평안도 평양 1413 북한 소재

황해감영 황해도 해주 1601 북한 소재

함경감영 함경도 함흥 1509 북한 소재

조선시대 8도 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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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표시한 경기감영 권역 위치

위성사진에 표시한 경기감영 권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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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敦義門  전경｜ Takeichi Hayashi(林武一) 촬영, 明治開化期の日本と朝觧, 1888년 ~ 1891년 사이

한양 4대문 중 서쪽을 향한 대문으로서 흔히 서대문으로 부른다. 위치는 지금의 독립문 근처 사직동 고개 정도로 보고 

있다. 돈의문은 흥인문이나 숭례문과는 달리 문루가 중층이 아니고 단층 구조이다. 경기감영도의 오른쪽에 그려진 모습

이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경성의 전차 궤도 복선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자 총독부의 결정으로 철거되었다. 이후 여러 번

의 복원 시도가 도시화에 의해 좌절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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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문迎恩門｜ Takeichi Hayashi(林武一) 촬영, 明治開化期の日本と朝觧, 1888년 ~ 1891년 사이

영은문은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던 모화관 앞에 세웠던 문이다. 1896년 독립협회가 이 문을 헐고 그 앞

에 독립문을 세웠다. 현재는 방형의 장초석 2개만 남아 있다. 방형이나 4각의 모를 줄여 8각같이 보이기도 

한다. 사적 제 33호 영은문주초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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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문 주초와 독립문｜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헤르만산더, 190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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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중기는 관청에서 관리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되거나 연차별로 재고에 대한 재물조사 성격을 

띠는 문서를 가리킨다. 6방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일반적인 기록 외에 화재가 일어나 

관청 건물이나 재산상에 큰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별도의 중기가 작성되었다. 또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하

는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의 수량이나 품목, 소장내력 등을 작성한 중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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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도광 23년)본 경기감영각방중기｜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국내에 현전하는 3건의 경기감영 각방중기는 1843년(도광23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886년(광서12년/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1889년(광서15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세 시기에 쓰인 것이다. 중기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새로 추가된 사항들을 덧붙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위 3건의 중기 역시 1843년의 중기는 내용이 적은데 

비해서 1886년의 것이 앞의 1848년 중기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을 덧붙였고 마지막 1889년의 중기가 가장 분

량이 많다. 다시 옮겨 적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외에 현전하는 중기는 미국 버클리대학

교 동아시아도서관에 1892년(광서18년) 중기가 보고된 바 있다. 각방중기는 기록을 남길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각 색 별로 기

술하였기 때문에 관찰사의 이름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영고색, 호방색 등은 거의 한 두 기록에 그치고 있다. 가장 기록이 

많고 내용이 상세한 것은 공방색이다. 공방색에는 모두 49명의 관찰사가 나오고 각 관찰사 시절에 있었던 업무 내용이 명시되

어 있다. 업무 내용은 건물의 수리나 신축 등이 3분의 2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자금의 조달 및 지출, 깃발이나 조총, 병장기 

등 군기물의 마련 외에 병장도설이나 지도류의 서책에 대한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다. 『경기감영각방중기』(1843)에는 다른 두 중

기에 없는 선화당을 비롯한 경기감영의 주요 건물을 기록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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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전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제공, 1864년 본

돈의문 밖으로 기영圻營 표시가 보인다. 우측으

로 경교, 북으로 못(池), 천연정, 모화관, 영은문이 

기재되었고 남쪽에 고마청雇馬廳 표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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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도 중 도성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보물 제 1358호,  �서울지도�, 2006

1856~1872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영圻營이 표시되어 있고, 기영 북쪽으로 천연정, 연지, 모화관과 영은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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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기영빈관 모습｜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조선총독부, 『경성부사』 제 2권, 1936

한성부 및 고양군청으로 전용된 경기빈관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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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청｜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조선총독부, 『朝鮮 : 写真帖』, 1921

고양군청에서 근무 중인 조선인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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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청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제공,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한성부 청사의 모습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사진 속 건물과 전면부의 답도, 가석과 폐석의 모습은 <경기

감영도>의 선화당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면 오른쪽부터 6번째 칸에 편액이 걸리고 그 칸을 중심으로 양 옆 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계단이 설치되고 답도가 깔려있다. 전면 칸의 구성은 사진과 <경기감영도> 간의 차이가 보이나 양성

바름과 단청 등 격식을 갖춘 모습 또한 유사점이 보인다. 이 사진 속 건물이 한성부 전용 당시의 옛 경기감영 선화당의 

모습이라는 근거는 용마루 양성의 얼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용역보고서[(재)역

사기술건축연구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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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정문｜서울학연구소 제공, 카를로 로제티, 『꼬레아 에 꼬레아니』 수록

한성부 전용 당시 구 경기감영 포정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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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영사관 사진 속 구경기감영 포정문 모습｜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헤르만 산더, 1906~1907 

한성부가 경기감영 청사를 전용할 당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좌측에 2층 벽돌건물

로 개축된 옛 경기감영의 행랑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 오른쪽으로 옛 정문이던 포정문의 모

습이 보인다. 2층 벽돌건물 위쪽으로 양성바름을 한 대규모 기와 건물이 보이는데, 옛 경기감영의 

선화당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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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과 모화관｜문화콘텐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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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3구역 경기감영지 발굴조사 현장 항공사진｜(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제공, 2017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진행된 돈의3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발굴조사 결과 지속적인 도로 확장과 지하철공사, 그리고 건물 공

사에 의해 대부분의 경기감영 권역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지를 비롯하여 적심과 기단석렬의 일부 확인을 통해 당시 

건물지가 있었던 것은 추정할 수 있다. 잔존하고 있는 유구와 경기감영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해석 한 결과 현재 내아 권역, 사우 권

역, 연지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감영 권역별 배치도

조사완료 전경



34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돈의문 3구역 경기감영지 내 연지 발굴 모습

연지 둘레를 이루는 장방형 석렬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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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 3구역 경기감영지 내 연지 발굴 진행 모습

연지 내부를 십(十)자로 잘라 문화층 확인을 위한 둑을 남기고 아래쪽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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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 관련 유구 중 연지 전경｜(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제공, 2017

경기감영도를 보면 연지는 한쪽 모서리가 없는 장방형으로 선화당 북서쪽에 위치한다. 정자로 보이는 건물이 한 채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넓

은 공터로 표현되어 있다. 조사된 연지는 평면 장방형에 남동쪽으로 세장방형의 작은 연지가 덧붙여진 형태로 경기감영도에서 확인되는 모습과 동일하다. 규모는 

북동-남서11.1m, 남동-북서 9.3m에 남동-북서 2.6m, 남동-북서 7.2m규모의 석렬1단이 덧붙어 있다. 덧붙은 연지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고, 연지는 

남쪽연지와 연접하는 구간에 장대석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치석된 자연석으로 축조하였다. 호안석축은 최대 7단이 잔존하고 있으며, 조성은 암갈색사

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석축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잡석을 이용하여 뒤채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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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 - 연지 세부(1)

경기감영 - 연지 세부(3)

경기감영 - 연지 세부(2)

경기감영 - 연지 세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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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 3D

이 연지의 3D 자료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청, 돈의문3지역 시

행사의 허가를 받고난 후, 발굴조사를 담당한 (재)동북아문화재연구소의 협

조를 받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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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 관련 건물지 - 내아지｜(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제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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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지 적심 세부｜(재)동북아문화재연구원 제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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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터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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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구 경기도청사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대한제국의 내부 청사는 1910년 말경에 공사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완공 후 실제로 

이 건물의 주인이 된 것은 경기도청이었으며, 11월 말 경 이전이 결정되었다. 내부 청사가 경기

도청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한일합병 직후 진행된 지방관제 개편으로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은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청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일자형 평면 양 끝에 수직으로 날개채가 붙는 평면 형태이다. 

신청사의 배치는 탁지부에서 작성한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의 배치도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향은 서향으로 육조거리와 평행하게 배치되었고, 위치는 대략 기존의 안쪽 행랑 자리

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안쪽 행랑과 내삼문이 모두 철거되었다. 한편 본청사 건물이 바로 거리

에 면하여 정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서양식 건물 배치에 의거하여 앞에 있던 외행랑 및 외행랑

과 내행랑 사이에 있던 건물들도 대거 철거되었고, 청사 전면에 걸리지 않은 남측 외행랑 및 건

물 일부만 남게 되었다.

신청사 바로 뒤에는 의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석화당, 정본당, 협선당 등 3채의 중심건물이 위

치하였는데 도청과 이들 건물 간 축이 서로 달라 비스듬한 형태의 마당이 형성되었다. 이후 조

선가옥들의 노화와 근무 공간의 부족으로 옛건물을 훼철하고 근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변

화가 이어졌다.

청사는 조선시대 의정부 건물의 행랑과 내삼문 등을 철거하고 세워졌다. 의정부 청사 건물 중 

1945년까지 남은 건물은 정본당과 협선당, 그리고 서남측 행랑채였다. 이들 건물은 1940년 도

면에서도 확인이 되며, 정본당의 일부는 1945년 광복 직후까지도 확인되다가 이후 1947년 훼

철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까지의 사진을 통하여 당시까지 남아 있던 건물을 보면, 화재로 

소실된 본관 남측 날개채와 정본당, 협선당, 유치장, 서남측 행랑채를 제외하고는 1940년에 있

던 대부분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67년 6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자 이 

터와 건물은 건설부 청사, 내무부 치안국, 서울시경 별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6년 완전히 철

거되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라는 이름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의정부 복원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청 청

사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용역보고서[(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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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광화문 앞 육조대로｜국립민속박물관 제공 , 헤르만 산더, 1906~1907

조선시대 광화문 앞으로는 육조대로가 자리했고 그 양 옆으로 의정부와 육조가 자리했다. 1890년대와 1900년 초에 광화문 혹은 육조거리를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대로 좌우로 길게 관공서와 행량이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며, 중간 중간에 출입용 대문으로 보이는 솟은 지붕이 보인다.



46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경기도청사 신축 이전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모습｜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헤르만 신터, 1906~1907



광화문 구 경기도청사│ 47

경기도청사 신축 이전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제공, 만주와 조선, 일본제국철도, 1913



48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신축 초기 경기도청사의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조선총독부,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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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배병주효료수여식(木杯幷酒肴料授與式) 본관 후면 정원의 모습｜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경성부사, 1934

광화문 앞을 지나는 인력거｜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 조언자(한국), 역사와 여행, 1920 

정원 안쪽에 설치된 연결복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건물

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10년대 사진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청 본관 및 

정본당 사이의 정원에서 개최된 행사(木杯幷酒肴料授與式)를 촬영한 

사진이다. 본관 후면과 1910년에 설치된 복도각, 복도각 뒤 기존 건

물 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 용역보고서[(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광화문과 그 앞을 지나는 인력거의 모습이다. 오른쪽에 해태상 뒤

로 보이는 건물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매표소 용도로 지어

진 것이다.



50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1920년대 경기도청의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조선 사진첩, 조선총독부, 1921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매표소 용도로 지어졌던 가건물이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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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경기도청의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신광사, 1930 



52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내부청사(경기도청사)신축공사설계도제1호 배치도 및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19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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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사(경기도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2호 정면도｜국가기록원 제공,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1909~1910 



54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내부청사(경기도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3호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내면도 등｜국가기록원 제공,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19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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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경기도청사공간이용상황｜경기도청 청사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56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도면과 사진을 참조해 재현한 구경기도청사 본관 모습｜OBS경인TV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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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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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조선총독부 일대 모습｜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일본지리풍속대계-조선편, 신광사, 1930 

경기도청 전모를 알 수 있는 사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항공사진이다. 의정부 당시부터 있었던 정본당, 협선당 외에 1910년 

신축된 본관, 1928년에 새로 건설된 회의실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0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1937년 이후 세종로 및 경기도청사 일부 모습｜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유리건판No無 1026-6

회의실 건물 북측 전경, 1928년 이후의 2층 양식 목조 건물 입면, 본관 북측 입면 일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관 후면에 증축이 이루어진 것

으로 미루어 1937년 이후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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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과 경복궁 전경｜1946년 이후 

서울포스트(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29977)

               표시된 구역이 경기도청이다.



62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서울소재 경기도청｜경기도사, 1982서울소재 경기도청｜경기도사, 1982

본관 정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우측 날개채가 소실된 부분과 마감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에 증축된 정면 앞 포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본관 정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우측 날개채가 소실된 부분과 마감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에 증축된 정면 앞 포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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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공간의 변화상황｜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용역보고서, (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1910년 신축 당시

1931-1940년 신축·증개축

1910년대 후반-1930년 신축·증개축

1940-60년대 경기도청 건물



64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의정부터(경기도청사) 발굴조사 현장 항공사진(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며)｜서울역사박물관 제공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의정부터 발굴조사 현장의 2017년 항공사진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멀리 경복궁과 인왕산이 바라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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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터(경기도청사) 발굴조사 현장 항공사진(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서울역사박물관 제공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의정부터 발굴조사 현장의 2017년 항공사진이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의정부터 발굴조사 현장 내에 100년 수령의 측백나무가 눈에 띈다.



66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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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터(경기도청사) 발굴조사 현장 항공사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의정부터 발굴조사 현장의 2017년 항공사

진이다. 조사결과, 의정부터와 관련된 건물지 3동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었

다. 의정부의 주요 세 건물 중 하나인 정본당과 협선당 하부의 전면기초(全面基

礎)및 내행랑의 잔존 유구로 추정된다.

근대건물지 및 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조사지역의 대부분이 교란 및 파괴되어 

개별 건물지의 선후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 조사단은  『광

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와 『광화문유지통관일람도』를 비교해서, 1907년 의정

부가 기능을 잃고 1910년 경기도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주요 세 건물은 재사

용이 된 후 어느 시점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청의 주요 건물들은 

의정부의 주요 세 건물의 남쪽과 내행랑이 있던 공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1  정본당

2  협선당

3  경기도청 본관 기초부

4  경기도청 부속 근대건물지

5  교란된 근대 건물지 기초부



68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엽서 속 경기도청 모습



구경기도청사 터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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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터(경기도청사) 발굴조사 현장 출토 유물｜서울역사박물관 제공

경기도청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식기류이다.



70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의정부터(경기도청사) 발굴조사 현장의 구경기도청 부속건물과 측백나무

구경기도청 부속 건물 중 일부 유구가 광교 신경기도청사로 이전될 준비를 마쳤다. 마주보고 있는 측백나무 역시 광교신청사로 같이 옮겨 가서 서울 광화문 시절

의 경기도청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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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의정부 경기도청사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1967년 6월 23일,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매산동 팔달산 기슭에 신축된 경기도청사 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축

하행사를 갖고 경기도청의 수원시대를 알렸다. 일제강점기에 서울 광화문 앞에 자리했던 경기도청은 광복 

이후인 1946년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하여 경기도에서 이탈하면서부터 그 위치에 논란이 있어 왔다. 

경기도청사의 이전에 대한 여론은 점차 증폭되었고, 1953년에는 도청을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에 맞서서 수원 측에서는 지역유지들이 회동해서 경기도청 수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시대 및 광무개혁 이후 수원시에 경기감영이 이전되었던 전통을 강하게 내세웠던 것

이다. 이후로도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고 안양시까지 유치전에 합류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열기가 점차 과열되었다. 이러한 유치 열기는 1963년 7월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경기도청

을 수원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통과로 종료되었다. 

1964년 10월 15일 수원공설운동장터에서 경기도청사 신축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수원시민 등 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기공식을 치루고 마침내 청사 건립 공

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팔달산 능선을 10m 이상을 깎아 내려가면서 정지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

며 마침내 3년여 만에 경기도청사가 완공되어 1967년 준공식을 치뤘다. 이후 도세가 확장함에 따라 1980년 4

월에 신관이 건립되었고, 도정의 확대에 따라 1990년에 제2별관, 1992년 2월에 의회 청사, 2008년 1월에 제3

별관이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 경기도청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1967년 의정부시청 

별관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 의정부시 호원동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이후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로 발족하였다. 2001년 12월 28일 현재의 신곡동 청사로 이전하였는데 제2

청사의 명칭은 2011년 8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 경기도청 구관은 당시 한국 건축계의 큰 흐름인 모더니즘 건축 계열의 건물로서 역사성, 상징성, 지역

성을 갖추고 있다. 관공서 건물로서는 드물게 ‘ㅁ’ 자형 평면을 가진 형태에 중앙 정원, 테라스, 배 형상의 옥

상 구조물이 특징으로, 좁은 대지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분해 기능성을 향상시킨 배려가 돋보이는 건축물

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8일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 제688호로 

등록되었다.



72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시민들｜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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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전결정을 환영하는 수원시민들｜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1963년 12월 15일, 매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



74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경기도청사 기공식장 모습｜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1964년 10월 15일. 경기도청사 기공식 발사버튼 터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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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수원시민들｜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뒤로 경기도청사 조감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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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기공식장 전경｜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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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공사중인 경기도청의 항공사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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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산동 경기도청사 평면도 및 입면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사의 설계는 1963년에 진행되었다. 1963년도에 작성된 경기도청사의 신축 계획안은 <경기도청사신축공사> 도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도청 별관과 경찰국을 함께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경찰국과의 동시 건립은 1964년에 기사

화되기도 했다.

<평면도>를 보면, 진입로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삼아 지상 3층 규모에 위로 돌출된 전망대 형태의 옥탑층이 있는 경기도

청 본관(구관)과 지상 2층 지하1층 규모로 계획된 일자형의 경찰국이 6m 길이의 연결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연결

되어 있다. 경기도청사 본관(구관)과 경찰국이 인접하여 배치되었다는 점은 두 기관이 경기도청사 공간의 양대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본관(구관)에서 각 층마다 외벽 밖으로 돌출된 바닥판(슬라브)과 경찰국의 낮고 긴 형상, 기둥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벽체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 수평성을 강조한 건축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본관(구관) 옥상 동쪽에서 위로 솟은 전망대 

옥탑은 수평적인 건축계획과 대비되어 독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경찰국은 공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청 부지는 전체적으로 운동장의 서쪽에 남면하여 본관이 자리잡고 

북쪽에 부속건물들이 도열하는 배치 형태를 갖추었다. 경기도청 부지의 북쪽으로는 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건립되었고, 부지 

남쪽에는 새마을 전시관이 마련되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집중하는 행정타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재)역사기술건축연구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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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전식｜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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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전식｜국가기록원 제공, 대한뉴스(1967. 06. 23), 국립영화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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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진입로｜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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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초기의 경기도청사 정문과 본관 모습｜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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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매산로 경기도청과 고등동 화서동 일대 전경｜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1970년대 초 경기도청 배치도(추정)｜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영구보존문서창고 증축공사(1971)의 실측 평면도 위에 당시 도면

이 확인된 건물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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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관 조감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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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청사 신관 전경｜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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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출장소 당시의 의정부시청 모습｜의정부시청 제공

당초 경기북부출장소는 의정부 시청의 별관을 빌려 쓰다가 이후 도정이 확장되면서 제2청사에서 북부청사로 확

대되었다.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따라 서울시절보다 불편이 가중될 경기도 북부 지역민을 고려하여 경기도 북부

출장소를 의정부로 결정하였다. 1967년 7월 1일, 경기도규칙 제405호(1967년 7월 1일)로 의정부시에 경기도북

부출장소를 설치 개소하였고 총무과와 산업개발과를 두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행정계, 사회계, 보건계를, 산업

개발과에는 농산계, 산업계, 건설계를 배치하였다.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고양·양주·파주·연천·포천 

등 5개군을 관장하고 경미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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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사 개청식(2000. 2. 16)｜경기도청 제공

의정부시 호원동에 세워진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식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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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사 모습｜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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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의정부 북부청사 조감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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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의정부 북부청사 전경｜200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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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북부청사 별관 증축 조감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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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구관 근대문화유산 등록 기념 현판식 모습

등록문화재 제688호 경기도청사 구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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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늘에서 본 경기도청｜OBS 경인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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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구관 모습｜2017년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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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구 관사｜2017년 등록문화재 제689호 경기도지사 구관사 현판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결

하고 단순한 모더니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공관건물로서 가치가 있다. 2017년 8월 8일 대한민

국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 제689호로 등록되었다.



98 │ 기록으로 남은 경기감영, 경기도청

광교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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