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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ife and works of architect Yi Hunwoo, who was active in early 20th century. Yi

has been previously mentioned in a few research documents, but not as a main subject of interest. Thanks to

digitalized historic databases, the authors of this research were able to access more information about Yi. It was

discovered that he was born in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n attended the Nagoya Higher Technical

School in Japan. After repatriation, he participated in a few public projects in Korea as an in-house architect at

the Governor-General’s office, then started his own practice and produced his individual projects. He also

contributed articles on innovations in residential design to newspapers. Chronologically, his activities as an

architect preceeded those of Park Gilyong, who has been conventionally regarded as the first Korean modern

architect so far. This research would like to establish Yi Hunwoo as a historic figure whose professional career

spanned the earlier stage of the Korean modern architecture, based on the records of his lif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The authors do not wish to present the architectural analysis nor evaluation of his works, which will

be subject to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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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 근대건축의 형성, 특히 주거의 근대화 내지는

주택개량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

의되어 왔다. 근대건축의 도입과 전통주택의 변화는 개

항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규 건축 교

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의 출현이야말로 본격적인 한

국 근대건축의 기점으로서 주목되었다. 그렇다면 초기

* Corresponding Author : hwangdj@djharch.com

1) 김정동, 韓國 近代 建築의 生成過程에 關한 硏究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28∼29쪽

한국인 근대건축가는 어떻게 출현하였는가?

김정동은 일찍이 한국에서의 건축과 교육이 1907년

에 설립된 관립 교육기관인 공업전습소에서 시작하며,

공립 어의동 실업보습학교(1910년 설립)를 1916년에 졸

업한 변정순, 황순동이 근대건축의 선구자였다고 보았

다.1)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문헌상 드러난

‘건축과’ 출신 중 가장 오래된 사례일 뿐, 이후 그들의

흔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2) 따

라서 위의 사례를 일단 제외한다면, 정규 건축 교육을

2) 김욱성, 1945年부터 1955年까지 韓國建築界 形成期 性格에 관한

硏究: 1919-45년 동안 건축교육을 받은 세대의 교육실태 및 그 영향

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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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본격적인 조선인 건축가로서 등장한 최초의 사례

로는 1919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기인과 박길룡이 주목되었다.3)

1990년대의 연구를 보면, 김성중은 한국인 건축가가

일가를 이루어 그 작품이 실현되는 것이 1920년대 말

이며, 그 첫 사례를 박길룡으로 보았다.4) 윤인석도 이

기인과 박길룡의 졸업을 조선인 건축가 탄생의 시점으

로 보고, 박길룡이 1932년 독립하여 건축사무소를 설립

한 것이 당시 유일한 조선인 경영 설계사무소라고 보

았다.5) 송율은 한국인 근대건축가를 ‘서구식 건축물을

디자인한 사람으로 한정’한 뒤, 근대건축가의 탄생은

근대건축 교육기관의 출현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나아

가 경성고공 졸업생인 박길룡이 1929년 독자적으로 설

계한 김연수 주택의 등장과 함께 한국인 근대건축가들

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6) 한편 우대성과 박언

곤은 한국 근대건축가의 시작을, 개항 이후 진출한 서

양 선교사들과 고빙(雇聘) 외국 건축가로부터 서양 근

대건축공법을 습득하고 시공한 전통 대목수 출신인 심

의석의 등장까지 소급하였다.7) 하지만 시공 기술의 습

득을 넘어선 체계적 건축가의 등장으로 보기에는 미흡

한 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 근대건

축가’의 기준으로 제시된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

다고 할 수 있다.

a. 고등교육 수준의 근대건축 교육을 받은 인물

b. 설계, 시공의 실무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독자

적으로 설계한 인물

경성고공에서 근대건축 교육을 받은 뒤 조선총독부

에서 건축가로 근무하였고, 나중에 자신의 건축사무소

를 개업하여 개인의 건축 업적을 남긴 박길룡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인물이라는 인식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계승되었다.8) 최근에도 박길룡은 조

3) 김정동, 韓國 近代 建築의 生成過程에 關한 硏究 , 73쪽

4) 김성중, 韓國人 建築家에 의한 近代住宅에 關한 硏究: 1920년대

이후 주생활개선을 통한 주택개량운동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8∼30쪽

5) 尹仁石, 韓國における近代建築の受容及び發展過程に關する硏究―

日本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90,

113쪽

6) 송율,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 건축역사연구 2(1),
1993, 75∼79쪽

7) 禹大性·朴彦坤,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沈宜碩에 관한 연구 , 
大韓建築學會學術發表論文集 16(2), 1996
8) 최원우, 韓國近代 住居建築의 近代化過程에 나타난 韓人建築家들

선인 최초의 건축 기수(技手), 일제강점기에 건축사무

소를 최초로 개업한 인물 등으로 일반에 소개되고 있

다.9)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인식에 대하여 건축가 황두진

은 2018년 서울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의문을 제기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박길룡 이전에 역시 조선총독

부의 건축 기수로 재직한 기록이 있고, 박길룡보다 11

년이나 앞서 건축사무소를 개업한 기록이 발견된 이훈

우(李醺雨)라는 인물에 주목하였다. 박길룡 이외의 인

물에 대한 관심이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에 새로운 해

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0)

지금까지 이훈우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지만, 몇몇 연구와 저술에서 그의 이름이 언

급된 적은 있다. 먼저 김정동은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

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11)에 기록된 조선총독부 청

사 건축에 관여한 한국인 7명을 소개하였는데, 이훈우

가 그 중 한 명이었다.12) 나아가 이금도와 서치상은 이

훈우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

서 직원록에 기수로 그 이름이 보이고, 1923년 1월 1

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건축사로 소개되었음을 밝혔

다.13) 또한 천도교 교서편찬위원 이동초가 편찬한 동
학 천도교 인명사전에 따르면 이훈우는 천도교 대신

사출세백년기념관의 설계자였다.14) 하지만 그 밖의 행

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고 출신 학교조

의 役割과 意義에 關한 硏究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서린, 일제강점기 한인건축가의 주택개량론에 관한 연구:

박길룡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등.

9)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한장희, 박길룡 주가

(住家)계획의 변화에 관한 연구―1926년부터 1941년까지의 계획안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0) 서울신문 2018년 5월 18일, 30면, 황두진, 건축가 이훈우를 아

시나요

1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한국어 번역본은 국립중앙

박물관 편, 김동현 번역, 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국립중앙박물관, 1
995.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서적은 1929년에 간행되었다고 한다.

“주제별 총설 > 조선총독부 청사·치안시설·전매시설 > 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 고적·관사·사법·행형 등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2

020년 2월 13일 열람,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govern

mentOffice.do?flag=4.

12)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1, p.217.
단,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와 이를 인용한 김정동의 저서에는 이

훈우의 한자가 李勳雨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3) 이금도·서치상,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연

구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3(4), 2007
14) 이동초 편저,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제1판), 모시는사람들, 19
94, p.1287; “이동초설교, 중앙대교당의 역사인식(2011-02-06)”, 이동

초블로그, 2020년 2월 13일 열람, https://m.blog.naver.com/simahm/5

01049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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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수정잡수 권2, 갑자문록에 수록된 이종구 묘

갈명 전반부(출처는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

k?DCI=ITKC_MO_0658A_A347_486L_IMG, 2020년 3월 4일

열람). 줄친 부분에 이훈우의 이름이 보인다.

그림 2. 이종구 묘갈명에 나타난 이훈우 가족관계도

차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최근 연구에서는 ‘전

문학교 졸업이 아닌’ 인물로 간주되었는데15), 이는 이

훈우가 근대건축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이훈우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만이 알려

졌을 뿐이며, 이로 인하여 그는 초기 근대건축가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선행연

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훈우

의 행적을 재구성해내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주목받

지 못하였던 그의 근대건축 작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이훈우의 행적

2-1. 출신과 가족관계

이훈우의 출신과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한제국 시기의 문인 김택영(185

0～1927)의 문집 중 하나인 차수정잡수에 수록된 아

버지 이종구(1849～1918)의 묘갈명16)(<그림 1>)에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묘갈명은 차수정잡
수 중 갑자문록에 포함되어 있어 갑자년, 즉 1924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묘갈명에 따르면 이종구는 1849년에 태어나 1862년

에 아버지를 여읜 뒤 지방관의 막료로 이곳저곳을 전

전하다 경상남도 하동에 자리를 잡았다. 1888년에는 광

무국 주사로 임명된 바 있고, 1910년에는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고 한다.17) 다만,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이종구의 주사 임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종구는 첫째 부인 밀양 박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를 두었고, 두 번째로 결혼한 김해 김씨와의 사이에 아

들 다섯을 두었다. 그중 장남 은우(恩雨)는 시종 벼슬

을 지냈고, 차남 진우(珍雨)는 재판소 판사를 지냈는데,

삼남이 바로 모부기수(某府技手), 즉 조선총독부의 기

수인 이훈우였다.18) 참고로 묘갈명에 보이는 이훈우의

15) 이하늘, 근대기 한국에서 활동한 건축가의 조직과 계보에 관한

연구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95∼96쪽

16) 金澤榮, 韓通政大夫礦務局主事李公墓碣銘 , 借樹亭雜收 卷2,
甲子文錄.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을 참조. 묘갈명에 따르면

전라남도 구례의 허송서라는 사람이 이종구의 행장을 서술한 뒤, 이

종구의 장남 이은우의 요청을 받아 이를 김택영에게 보내며 묘갈명

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17) 金澤榮, 韓通政大夫礦務局主事李公墓碣銘 , “以憲宗己酉生公. 公

年十四而孤. 中年客遊于州郡幕府記室之間, 仍又轉徙于河東. 光武帝戊

子, 除礦務局主事尋罷. 隆煕庚戌, 進通政. 所以優老也.”

18) 金澤榮, 韓通政大夫礦務局主事李公墓碣銘 , “初聘密陽朴氏, 生一

가족관계도는 <그림 2>와 같다.

이훈우의 생년은 현재로서는 불명이나, 맏형 은우가

1881년 4월 3일, 둘째형 진우가 1883년 8월 18일에 태

어난 것19)으로 보아, 18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났다

고 할 수 있다.

2-2. 일본 유학과 조선총독부 근무

묘갈명에 따르면 아버지 이종구는 외국의 신학문을

기피하는 당시 영호남 선비들의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

려 옛 학문과 새로운 학문으로부터 각각 장점을 뽑아

자신의 약함을 보충할 것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그 나라 백성

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넓은 세상으로 보내 재주와

지식을 단련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세 아들에게 학자금

을 지원하여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들은 공부를

女. 爲晉州鄭馹來妻. 繼聘金海金氏, 生五子. 侍從, 其長也. 有男曰, 相

慶. 其次爲珍雨, 裁判所判事. 有男曰, 相吉・相大. 又其次爲醺雨, 某府
技手. 有男曰, 相錦. 又其次爲壤雨・美雨.”
19) 朝鮮功勞者名鑑刊行會 編纂, 朝鮮功勞者名鑑, 民衆時論社, 193
6, p.316; 朝鮮紳士寶鑑, 朝鮮出版協會, 1912, p.144. 이진우의 경우,

朝鮮紳士名鑑(牧山耕藏 編,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1911)에는 18

81년 8월 18일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은우의 생년과 혼동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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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돌아온 뒤 여러 분야에서 사무를 시작했다고

한다.20)

이종구가 아들들을 유학시킨 의도의 진위 여부를 가

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종구의 세 아들은 해외 유

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맏아들 이은우는 1905년

부산 개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09년 7월에 주오대학(中央大學) 경제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그는 같은 해 10월에 대한제국 궁내부 시종원

사무를 맡게 되었다.21) 차남 이진우 또한 일본에 유학

하여 1907년 7월에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

업하고 곧 귀국하였다. 그는 1908년 6월 판사에 임명되

었다가 이듬해 2월 사퇴하고 변호사가 되었다.22)

삼남 이훈우도 이종구가 유학을 보낸 세 아들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일본 유학을 갔다는 사실은 나고야고등

공업학교(名古屋高等工業學校, 지금의 국립대학법인 나

고야공업대학)에서 1년에 한 번 꼴로 출간한 나고야고
등공업학교 일람에서 확인된다. 그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1909～1910년 일람(1910년 3월 20일 발행)부터인

데, 이 일람에는 제2학년(1908년 4월 입학) 건축과 특

별생으로 청나라 사람 쉬투이(許推)와 한국에서 온 이

훈우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23) 아직 병합되기 전인

외국으로서의 대한제국 출신인 이훈우는 외국인 특별

생으로 구분되었다. (외국인 특별생에 대해서는 후술

함)

1910년 3월 당시 제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훈우는

일람에 따르면 1908년 4월에 입학하였다. 나고야고등공

업학교는 일본 문부성 직할 학교의 규정에 따라 세워

진 관립학교이므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의 명단이 일

20) 金澤榮, 韓通政大夫礦務局主事李公墓碣銘 , “國家之倣行外國新

學也. 嶺湖學士大夫, 槩皆以新學之主功利而不樂言之. 然公獨以爲舊學

之末流, 獨非功利乎. 新學之長者, 豈不近於三代以上乎. 吾惟當擇取其

長, 以救吾弱而已. 且曰, “國之危亂, 匹夫匹婦, 皆有其責. 而吾幸有五

男子子, 是皆國民也. 吾焉能溺於慈愛, 呴呴抱持於一室之中, 而不使之

騰踔四方, 鍛才礪智, 禦侮敵愾, 以塞國民之責也哉.” 則厚資給三子, 使

往學於外國. 及三子先後學成而歸, 試用於諸務.”

21) 대한흥학보 5(1909년 7월), 卒業生 一覽 ; 신한민보 1909년
9월 8일, 3면, 일본류학졸업생 一覽表 ; 규장각일기 융희 3년(190

9) 음력 8월 26일; 황성신문 1909년 10월 15일, 1면, 敍任及辭令 ;

朝鮮功勞者名鑑, p.31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중추원 조사자료, 192

1년 3월 15일, 경상남도지사→정무총감, 中樞院議員候補者ニ關スル

件 .

22) 富田淸毅 編, 大正十四年十一月 明治大學校友會會員名簿, 明治
大學校友會本部, 1925, p.71; 태극학보 12(1909년 7월), 學界消息 ;

규장각일기 융희 2년(1908) 음력 5월 22일, 융희 3년(1909) 음력 1

월 25일; 朝鮮紳士名鑑, p.123. 단, 조선신사명감에 1909년 12월

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월의 오류이다.

23)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明治42～43年), 名古屋高等工業學校,
1910, p.80.

본 정부의 관보에 기재되었다. 그런데 1908년 4월 23일

자 관보에 실린 건축과 외국인 입학생 2명 중 한 명

은 쉬투이가 맞으나 나머지 한 명은 이희우(李喜雨)라

고 적혀 있다. 1908년 6월 편찬 나고야고공 일람(1908

년 7월 16일 발행)에는 당시 제1학년 건축과 특별생으

로 쉬투이와 함께 계희우(季喜雨)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季’를 ‘李’의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훈우가 아닌 희우인

것은 분명하다.24) 즉, 이훈우의 본래 이름이 이희우였

는데 1908년 4월 입학 후 1910년 3월 이전에 이훈우로

개명한 것이다.25)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훈우

는 유학을 계속하였고, 1911년 3월 25일 나고야고공을

졸업하게 되었다.26) 졸업 이후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지

만, 나고야고공 일람의 졸업생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13년 당시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관공사과에 소속되

어 있었고, 1915년부터는 토목국 영선과(營繕課)로 소

속이 바뀌어 있었다.27) 지금까지는 이훈우가 조선총독

부 기수로 활동한 사실만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 기록

을 통하여 그가 졸업 후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총독

부에서 고원(雇員, 사무 보조를 위한 임시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훈우가 기수로 임명된 것은 1917년 12월 31일의

일이다. 소속은 총독관방 토목국 영선과였고 봉급의 등

급은 4급봉이었다.28) 그런데 19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서는 그의

급봉이 7급봉으로 낮춰져 있다.29) 이유는 명확하지 않

으나 다른 조선인에 비해 높게 책정된 봉급이 재조정

24) 官報 明治41年(1908)4月23日, 彙報, 學事, 入學許可, p.536; 明
治四十一年六月編纂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名古屋高等工業學校,
1908, 75쪽

25) 만약 이희우가 이훈우와 동일인물이 맞다면, 이훈우는 1906년 무

렵에 이미 일본으로 건너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유학생회학
보 제1호(1907년 3월)에 따르면 1906년 11월 28일 도쿄의 대한유학

생회 감독부에서 민충정공(민영환) 순절 1주기 추도회가 열렸고, 여

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한유학생회에 금전을 기부하였는데 그 명단

중에 이형우(이은우의 개명 전 이름), 이진우와 함께 이희우(李喜雨

혹은 李憙兩)의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26) 官報 明治44年(1911)3月31日, 彙報, 學事, 卒業證書授與, 788쪽
27)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自大正二年至大正三年, 名古屋高等工
業學校, 1913, p.127;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自大正三年至大正四年

, 名古屋高等工業學校, 1914, p.128;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自大

正四年至大正五年, 名古屋高等工業學校, 1915, 127쪽
28) 朝鮮總督府官報 大正7年(1918)1月8日, 敍任及辭令, p.26; 大正
七年一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 1918,
8쪽

29) 大正八年一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
府, 1919, 10쪽



건축가 이훈우에 대한 연구  41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9, No.3, 37-50, 2020

그림 3. 개벽 16호에 실린 이훈우건축공

무소 광고

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10월 18일에는 조선인 판임

관 이하를 대상으로 증급이 이루어졌으나, 이훈우의 경

우에는 7급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30) 당시 신문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각국 각과에서 빠짐없이 증급이 이루어

진 반면 영선과에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

급에서 빠졌으므로 과원들이 분노하여, 아무도 사무를

보지 않는 등 불온한 형세가 며칠간 지속되었다는 내

부 상황을 전하고 있다.31) 이훈우 역시 봉급 증액이 이

루어지지 않아 분노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을 것

이다. 그런 정황이 반영된 것인지 1920년 1월 1일 당시

에는 6급봉으로 증급되어 있었다.32)

이후 1920년 7월 1일 현재 토목부(토목국에서 개편

됨) 영선과 기수(5급봉)로 재직중33)이었던 이훈우는 같

은 해 기수직을 사퇴하였다. 그의 업무 내용이나 구체

적인 성과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머리말에서도 언급

하였던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의 관계자 명단(1926

년 10월 1일 낙성식 기준)에 전직 기수로 수록되어 있

어 조선총독부 청사 건축에 관여했음이 확인된다.

2-3. 이훈우건축공무소 개업과 이후 행적

기수 사직 후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잡지 개벽 16
호(1921년 10월)에 ‘이훈우건축공무소’의 광고가 실린

것이 소개된 바 있다.34) 이 광고문에는 ‘양식(洋式) 건

축설계제도, 공사감독’이 업무로 기재되었고 이훈우는

기술사라는 직함을 달았다. (<그림 3> 참조)

다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훈우건축공무소의 개업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로운 자료가 확

인되었다.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자 이기수 개

업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李技手開業

曩者東京에셔建築專門學校를優等으로卒業 고歸國 야

總督 營繕課技手에被任 야十餘年間在勤中名聲 噴 

李醺雨氏는朝鮮의建築物을改良 기爲 야今般本職을辭

고去十日부터府內授恩洞奧田寫眞舘上階에營業所를定
고建築工事에關業□를親切取扱 氏 朝鮮建築

界에惟一技術家로京城內大建物인普成高等普通學校同

德女學校釜山中學校等을設計建築 얏다더라35)

30) 朝鮮總督府官報 大正8年(1919)11月1日附錄, 敍任及辭令, .9쪽
31) 매일신보 1919년 10월 26일, 3면, 營繕課員中 一部의 不滿 .
32) 大正九年一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
府, 1920, 10쪽

33) 職員錄(大正9年), 印刷局, 1921, 602쪽
34) 서울신문 2018년 5월 18일, 30면, 황두진, 건축가 이훈우를 아

시나요 .

이 기사에 따르면 이훈우는 예전에 도쿄에서 건축

전문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귀국하여 총독부 영선

과 기수에 임명된 후 십여 년간 근무하며 명성이 자자

하였다고 한다. 도쿄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잘

못된 정보이긴 하나, 기수로 ‘십여 년간’ 근무했다는 것

은 아마도 졸업 직후 고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반영되

어 다소 과장된 기술인 듯하다. 여하튼 이훈우는 ‘조선

의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기수직을 사퇴하고 1920년

12월 10일부터 부내 수은동 오쿠다(奧田) 사진관 상

층36)에 영업소를 정하여 건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다루

게 되었다. 그는 ‘조선 건축계에 유일한 기술가’였으며,

이훈우건축공무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개업한 건축

사무소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최초의 사례였다.37)

35) 웹사이트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https://newslibrary.chosu

n.com/)>에서 기사 사진 및 원문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다만, 해당

원문 데이터에는 일부 잘못 판독된 글자가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

다. 예를 들어 이훈량(李醺兩)의 兩은 雨로 바로잡았다.

36) 현재 단성사 인근이다. 개벽 16호(1921년 10월) 광고에는 ‘京城
授恩洞六一 奧田寫眞館上階’라고 하여 이훈우건축공무소의 주소지가

경성부 수은동 61번지 오쿠다 사진관 윗층으로 되어 있다. 단, 나고
야공업고등학교 일람의 졸업생 정보에는 ‘京城授思洞六〇’(授思洞은

授恩洞의 잘못)으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
覽 自大正十三年至大正十四年, 名古屋高等工業學校, 1924, p.175), 오
쿠다 사진관이 수은동 60번지에 있었다는 신문 기사(중외일보
1927년 8월 19일, 2면, 老人의 奇禍 )와 광고(동아일보 1928년 8

월 9일, 2면)도 보인다. 따라서 이훈우건축공무소가 실제로는 수은동

60번지에 위치했으며 61번지는 60번지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

는 60번지와 61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부속 관계에 있었다는

추정도 이루어지나 명확하지는 않다. 덧붙이자면, <사의 찬미>를 부

른 윤심덕이 1926년에 거처를 마련한 곳이 바로 수은동 60번지 오쿠

다 사진관 뒷방이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26년 8월 5일, 2면, 玄

海灘 激浪中에 靑年 男女의 情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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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아일보 1921년 3월 18일자 지면

에 게재된 이훈우건축공무소 광고(출처는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위 기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훈우가 ‘경성

내 대건물’인 보성고등보통학교, 동덕여학교, 부산중학

교 등을 설계,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의 다른 건축 작품들과 함께 후술하도록 하겠다.

조선일보의 1920년 기사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들

어있기도 했지만, 개업한 지 약 3개월 뒤에 이훈우가

1921년 3월 18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그림

4> 참조)에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설명이 적혀

있다. 일본에 유학하여 관립 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

업했다는 문구는 나고야고공 졸업을 가리키며, 총독부

에 봉직하다가 본직을 사퇴했다는 부분 역시 그의 근

무 경력과 부합한다. 그는 최신 서양식 건축 설계와 제

도, 공사 감독, 예산 감정, 준공 검사, 나아가 토목공사

등을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 기수직 사퇴와 개인 건축공무소 개업이 ‘조선

의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함’이었음은 앞서 확인하였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훈우는 건축 설계 등의 업무 외에

도 신문 매체를 통하여 조선의 주택 환경을 개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머리말에서도 언

급된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 특집 의, 식, 주는

여하히 개량할가 중 주택은 여하히 개량할가 기사

에서, 그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부엌과 변소, 행랑방의

위치 및 구조, 난방 장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외일보 1927년 1월 6일자 기사인

의식주 개량 문제 (6) 우리의 주택은 첫재구조부터 고

처야학니다 38)에서도 그는 주택 개량 문제를 언급하였

는데, 위생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옥의 형상과 구조를

바꾸고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1923년의 기사

와 비슷하다.39)

1929년 5월에 사무소를 수은동 60번지로 이전40)하고,

37) 동아일보 1925년 8월 3일자 4면에 실린 수해 동정금 기부자

명단에 이훈우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는 유진오, 변익주, 홍택주 등과

함께 운니동 거주로 분류되어 있다. 즉, 이훈우는 건축사무소가 있는

수은동에서 가까운 운니동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38) 당시 이훈우는 자신의 소속을 ‘동아건축사무소(東亞建築事務所)’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무소가 이훈우건축공무소와 같은 사무소

인지 혹은 다른 사무소로 옮겨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924년 1월,

도쿄에서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조중헌이 통의동 자택에 가옥

의 설계, 건축 등에 종사하는 ‘동아건축사(東亞建築社)’를 조직하였는

데(조선일보 1924년 1월 12일, 3면, 朝鮮人의 建築社 ), 관련 여부

는 불분명하다.

39) 이처럼 주택 개량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이훈우의 작품 중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스

럽다고 하겠다.

40) 조선일보 1929년 5월 14일, 1면, 人事消息 . 그런데 이훈우건

축공무소의 주소지인 오쿠다 사진관은 수은동 60번지로 알려져 있

다. 어쩌면 개업 이후 한 차례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수은동 60번지

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동아건축사무소로의 소속 변경, 혹은

같은 해 9월 그가 설계한 조선일보사 평양지국 사옥이

신축되었다는 기록41)을 마지막으로, 그의 행적은 더 이

상 확인되지 않는다. 1931년 12월 21일 발행된 나고야

고공 창립 25주년 기념지42)에는 조선 경성 수은동 60

번지에 거주하는 이훈우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경

력 및 현직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나고야고공 일람

에서도 1941～1942년 일람(1942년 3월 5일 발행)에 이

르기까지 이훈우의 이름은 졸업생 명단에 계속 등장하

며 사망했다는 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것만

놓고 보면 1942년까지 생존했다고 볼 수도 있다.43) 다

만 졸업생 정보라는 자료의 성격상 일정 시점에서 조

1927년 8월 17일 발생한 오쿠다 사진관 2층 외측 벽이 붕괴된 사건

(중외일보 1927년 8월 19일, 2면, 老人의 奇禍 )과의 연관성도 있

어 보인다.

41) 조선일보 1929년 9월 11일, 5면, 本社 平壤支局 舍屋을 新築 .

단, 이 기사에서 이훈우의 이름은 ‘李薰雨’로 적혀 있다.

42) 簗源次郞 編, 創立二十五周年記念誌, 名古屋高等工業學校校友
會·名古屋工業會, 1931. 창립 25주년 기념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코

카이(光鯱會)와 나고야공업대학 나쓰메 요시노리(夏目欣昇)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43) 1939～40년도 일람(1939년 12월 25일 발행)부터는 졸업생 명단에

서 주소지가 생략되었다. 1942년 이후로는 일람 발행이 확인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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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 력 관 련 작 품 근거자료

1908
4월 나고야고등공업학교 입학. 당시 이름

이희우
관보 1908년 4월 23일

1910 3월 이전에 이훈우로 개명 나고야고등공업학교 일람 1909～1910년
1911 나고야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관보 1911년 3월 31일
1913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관공사과 소속 부산중학교

나고야고등공업학교 일람 1913～1914년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

1914 보성고보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
1915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 소속 동덕여학교

나고야고등공업학교 일람 1915～1916년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

1917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 기수 취임 조선총독부 관보 1918년 1월 8일

1920 기수 사직, 이훈우건축공무소 개업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
1921 민립 서울병원(미완성) 매일신보 1921년 10월 1일
1923 동아일보 ‘주택은 여하히 개량할가’ 기고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
1924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1927 중외일보 ‘의식주 개량 문제 (6)’ 기고 중외일보 1927년 1월 6일
1928 진주 일신여고보 조선일보 1928년 3월 12일
1929 조선일보사 평양지국 조선일보 1929년 9월 11일
1930 (이후 행적 미상)

표 1. 이훈우의 이력과 관련 건축 작품

사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반복해서 게재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44) 이상으로 밝

혀진 이훈우의 경력과 후술할 건축 작품의 내용을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45)

3. 근대건축 교육의 전수와 배경

3-1. 관립 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이훈우가 조선총독부에서 건축

관련 기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이 된 경우에도 더 이상

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의 정의에서처럼

근대건축가로서 필수적인 교육배경이 알려지지 않아

이훈우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머리말에

서도 언급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훈우를 ‘전문학교

졸업이 아닌’ 인물로 간주하고 아예 근대건축가의 필요

44) 이훈우가 1920년 7월 이후 조선총독부 영선과를 퇴직하여 1921

년 3월 무렵에 개인 건축공무소를 개업한 것은 앞에서 서술하였으

나, 나고야고공 일람에서는 1923～1924년도 일람(1924년 2월 8일 발

행)에도 여전히 이훈우를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 현직으로 적고

있던 데서도 졸업생 정보의 변동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5) 1930년대 이후 이훈우의 행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188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면 해방 당시 50대 중

반의 나이로 충분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연령대였으나 별다른 기

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찍 사망했거나 은퇴했을 가능성

이 있다. 둘째, 1931년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만주로 이주해 만주국

건설에 참여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

동하였다면 1929년 이후 한반도에서 이훈우의 행적이 사라지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충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있을 정

도이다. 하지만 앞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훈우는

동아시아에 도입된 초창기 서양 근대건축의 고등교육

을 받고 실무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훈우의

건축사에서의 위치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 중에서 먼저

그가 받은 근대건축 교육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개업 광고에서 언급한 일본의

‘관립고등공업학교’는 이훈우가 졸업한 나고야고등공업

학교(名古屋高等工業學校)이다. 여기서는 건축학 교육

으로 초점을 좁혀서 초창기 일본의 관립고등공업학교

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일본의 개항 이후 서

양 기술자들이 도일하여 일본인 목수 직공을 지휘하여

거류지의 주택이나 메이지 정부의 정부기관 건물을 건

축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서 전수받은 기술로 일본인 목

수들이 의양풍(擬洋風) 건물을 지방 각지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의양풍 건축이 다수 이루어지자, 서양식

고등 건축 기술을 학습할 필요가 생겨나면서 1873년

관립 ‘공학료공학교(工學寮工學校)’가 처음으로 설립되

었고, 처음 조가(造家)과를 포함한 6개 학과를 설치하

였다. 이후 이 학교는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로 개칭

되었다가 도쿄제국대학 공학부로 발전하고 조가과는

건축학과로 확립되었다.46)

46) 角田真弓, 明治期建築学における知識と技術の受容 ,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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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 2 3 1 2 3 1 2 3

윤리 1 1 1 1 1 1 1 1 1

영어 4 4 4 3 3 3 3 3 3

수학 5 5 5

물리학 3 3 3 2 2 2

화학 2 2 2

응용역학 5 3 3

자재화 4 4 4 4 4 4 3 3

기하화 6 6 4 1 1 1

건축재료 2 2

가옥구조 2 2 2 2 2 2 2 2

설계법 2 2 2

건축사 2 2 2

위생건축 2 2

시공법 3 3

장식법 2 2 2

측량 1 1 1

제도와 실습 8 8 12 14 16 16 23 23 33

체조 2 2 2 2 2 2

총계 39 39 39 39 39 39 39 39 39

표 2. 나고야고등공업학교 1907년 4월 개정 교육과정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明治40～41年)을 바탕으로 작성.

단위는 주당 시간 수) *주: 3학년 3학기 제도와 실습은 원

문에는 23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33시간으로 바로잡음.

같은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익힌 직공이 필요해지자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공학교(職工學

校)와 같은 공업계 중등실업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

중등실업학교들은 점차 상급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다

전문 고등공업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81

년 설립된 도쿄직공학교(東京職工學校)의 경우 1890년

도쿄공업학교(東京工業學校)를 거친 다음 1901년 중등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전문학교인 도쿄고

등공업학교로 승격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도쿄공업대학

교의 전신인 도쿄고등공업학교는 이듬해 1902년 처음

으로 건축과를 설치하였다. 1903년 전문학교령에 의해

전문학교가 법제화되자 초창기 직공학교 계열의 중등

실업학교들이 확장 승격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공업전

문학교(고등공업학교)로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관립 공

업전문학교는 도쿄고등공업학교에 이어 오사카(1901),

교토(1902), 나고야(1905) 순으로 일본 각지에 설립되었

다. 관립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의 경우 도쿄고공에 건축

과가 있었으나, 당시 오사카고공과 교토고공에는 설치

되지 않았고, 나고야고공에는 1905년 개교와 함께 고공

중 두 번째로 건축과가 설치되었다.47)

나고야고등공업학교 건축과는 도쿄제국대학, 도쿄고

등공업학교에 이어 일본에서도 건축학 도입 초창기의

세 번째 고등 건축학 교육기관이었다. 나고야고공 건축

과의 초창기는 제국대학공과대학 조가학과를 나와 영

국과 프랑스에서 유학한 스즈키 데이지(鈴木禎次,

1870-1941)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당대 프랑스 신고전

주의를 직접 체득한 유일한 일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

던 스즈키는 1906년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 건축과의

첫번째 교수로 부임하여 15년간 건축과장을 맡아 학과

의 기틀을 잡았다. 특히 스즈키는 기술자보다는 건축가

를 기르는 교육방침을 세웠고, 학생들의 회고에 따르면

“종국에는 설계에 집결된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면서 ‘프랑스류의 건축가’를

만드는 교육방침을 확립했다고 한다.48)

47) 이상 언급한 사례 외에 1945년까지 전문학교와 대학에 건축과가

설립된 연대는 다음과 같다.

도쿄전문학교(지금의 와세다대학) 건축학과(1909),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16), 교토제국대학 건축학과(1920), 고베고등공업학교 건축

과(1921), 도쿄미술학교 건축과(1923), 도쿄고등공예학교 건축과

(1924), 후쿠이고등공업학교 건축과(1924), 요코하마고등공업학교 건

축과(1925), 센다이고등공업학교 건축과(1930), 간사이고등공업학교

건축과(1940), 구마모토공업고등학교 건축공학과(1942), 무사시노고등

공과학교 건축과(1942), 시립오사카공업학교 건축공학과(1943), 공학

원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44), 교토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44), 타이

난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44), 히코네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44), 가

고시마현립공업전문학교 건축과(1945).

48) 松田軍平, 松田軍平〔回顧録〕, 松田平田坂本設計事務所, 1987

이훈우의 재학 당시인 1908년에서 1911년 동안의 건

축과 교육과정은 3년 과정에 한 학년은 3학기제였으며,

교과목은 윤리, 영어, 수학, 물리학, 화학, 기하화(幾何

畵), 자재화(自在畵), 응용역학, 건축재료, 가옥구조, 건

축사(建築史), 설계 및 장식(裝飾)법, 일본건축, 시공법,

위생건축, 측량, 제도 및 실습, 체조로 매주 39시간 수

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 참조)49)

경성고공이 창설된 후인 1919～1920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나고야고공은 1, 2,

3학년 모두 서양건축사를 매 학년 매 학기 이수하고

(河田克博, “名古屋工業大学建築科110年の歴史”, 國立大學法人名古屋

工業大學 建築・デザイン分野, 작성일 미상, 2020년 3월 9일 열람, ht

tp://ad.web.nitech.ac.jp/History.html에서 재인용), “フランス流の建築

家を作る教育とでもいうのか、 君等が教わっている総ての学科は、終

局において設計に集結される。立派な建築家になる野心を持って努力

せよ と。・・設計の問題が出ると、徹夜しても基本設計図を作って先
生の承認を得ないと始められないという厳しさで、高等工業学校と

いっても建築科の教育は全然土木や機械科と異なった教育によって三

年間を過ごした。・・ ” 다만 이러한 스즈키의 의지가 기술교육기관

의 성격을 갖는 고등공업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49)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明治42～43年), 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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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건축사를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데 비해50) 경성고

공은 일반 건축사를 1학년 때만 요구하고 대신 나고야

고공에는 없는 공업경제 및 토목행정이 편성되어 있

다.51) 이는 나고야고공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편, 경성

고공의 식민지 관립학교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관립 고등공업학교는 식민지 영토에도 일본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되었다. 1910년에 뤼순공과학당

(旅順工科學堂)이 기계과, 전기과, 채광야금과로 출발,

1922년 뤼순공과대학(旅順工科大學)으로 승격하였지만,

건축과는 1945년 대학이 폐쇄될 때까지 설치되지 않았

다. 조선에는 1915년 중등직공학교였던 경성공업전습소

에 특별과를 설치한 후 이듬해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

교를 염직과, 요업과, 응용화학과, 토목과와 건축과 5개

과정으로 설립한 후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

하였다. ‘농업대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국의 농업기

지로 육성하던 타이완의 경우 1931년에 가서야 타이난

고등공업학교(臺南高等工業學校)가 설립되어 기계공

학, 전기공학, 응용화학의 3개 전공을 교육하였다. 그러

나 건축학은 조선과는 달리 1912년에 공업강습소를 설

치하여 중등과정의 공업학교 교육만 실행하다가52)

1944년에 가서야 건축과가 설치되었다.53) 식민지에서의

관립 고등공업교육은 철저히 일본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학과의 설치와 교육과정 모두 각

식민지의 정책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규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에만 초창기부터 장기적으로 고등공업학

교 수준의 건축학 교육이 시행된 것과, 일본 내지의 고

등공업학교와의 그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

로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고야고등공업학교는 1908년 6월 편찬 일람부

터 <외국인특별입학규정세칙>을 별도로 포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54) 이 세칙은 1901년 11월 문부

성령 제15호 ‘문부성직할학교의 외국인특별입학규정’에

의거하여 1907년 5월 10일 나고야고공에서 제정한 것

으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절차에 소용되는 원서와 소개

50)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自大正八年至大正九年, 名古屋高等工
業學校, 1920, 36∼37쪽

51) 황서린, 일제강점기 한인건축가의 주택개량론에 관한 연구 , 표

Ⅲ-2

52) 歐素瑛, 近代臺灣工業敎育之濫觴: 以臺灣總督府工業講習所爲中

心 , 敎育資料與硏究 第104期, 2012
53) 臺灣総督府臺南高等工業学校一覧(昭和9年度), 臺灣總督府臺南
高等工業学校, 1934

54) 明治四十一年六月編纂 名古屋高等工業學校一覽, 46∼48쪽

장, 학력검정시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훈우가 유

학하던 시기의 관립 고등공업학교들에는 중국인 유학

생들 역시 외국인 특별생으로 확인되고 있다. 1910년

현재 나고야 고등공업학교 건축과 2학년에는 대한제국

출신의 이훈우와 청국 출신의 쉬투이(許推)가 이 규정

에 의해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55)

3-2. 또다른 근대건축 유학생의 가능성

이상과 같이 일본의 근대건축의 관립 고등교육기관

의 초창기 상황을 나고야고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훈우의 학력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근대 건축학을 배운 유학생을 더 발견

하였다.

먼저 대한제국기에 일본에 유학하여 서양식 근대 건

축과를 졸업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람은 평남 은산 출

신의 안희정(安希貞)이 확인된다. 안희정은 일본유학생

단체였던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의 회원으로 1910년

봄 회원 중 졸업자 명단에 니혼공과학교(日本工科學校)

건축과 졸업으로 표시되어 있다.56) 안희정이 졸업한 니

혼공과학교는 1908년(또는 1909년), 2년 6개월의 과정

으로 처음에는 토목과와 전기과로 시작하였다가 건축

과, 기계과가 추가되어 해당 산업계의 실무고급 기술자

기수(技手)를 양성하던 증등 실업교육기관이었다고 한

다.57)

한편 이훈우가 나고야고공을 다니던 시점에 도쿄고

등공업학교에도 조선인 재학생이 확인이 되었다. 도쿄

고등공업학교의 일람 기록에 의하면 김교석(金敎錫)은

55) 쉬투이는 후난역대과학가전략에 소개된 프로필에 의하면 1879

년 출생으로 일찍 일본으로 유학하여 나고야공업전문학교에서 건축

공정을 공부한 이후 건축가와 교육가로 활약하다 1959년 80세로 사

망하였다. 그는 ‘중국 근대건축사에서 가장 일찍 서양학문을 배운 건

축학생 중의 하나’로 요약되고 있다. (許康․許崢, 湖南歷代科學家傳
略, 湖南大學出版社, 2012, “……在中国近代建築史上, 他是最早出洋學
习建築的学生之一…….”)

56) 대한흥학보 12(1910년 4월), 會員動靜 . 안희정은 실은 천도교

와 일진회가 1905년 전후로 손을 잡고 일본에 보낸 유학생 중의 한

명으로 천도교와 일진회가 1906년 결국 갈라서게 되자 지원이 끊어

져 이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유학생 단지동맹(斷指同盟) 참가인으로

먼저 이름이 기록에 남게 되었다. 1907년의 단지동맹 항의 이후 학

비 지원을 받아 1910년 봄에 졸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창, 東

學敎團과 (合同)一進會의 일본 유학생 파견과 ‘斷指同盟’ , 동학학보
 22, 2011, 163∼211쪽
57) 도쿄 혼고구 기쿠자카초(本鄕區菊坂町)에 소재하였던 학교로 오

쿠마 다케오(大熊武雄)라는 인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대

교장은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絢彥)라는 초기 일본 근대화 시기 근

대적 토목기술을 배워 활약한 인물이다. 이 학교는 1914년 휴교가

된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이후 아마도 관립 공부대학교에 흡수된 것

으로 추정된다. (蔡龍保, 日治時期臺灣總督府土木局營繕課. 建築人才

的來源及其建樹: 以尾辻國吉為例 , 臺灣史硏究 第22卷第3期, 2015;
各種学校入学案内, 安蒜商店出版部,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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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성고등보통학교 수송동 교사 사진(출

처는 https://www.korea.ac.kr/mbshome/mbs/univer

sity/subview.do?id=university_010603010000)

그림 7. 매일신보 1918년 11월 13일자 지면에

실린 동덕여학교 관훈동 교사 사진

그림 5. 부산중학교 초량동 교사 사진(출처는 htt

p://busan.chu.jp/korea/old/fukei/ton/chy/t-gakko.html)

1912년 12월 건축과를 졸업하였다고 전한다. 김교석은

그 이후의 학교 일람에는 사망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학교를 마친 직후 유명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58)

이처럼 1916년에 설립된 경성공업전문학교(1922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에서 제1회 건축과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중등 및 고등 실업학교 단계의

근대 건축학을 배운 인물들로 이훈우를 포함, 3명이 확

인되었다. 이들은 유학을 통한 또 다른 근대건축가 탄

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4. 이훈우와 관련된 건축 작품

이어서 이훈우가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것으로 알

려진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 작품들을 검토

함으로써 이훈우의 행적과 그가 이루어낸 성과를 파악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표 1> 참조)

4-1. 부산중학교(1913), 보성고등보통학교(1914), 동

덕여학교(1915)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자 이기수 개업 기사

에 따르면, 이훈우는 보성고등보통학교, 동덕여학교, 부

산중학교 등을 설계, 건축하였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설계도나 문헌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신 각

학교 건물의 건립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립 부산중학교는 일본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

등교육기관으로, 1913년 4월 1일에 부산부 보수정(지금

의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에 있던 부산공립심상소학

교 교사 일부를 가교사로 하여 개교하였다.59) 같은해

11월, 부산중학교는 부산부 사중면 초량동으로 위치를

이전하였는데60), 새 교사는 이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 참조)

보성고등보통학교는 1906년에 사립 보성중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는데 당시 교사는 박동(수송동)에 위

치한 김교헌의 가옥을 매입한 것이었다. 1910년에 천도

교에서 학교를 인수한 뒤, 1914년에 옛 교사를 허물고

58) 東京高等工業学校一覧 從大正二年至大正三年, 東京高等工業學
校, 1913, 建築科卒業者 , p.126. 이 일람에 실린 졸업생 명단은

1913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며, 김교석의 현재 소속이나

동정에 대해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 연도 일람에는 이름 위

에 X표를 표시하여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59) “부산공립중학교”, 부산역사문화대전, 2020년 3월 8일 열람, http:

//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

ts_id=GC04215915.

60) 官報 1913年 12月 9日, 告示, 148쪽

2층짜리 교사를 새로 건립하였다. 수송동 신교사는

1927년 혜화동에 연와조 2층 교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

용되었다.61) 이훈우가 설계, 건축했다고 하는 ‘보성고등

보통학교’는 1920년 이전에 세워졌으므로, 1914년에 건

립된 수송동 교사의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참조)

천도교 측은 보성학교 인수와 같은 시기에 동덕여자

의숙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는 동덕여학

61) “학교 연혁”, 보성고등학교 홈페이지, 2020년 3월 8일 열람, http:

//posung.hs.kr/67590/subMenu.do; “고대소개 / 고대역사 / 연표”, 고

려대학교 홈페이지, 2020년 3월 8일 열람, https://www.korea.ac.kr/m

bshome/mbs/university/subview.do?id=university_0106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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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매일신보 1921년 10월 1일자 지면에 실린

민립 서울병원 설계도

그림 9.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왼쪽 건물)의 모

습(출처는 이동초블로그)

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인수될 당시 천도교에서는 관훈

동 151번지(현 동덕빌딩)의 대지와 건물을 기부하였다

고 한다. 이어서 기존에 있던 한옥 기와집 대신에 서양

식 2층 벽돌 건물을 교사로 신축하였다. 1915년 6월 10

일 착공한 관훈동 신교사는 같은 해 9월 18일 준공되

었다고 한다.62) (<그림 7> 참조) 덧붙이자면 동덕여학

교 관훈동 교사는 보성고등보통학교 수송동 교사와 외

양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훈우가 설계, 건축했다

고 전하는 건물들은 1913～1915년에 건립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훈우는 해당 시기에 조선총독부 탁지

부 세관공사과, 토목국 영선과에 재직 중이었다. 부산

중학교의 경우 관립 학교로서 조선총독부가 교사 신축

을 관할하였으므로 이훈우가 당시 총독부 세관공사과

직원으로서 건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경위로 위 학교들의 건축을 담당하게 되

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위의 건물들을 독자적으

로 설계, 건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2. 민립 서울병원 설계(1921)

건축공무소를 개업한 이후 이훈우가 벌인 가장 이른

시기의 건축 설계 활동은 민립 서울병원 건축 설계를

담당한 일이었다. 1919～1920년 당시 콜레라가 유행하

면서 유일한 전염병원으로서 일제 당국에 의해 운영되

던 순화원만으로는 의료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에 사립 피병원(避病院)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마침내 사립 피병원 설립기성회가 주축이

되어 기부금을 모집하고 성북동에 민립 병원을 건립하

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63) 이때 이훈우는 기부

62) 김향수, “천도교와 동덕”,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2005

년 3월 15일 작성, 2020년 3월 8일 열람, http://museum.dongduk.ac.

kr/history/history02/history02_02.aspx.

63) 朴潤栽·申東煥, 日帝下 私立 避病院 設立運動 硏究 , 醫史學
7(1), 1998

차원에서 병원 건물의 설계를 맡았다. 1921년 9월 1일

에는 착공하여 이미 기초공사도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고 한다.64) 당시 지면에 실린 병원의 설계도는 <그림

8>과 같다.

하지만 민립 서울병원 건립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

로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이때 모인 기부금 등은 1924

년 세브란스병원 경성부민기념병실을 건립하는 데 사

용되었고, 이 병실은 ‘원 설계의 3분의 2’로 축소된 규

모로 지어졌다고 한다.65) 축소된 기념병실 건물의 설계

자는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건립된 기념병

실과 이훈우의 민립 서울병원 설계도와의 관계도 명확

하지 않다.

4-3. 천도교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1924)

천도교 교조인 최제우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여 세

워진 건물이다. 1923년부터 기념회가 조직되었고, 이듬

해인 1924년, 경운동 천도교당 마당 안 160여 평 땅에

2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강당을 갖춘 2층짜리 건물

이 지어지게 되었다. 총 공사비는 5만여 원이었다. 기

념관은 같은 해 10월에 완성되어 기념식이 거행되었

다.66)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에 따르면 이훈우는 ‘천

도교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 건축 설계자’이자 ‘경성부

대신사백년기념회원’이었다.67)

천도교는 건립 당시부터 이 건물을 무료로 대관할

것을 천명했고 이후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

면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종합문화센터라 할

64) 매일신보 1921년 10월 1일, 3면, 民立 셔울病院 建築設計圖
65) 오긍선, 경성부민기념병실의 내력 , 세브란스교우회보 6, 1926
66) 조선일보 1924년 7월 7일, 3면, 天道敎의 紀念館 ; 동아일보
 1924년 7월 7일, 2면, 二千人 收容의 講堂 ; 1924년 10월 25일, 2

면, 天道敎祖大神師 出生百年 紀念式 ; 시대일보 1924년 10월 25

일, 1면, 天道敎祖水雲大師 百年紀念館 落成

67) 이동초 편저,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제1판), 1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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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부산일보 1929년 1월 24일자 지면에 실린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본관 사진

그림 11. 조선일보 1930년 5월 22일자 지면에

실린 조선일보사 평양지국 사옥 사진

만하다. 심지어 성신여대의 전신인 성신여학교, 한양대

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 등이 이 건물에서 개교하기도

하였다.68) 나중에는 문화극장 건물로 쓰이다가 1970년

대에 철거되었다. (<그림 9> 참조)

4-4.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1928)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5년에 개교한 사립

학교였다.69) 그 후 교장 선임 문제 등으로 분란이 생겨

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928년에 교사 신축

준비가 완성되어 우선 제1기 공사비 약 10만원으로 연

면적 320평의 2층 본관과 100여 평의 대강당 신축 사

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설계사’ 이훈우는 경상남도 영

선과와 함께 건물을 제도, 설계 중이었다고 한다.70) 대

강당 건물은 같은해 5월에 준공되었고, 6월부터는 본관

과 부속 건물의 공사가 진주의 다케모토(竹本)라는 청

부업자에 의해 착수되었다.71) 그리고 이듬해인 1929년

1월에 신축 교사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72) (<그림

10> 참조)

원래 진주에서는 일신여고보 개교 6년 전부터 사립

일신고등보통학교 기성회가 설립되어 남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일신고보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런데

1925년, 개교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당국이 경남도청

의 부산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일신고보를 공립으로

68) 이동초의 천도교 중앙대교당 50년 이야기(모시는사람들, 2008)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대교당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지만,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이 완공된 1925년 1월 27일 이후 이

곳에서 진행된 수많은 행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각종 전시,

공연은 물론 씨름과 권투 시합까지 포함하는 다종다양한 행사가 이

곳에서 열렸다.

69) 동아일보 1925년 4월 29일, 3면, 一新女高 開校
70) 조선일보 1928년 3월 12일, 4면, 紛糾 一掃된 晉州一新女高
71) 동아일보 1928년 5월 20일, 4면, 新築工事着手 晉州一新女高
72) 동아일보 1929년 1월 24일, 4면, 晉州一新女高 新築落成式

경영하는 대신, 기성회 측에게는 사립 여자고등보통학

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73) 결국 이로 인해 사립

일신고보는 폐지되고 도립 진주고등보통학교가 개교하

였으며74), 그 대신 사립 일신여고보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일신고등보통학교 기성회에서 기본금 50만원

을 수립하였을 때 이훈우의 큰형인 이은우는 2천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1922년 10월에 개최한 회의에서

당선된 임원 이사들 중에는 이은우의 이름이 보인다.75)

이처럼 이은우가 일신고보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던 것이 동생 이훈우가 일신여고보 교사의 설계를

맡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듯하다.

4-5. 조선일보사 평양지국 사옥(1929)

조선일보 평양지국의 사옥 신축은 1929년 봄 이래로

준비 중이다가 평양 수옥리의 부지를 매수하고 설계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모든 설계가 완성되었고,

6월에는 공사 입찰이 이루어져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76)

평양 수옥리 313, 314번지에 위치한 평양지국 신사옥

은 연면적 70평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석재와

벽돌로 마감하였다. 2층에는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

73) 동아일보 1925년 2월 1일, 1면, 晉州一新高普 變更說 ; 1925년
2월 8일, 3면, 出生前 母胎를 떠난 私立 一新高普의 運命

74) 동아일보 1925년 3월 17일, 1면, 晉州高普 認可 ; 1925년 3월

22일, 3면, 晉州高普 開校

75) 동아일보 1923년 3월 30일, 5면, 一新校 寄附金 五十餘萬의

巨額 ; 1922년 10월 27일, 4면, 一新高普 進捗

76) 조선일보 1929년 6월 7일, 5면, 本報 平壤支局 新築工事 落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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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의실이 있었다. 1929년 9월 8일 상량식 거행 소식

을 전한 기사에 따르면 공사설계인(工事設計人)은 ‘경

성(京城) 건축기사(建築技師)’ 이훈우였다.77)

신축 사옥은 1929년 12월 5일 준공되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관계로 이듬해인 1930년 6월에 낙성

식이 열리게 되었다.78) (<그림 11> 참조)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 이훈우의 가계와 삶의 행적,

교육 및 경력, 사무소 개업과 그 이후의 행적, 나아가

그가 남긴 건축 작업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이를 당

시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이훈우

는 개항 이후 대한제국의 사회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능

동적인 판단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나고야고등공업학교

에서 근대건축의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는 조선에 복귀

한 뒤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며 ‘조선 건축

계의 유일한 기술가’로 불렸다. 1920년에는 건축사무소

를 설립하였고 천도교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 진주 일

신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조선일보사 평양지국 사옥

등 여러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에 관여하였다. 또한 신

문에 근대건축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등 근대건축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 이훈우는 한국 근

대건축사 초기의 한 역사적 인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훈우는 1900년대 전후 서양 공법을

습득한 심의석으로 대표되는 인물들과 1920년대 말 이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 근대

건축가 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의 존재를 확인함으

로써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았던 1910～1920년

대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역사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929년 이후 이훈우의 생애와

건축 활동에 관한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리고 이훈우가 나고야고등공업학교에서 받은 건축 교

육의 내용이 그의 건축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문헌자

료에서 확인된 이훈우의 건축작업에 대하여 건축론적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서 남겨놓는다.

77) 조선일보 1929년 9월 11일, 5면, 本社 平壤支局 舍屋을 新築 .
78) 조선일보 1929년 12월 11일, 7면, 新築 落成한 本報 平壤支局

; 1930년 6월 4일, 7면, 盛大히 擧行된 平壤支局 落成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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