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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20, Yi Hunwoo was discovered as one of the earliest modern architects in Korea. However, his personal

life was yet mostly unknown, including the time of his death. The research team (‘the team’ hereafter) searched

for the records of his personal life and professional career. First, his family genealogical chart revealed that he

died in 1937.

Having located and contacted Yi’s direct descendents, the team was able to clarify his family background with

the descendants’ testimonies. They possess the photographs of him and his family members, including Yi’s

picture when he was a freshman at the Nagoya Higher Technical School in Japan. The team also identifies his

birthplace and the location of his grave as Hadong, Gyeongsangnamdo, Korea.

The team visited his project site in Jinju, Gyeonsangnamdo, Korea and obtained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lshin Girls’ High School, which he designed in 1928.

Gyohoan, the congregation records of Cheondogyo, one of the leading religions in Korea during Yi’s times,

confirmed that he was one of the congregation members. The field research also discovered the house he

designed and built in his hometown of Hadong, probably the only surviving architectural project by him.

This paper is to report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Yi’s life and career with the aim of providing materials

for further studies in identifying and positioning him more properly in the early 20th century Korean architectural

scene.

주제어 : 이훈우, 근대건축가, 하동군, 천도교,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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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해 �건축역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건축가 이훈

우에 대한 연구 1)를 통해 1910～20년대에 활동한 건축

가 이훈우의 존재와 그 행적이 확인되었다. 이 논문에

서는 이훈우를 한국 근대건축사 초기의 역사적 인물로

* Corresponding Author : hwangdj@djharch.com

1) 김현경·유대혁·황두진, 건축가 이훈우에 대한 연구 , �건축역사연

구� 29(3), 2020.

확립함과 동시에 한국인 근대 건축가들의 역사를 확장

하고자 하였다. 물론 해당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되었

듯이 이훈우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

었다. 그리고 주생활 및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근대적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전문가’인 이훈우의 1923년 신문

기고가 인용되기도 하였다.2)

하지만 이훈우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

2) 姜榮煥, 주생활 , �한국사 51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국사편찬

위원회, 2001,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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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주이씨백사공파세보� 권2에 보이는 이훈우 항

목에 아내 군위 방씨의 묘소 위치가 적혀 있다.

그림 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6-1 가옥 사

진. 2021년 2월 19일, 황두진 촬영.

며, 구체적인 활동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체계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민간 건

축 분야의 건축가 연구에서는 유족이나 관계자들의 개

인 소장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3), 이훈우의 후

손과의 접촉을 통한 자료 발굴이 절실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훈우의 이름이 실린 족보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후손과 접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훈우의 생몰년을 정확

히 알지 못하여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1880년대 중후

반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1930년

에 발행된 �경주이씨세보�와 현대에 발행된 �경주이씨

백사공파세보�를 통하여 이훈우가 병술년(1886) 9월 28

일에 태어나 정축년(1937) 9월 20일에 사망하였음이 확

인되었다.4)

그 중에서도 �경주이씨백사공파세보�5)를 살펴본 결

과, 이훈우 일족의 선산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

서리에 위치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훈우의 아내인

군위 방씨의 묘 위치를 ‘악양 정서리 510의 4번지 참

(창)몬당6) 선영’으로 명시한 족보의 기록(<그림 1>)을

단서로 하여, 2021년 2월 19～20일, 하동에서의 현지

조사를 진행했고7), 이훈우의 생가로 추정되는 건물을

3) 鄭昶源·尹仁石, 日帝强占期 韓國에서 活動한 日本系 民間建築事

務所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연구� 9(2), 2000, 50쪽.

4) 김현경, 1900년대 재일본 한국유학생의 활동과 그 배경: 이은우·

이진우 형제를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 주 31.

5) �慶州李氏白沙公派世譜� 卷之二, 慶州李氏白沙公派譜所, 2006. 이

자료의 조사·열람에는 한국족보박물관 심민호 학예연구사의 도움을

받았다.

6) 족보에는 ‘참몬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명은 창몬당이다.

정서리 남서쪽 들에 국세를 바치던 창(倉)이 있어 창몬당이라 불렸

다고 한다. �岳陽面誌�, 岳陽面誌編纂委員會, 2004, 148쪽 참조.

확인하였다. 창몬당 선영은 이미 정리되어 묘가 남아

있지 않았으나, 토지의 소유주가 이훈우의 직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영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끝에 이훈우의 증손자(종손)인 이재완

(1951～)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3월 20일, 양주의

이재완 자택을 방문하여 약 3시간 동안 인터뷰와 자료

촬영 및 기록을 진행했다. 또한 4월 3일에는 다시 하동

군 악양면을 방문하여 이재완의 증언에 따라 위치를

알게 된 홍도암(홍도바우) 선영과 이훈우 가족의 주거

등 관련 장소를 방문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확보한 이훈우

에 대한 추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얻어낸 조사와 연구

성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불명확하게 다

루어진 정보를 다시 제시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냄

으로써, 이훈우의 가족 환경과 기타 구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근대건축 및 건축가의

역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접점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가족관계와 유학생활

2-1. 이훈우의 생가와 부모

이훈우의 출신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으로 추

정된다. 2021년 2월 조사에서는 악양면 입석리 196-1번

지에 위치한 가옥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이훈우의 형인

이은우와 이진우의 자택 주소지에 해당하며8), 형제들의

7) 문화콘텐츠 기획자 엄명숙과 하동야생차박물관 우화정 학예연구

사가 동행하였다.

8) �조선총독부 관보� 1922년 3월 4일, 商業及法人登記, 63쪽;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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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재완 소장 이종

구 사진(앞면)

그림 4. 이재완 소장 이종

구 사진(뒷면)

그림 5. 이재완 소장 밀양

박씨와 여자아이 사진(앞면)

그림 6. 이재완 소장 밀양

박씨와 여자아이 사진(뒷면)

아버지인 이종구의 대부터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으로부터 원래 경주 이씨가

살던 집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상당히 개조되었

지만 사랑채 누마루가 남아 있는 등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되어 있었다. 안채 건물도 내부 구조는 한옥이라고

한다. 이훈우는 이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

리라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김택영이 쓴 한 통정대부 광무국

주사 이공 묘갈명 (이하 ‘묘갈명’)에 입각하여 이훈우의

아버지를 이종구, 어머니를 김해 김씨라고 서술하였다.

묘갈명에 따르면 이종구의 전처 밀양 박씨 소생으로

한 명의 딸(정일래의 아내)이 있었고, 후처 김해 김씨

소생으로 아들 다섯 명이 있었다. 이 정보는 하동군 악

양면 정서리 홍도암 선영에 있는 이종구와 김해 김씨

합장묘(후술)의 묘비문 서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족보 자료에서는 정미년(1847)생 김해 김씨

(족보에는 경주 김씨로 잘못 적힘)가 아내로 먼저 기재

되고, ‘계배(系配)’로 신유년(1861)생 밀양 박씨의 이름

이 보인다. 또한 아들 다섯과 딸 한 명 외에 이명현의

아내가 된 딸 한 명이 더 등장한다. 단, 각각의 자녀들

이 누구의 소생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묘갈명과

묘비에 첫 번째 부인으로 표기된 밀양 박씨를 족보에

서는 후실로 적고 있는 바, 이는 홍도암 선영에 이종구

와 김해 김씨가 합장되어 있는 반면, 밀양 박씨의 무덤

은 따로 조성되어 있는 점과 부합한다. 이훈우의 손녀

인 이혜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훈우의 형들인 은우와

진우는 김해 김씨 소생인데 반해 이훈우는 밀양 박씨

의 자식이었고, 자신들을 밀양 박씨의 혈손(血孫)이라

고 하였다. 후손의 이러한 증언은 족보 상의 기재에 좀

더 가까운 것이다.9)

이재완의 소장품 중에 이종구와 밀양 박씨의 사진이

있었다. 먼저 이종구 사진(<그림 3>, <그림 4>)은 크

기 약 30cm×40cm로, 하단부가 약간 파손되어 있다. 사

진에는 종이가 덧대어져 있고, 그 뒷면에는 ‘李載完·載

仁·載允·載權의 高祖父’, ‘鍾龜 종구’, ‘通政大府(府는 夫

의 잘못)’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밀양 박씨의 사진(<그림 5>, <그림 6>)은 크기 약

26cm×42cm로, 뒷면에는 ‘李載完·載仁·載允·載權의 高祖

母’라고 적혀 있고 이와 다른 필체로 ‘淑夫人’, ‘애기는

왕고모할머니/勳10)雨曾祖父여동생’이라는 글귀가 추가

일보� 1932년 11월 21일자, 2면, 광고 相續限定承認請求申出公告 .

9) 덧붙이자면, 이종구의 사망 연도도 묘갈명에서는 무오년(1918)이

라고 하였으나, 묘비 및 족보에서는 정사년(1917)으로 되어 있다.

되었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왕고모할머니’, ‘훈우 증

조부 여동생’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밀양 박씨 소생의

딸, 즉 정일래의 아내 또는 이명현의 아내로 추정된다.

두 사진 모두 촬영 연도 및 촬영지는 알려지지 않았으

나 이종구와 밀양 박씨가 사망한 1910년대보다 이전에

촬영된 것은 분명하다.

2-2. 나고야고공 입학 기념사진

이재완 소장 자료 중에는 이훈우가 1908년 나고야고

등공업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촬영한 기념사진(<그림

7>, <그림 8>)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사진

은 종이 액자에 들어간 것으로 액자 크기는 약

11cm×15cm이다. 액자 앞면과 뒷면에 보이는 기재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10) 이훈우의 한자 이름이 醺(술 취할 훈)이 아닌 勳(공 훈)으로 적

혀 있는데,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에서도 이훈우가 李勳雨로 기

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도 ‘훈’ 자 표기가 혼동의 대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기의 혼동은 이훈우의 초상화에 붙여진

쪽지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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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입학기념 사진 앞면의 일부분(확대)

그림 7. 이재완 소장 이훈우 입학기념 사진(앞면)

그림 8. 이재완 소장 이훈우 입학기념 사진(뒷면)

Y. Kitayama NAGOYA 名古屋記念碑北 記念寫眞舘

(뒷면)

日本帝國官立名古屋高等

工業學校 建築科

入學紀念寫眞

大韓隆熙二年四月十六日

훈우

액자 앞면에 기록된 것은 사진 촬영 및 제작을 담당

한 사진사와 사진관의 이름이다. 사진사의 이름은 기타

야마(北山)이며, 사진관은 ‘나고야 기념비 북쪽 기념사

진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참조)

‘기념비’의 정식 명칭은 일청전역 제1군 전사자 기념

비(日淸戰役第一軍戰死者記念碑)로, 청일전쟁에서 전사

한 제1군 소속 군인들의 넋을 기리고 표창하기 위해

1899년에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03년 5월 5일에

준공식이 거행된 기념물이었다. 현재는 나고야시 지쿠

사구의 닛타이지(日泰寺) 영당(靈堂) 옆에 있지만, 원래

는 옛 나고야시청(지금의 나고야시 나카구청 부근)이

있던 교차로 부근에 세워져 있었다.11)

기념사진관은 바로 이 기념비의 북쪽 모퉁이, 즉 나

고야시청의 북쪽이자 아이치현청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기념’이라는 상호는 기념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치현의 지역 신문인 �신아이치(新愛知)� 1903년 1

월 28일자에 기념비 북각(北角)의 ‘기념사진소’ 광고가

보이며, 1905년에 촬영 사진을 넣기 위해 제작된 사진

관 봉투에는 ‘기념사진소(記念寫眞所) 다이이치 기타야

마 사진관(第一北山寫眞舘)’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다.

1906년, 사진관의 건물을 개축, 낙성하면서 ‘기념사진

관’이라는 이름으로 11월 3일 비로소 개업하였음이 �나

11) 나고야의 청일전쟁 기념비에 대해서는 西尾林太郞, 碑·玩具·版

畵に表現され、記錄された日淸戰爭―新たな敎材と資料を求めて― ,

�現代社會硏究科硏究報告� 1, 2006, 72～79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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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천도교회월보� 52호에 실린 사립 보성학교 사진

그림 10. 1908년 6월 편찬

나고야고공 일람 규칙 중

생도복제의 일부(제모, 휘장,

금장 등)

그림 11. 1908년 6월 편찬

나고야고공 일람 규칙 중

생도복제의 일부(제복)

고야신문� 1906년 11월 8일자 광고에서 확인된다.12)

1909년 나고야시 영업 안내 지도에도 기념비 북서쪽에

기념사진관이 있고13), 1913년판 �상공명감�에 수록된

나고야시의 사진관들 중에 기념사진관이 보이므로14),

사진이 촬영된 1908년 시점에는 개업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진관의 동남쪽 2km 떨어진 곳에 바로

나고야고등공업학교가 있었다.

액자 뒷면에 적힌 한자는 ‘일본제국 관립 나고야고등

공업학교 건축과 입학 기념사진 대한 융희 2년 4월 16

일’로 판독이 가능하며, 한글로 적힌 ‘훈우’는 이재완의

필적이다. 융희 2년은 1908년으로, 이 날짜는 이훈우의

나고야고공 입학 시점과 일치한다. 대한제국의 연호인

융희를 사용하여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필적

은 1910년대 이전에 이훈우 본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사진 제작 직후에 필기된 것이

라면 이훈우의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 속 이훈우는 나고야고공의 제모와 제복을 착용

한 모습으로, 그 디자인은 나고야고공 일람에 수록된

교복 규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옷깃에는 ‘A’라는 글자

가 보이는데 이는 Architecture의 약자로 건축과가 착

용하는 금장(襟章)이다.15)

12) 名古屋寫眞師會 編, �名古屋寫眞師會小史�, 名古屋寫眞師會,

1990, 66～67,78～79,115～116쪽.

13) 深田正雄, “住吉の語り部となりたい 第91回(2018.10.16.) 南武平

町…松井武兵衛と吉田祿在の街づくり功績”, 名古屋の舊町名の復活を

目指す有志の會 홈페이지, 2021년 4월 8일 열람, http://www.fukkatu

-nagoya.com/sumiyoshi-kataribe/vol91.html.

14) 中尾矩市, �商工名鑑�, 名古屋商工社, 1913, 114쪽.

3. 건축 활동

3-1. 천도교도 이훈우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훈우의 건축사무소 개업 기

사에는 이훈우가 설계․건축한 작품으로 ‘보성고등보통

학교’와 ‘동덕여학교’가 등장한다.16) 기존 연구에서는

두 학교가 천도교에 의해 인수되고 각각 1914년과

1915년에 새 교사가 건립되었음을 지적하여, 이훈우가

총독부에서 고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건축물임을 밝혔

다. 단, 이훈우가 어떠한 경위로 해당 학교들의 건축을

담당하였는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17) 본절에서는

두 학교의 신축 교사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보

고, 새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이훈우가 건축에 관여하

게 된 정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보성학교(1917년에 보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학교는 1906년 8월에 이용익이 창

립하였다. 당시 학교 명칭은 사립 보성중학교였으며, 경

성 중부 전동 10통 1호에 위치하였다. 1907년 2월에 설

립자 이용익이 사망하고 그 손자인 이종호가 계승하여

학교를 유지하였으나, 1910년 3월에는 이종호마저 행방

불명이 되자 학교를 유지할 방도가 없어졌다. 이에 같은

해 12월 20일, 천도교에서 학교의 모든 채무를 변상하고

설립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 1913년 12월 6

일, ‘사립 보성학교’로 개칭하였고, 1914년 7월 5일부터

옛 교사를 허물고 2층 서양식 건물(117평)과 부속 건물

(30평)을 새로 건축하여 8월 25일에 준공하였다.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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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6쪽.

16) �조선일보� 1920년 12월 16일자, 2면, 李技手開業 .

17) 김현경·유대혁·황두진, 건축가 이훈우에 대한 연구 ,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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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매일신보� 1918년 11월 13일자에 실린 사립 동덕

여학교 사진

그림 14. 포덕 58년 경성부

교구 교호안 표지

그림 15. 포덕 58년 교호안

의 이훈우(왼쪽에서 4번째)

동덕여학교의 경우, 1908년 3월에 창립된 사립 동덕

여자의숙에서 출발하였다. 설립 후 2, 3년 동안 재정이

궁핍하여 학교 유지가 곤란해졌는데, 1911년 1월 4일에

천도교에서 학교 유지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도받았다.

같은해 2월 27일에 학교명이 사립 동덕여학교로 바뀌

었다. 원래 위치는 원남동이었으나, 남대문통 구 궁내

부 소관 가옥을 빌려 교사로 사용하였다. 1911년 1월에

는 관훈동에 있는 천도교 소유 가옥으로 이전하여,

1915년 7월에는 그 자리에 있던 옛 건물을 파괴하고

공사비 9천원을 들여 서양풍 2층 건물(155평)과 부속

건물(14평)을 신축하였다.19)

이처럼 두 학교의 새 교사 건축은 새로운 설립자가

된 천도교 측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그런데 천

도교 중앙총부 자료실 소장 천도교 관련 자료 중 포덕

58년(1917) 경성부 교구 교호안(敎戶案)에 이훈우의 이

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교호안에는 이

훈우의 이름 아래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 ‘誠

(정성 성)’자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 빈칸과 12월에

는 사선이 그어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해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름 아래 공란에 도장을

찍어 참석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는데21), ‘誠’자

18) �天道敎會月報� 52, 1914년 11월 15일, 今回新建築私立普成學

校沿革略 , 40-41쪽.

19) �天道敎會月報� 92, 1918년 3월 15일, 同德設立十週年紀念式 ,

55쪽.

20) 서울시립대학교 박철수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발견하여 제공하였다

21) “敎戶案”, 국사편찬위원회 -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

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D&arran

gement_subcode=ARCHIVES_DOMESTIC-0-SE&provenanace_ids=

&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

는 성미(誠米, 끼니 때마다 식구 한 사람 당 한 술 씩

떠내 모은 쌀을 월말에 교회에 바치는 것)를 낸 기록으

로, 성미를 내는 행위는 천도교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인 증거라고 한다.22) 즉, 이훈우는 적어도 1917년 당시

에는 천도교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훈우의 천도교 입

교와 천도교 관련 건축에의 관여는 서로 연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훈우가 언제 입교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1914년 무렵에도 이훈우가 천도교도였다면 천도교 측

의 입장으로서는 교인이자 건축가인 이훈우에게 교단

관련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

이다. 다만, 당시 총독부 소속이던 이훈우가 어떻게 민

간 건물의 설계를 담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은

좀더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내직(內職), 즉 부업으로

진행한 일로 보기에는 두 건물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

문이다. 또한 1918년에 착공한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왜

이훈우가 아닌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헤이에게 의뢰했

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후 이훈우가 독립하여 건축사무소를 개업한 뒤에

천도교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의 설계․건축을 맡게 된

것도 천도교와의 인연을 배경으로 하여 성사된 일이라

하겠다. 천도교 측 기록에서 기념관의 설계자 이훈우를

천도교도끼리 서로를 부르는 호칭인 ‘동덕’으로 칭한

것23)도 염두에 둘 만하다.

962538&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n=0&low

Yn=, 2021년 4월 8일 열람.

22) 이동초 천도교 교서편찬위원의 가르침에 의함.

23) 이재순, 天道敎大敎堂의 沿革 , �새人間� 4, 1965,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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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진주여고80년사�에 수록된 1930년 일신여자고등

보통학교 전경

그림 17. 재단법인 일신고등보통학교 본관 설계도(출처는

진주여고 박물관)

3-2. 일신여고보 설계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는 진주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

다. 이훈우는 개업 8년 만인 1928년에 이 학교의 설계

에 참여하였고, 학교 건물은 이듬해인 1929년 1월 21일

에 준공하였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설계사 이훈우

씨 및 경남도 영선과의 손으로 제도 설계 중’이라 소개

하며, ‘본관 160여 평(상하층 전부 320여 평)’으로 동시

에 건축 중인 대강당과 훗날 확장이 예정된 기숙사까

지 포함하면 ‘중등학교 교사로 남조선에서는 제일 장엄

한 건물이 되리라’고 보도하였다.24) 단, 경상남도에는

영선과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내무부 회계과에 영선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되어 있어, 기사 속 ‘영선과’란 회

계과의 잘못인 듯하다. 1928년 당시 회계과 직원 중 사

이토 하마지(齋藤濱治), 히로타니 게이지(廣谷敬二), 다

케우치 도모지(竹內伴治)가 조선건축회 회원이었고, 이

들이 이훈우와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25)

이훈우는 앞서 언급한 보성학교, 동덕여학교 등 학교

건축을 설계한 경험이 있었다. 단, 어떤 이유에서 경상

남도 회계과와 협력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이훈우는 이 무렵 하동

악양면 입석리에 자택을 짓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왔다

는 후손의 증언이 있어 시사점을 준다. 당시 이훈우에

게는 설계 작업을 진행할 자체 조직이 없었을 가능성

이 있다.

한편 진주여고 박물관에는 ‘재단법인 일신고등보통학

교 본관’이라는 제목의 도면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

다. 이 도면은 일신고보가 세워질 예정이던 자리에 들

어선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건물이나 이훈우의 설계작

인 일신여고보 건물과도 다르다. 이 도면도 이훈우의

24) �조선일보� 1928년 3월 12일자, 4면, 紛紏一掃된 晋州一新女高 .

25) �昭和3年4月1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

1928, 281, 283쪽; �朝鮮と建築� 5(12), 1926, 大正15年12月1日現在

會員名簿 , 18쪽; �朝鮮と建築� 21(1), 1942, 35쪽; �朝鮮と建築�

22(2), 1943, 25쪽.

설계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 확인할 길은 없다. 일단

은 당시 일신재단이 원래의 부지에 대하여 일신고보의

설계를 진행했으나 그 부지를 총독부 측에 강탈당하고

새 부지를 구하여 일신여고보의 설계를 이훈우 등에게

담당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진주여고80년사�에 따르면, 일신재단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 탓에 신축 교사에 전혀 일본풍이 들어가지 않

기를 원했고, 그 결과 붉은 벽돌로 완전한 서양식 건물

이 지어졌다고 하며, 여학생의 절개를 상징하는 의미에

서 모든 나무 부재는 각진 것을 사용했다는 일화를 전

하기도 한다.26) 다만 실제 건물이 당시 학교 건축과 얼

마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전문적

인 평가가 필요하다. 1945년 3월 29일, 일신여고는 비

봉산 남쪽(현재의 진주여고 자리)으로 옮겨갔고, 금성

국민학교(지금의 금성초등학교)가 일신여고보의 옛 건

물을 교사로 사용하였다. 1995년을 전후하여 해당 건물

은 철거되었고, 현재 그 자리에는 진주 갤러리아 백화

점이 들어서 있다.

4. 초상화, 자손, 묘소

그밖에 이번 현지 조사와 후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재완 소장 이훈우 초상화(<그림 18>)는 명주천에

그려진 것으로, 크기는 약 35cm×44cm이다. 생전에 촬

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좌상단에

부착된 별지에는 ‘載完, 載仁, 載允, 載權의 曾祖父 勳

雨’, ‘建築家’라고 적혀있다. 구체적인 제작 시기나 작가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1920년대 이후 건축

가로서 활동하던 이훈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

중한 자료이다.

이어서 이훈우의 하동 자택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이

26) 진주여고 80년사 편찬위원회 편, �晉州女高八十年史�, 진주여자

고등학교 총동창회, 2006,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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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1-3 한옥의 모습. 2021년

4월 3일, 황두진 촬영.

그림 18. 이재완 소장 이훈우 초상화

혜자와 이재완의 증언에 의하면, 이훈우는 손자 성희가

태어나자 매우 기뻐했고 하동으로 내려와 입석리

191-3번지에 한옥을 설계하여 지었다. 그 한옥은 일본

기와를 사용하였고 주변에 감나무가 있었으며, 마당 동

쪽에는 아래채가 있었는데, 이훈우는 아래채에, 이훈우

의 아내 군위 방씨는 안채에 거처했다고 한다. 2021년

4월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그림 19>), 가옥은 후손의 증언대로 일본 기와를 사

용하였고 뜰 안에 감나무가 있었다. 단, 아래채 건물은

현존하지 않았다. 족보 기록에 따르면 이성희는 병인년

(1926) 5월에 출생하였으므로, 이훈우가 입석리에 한옥

을 설계․건축한 시기는 1926년 이후가 된다. �중외일

보� 1927년 1월 6일자에 이훈우가 기고한 글의 내용은

주택 개량에 관한 것으로, 당시 그가 한옥을 짓고 있던

상황과 연관지어 지은 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외일보� 기고문 속 이훈우의 소속은 ‘동아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1928년에는 진주 일신여고

보의 설계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소속 사무소의 이름이

바뀌고 진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하동으로의

귀향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27년

10월 1일 현재 경성 전화번호부에는 이훈우의 전화번

호(광화문국 1710번)가 나오는데 주소지는 경성의 자택

인 운니동 70번지로 되어 있다.27) 1929년 5월에는 사무

소를 수은동 60번지로 ‘이전’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

렸고28), 이훈우의 조카인 이상경(이은우의 아들)은

1932년 당시 운니동 70번지를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었

다.29)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그가 완전히 귀향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경성과 하동을 오가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손자 성희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기존 연구에

서는 이훈우의 아들 이상금만 확인되었으나 족보 자료

및 후손의 증언을 통하여 추가로 후손들의 존재가 확

인되었다. 가계도를 정리하면 <그림 20>과 같다. 이상

금은 1907년에 태어나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사망하였

다. 이상금의 부인 정덕이는 교육열이 높은 인물로, 그

아들 성희와 중희는 각각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딸 다섯 명 중 네 명은 진주여고(일신여고보

의 후신)에 다녔다고 한다. 이성희는 악양중학교 교사

를 거쳐 하동 교육위원 및 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인터

뷰에 응하여 증언을 해준 후손인 이혜자는 이성희의

여동생이고, 이재완은 이성희의 맏아들이다. 이들 후손

들은 예전부터 이훈우가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다고 한다. 또한, 이훈우

에게는 이상금 외에도 경성에 있을 때 낳은 이상갑이

라는 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7) �京城仁川電話番號簿 昭和二年十月一日現在�, 京城中央電話局,

1927, 61쪽. 이 전화번호부는 일본 사이토 마코토 기념관(齋藤實記念

館)에 소장되어 있다. 김현경·유대혁·황두진, 건축가 이훈우에 대한

연구 , 주 37에서는 1925년 8월의 수해 동정금 기부자 명단에 나온

이훈우의 거주지가 운니동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전화번호부에 기

재된 운니동 70번지와 부합된다.

28) �조선일보� 1929년 5월 14일, 1면, 人事消息 .

29) �昭和七年四月現在 會員名簿�, 日本大學校友會, 1932,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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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이훈우와 그 후손의 가계도

그림 21.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홍도암 선영. 2021년 4월 3

일, 황두진 촬영. 표시한 지점이 이훈우의 묘와 묘비.

그림 22. 이훈우 묘비 정면 사진. 2021년 4월 3일,

황두진 촬영.

이훈우는 1937년 9월에 사망하였다. 이혜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악양에서

사망한 것 같다고 한다. 이훈우는 아버지 이종구가 묻

혀 있는 홍도암(홍도바우)30) 선영에 장사 지내졌는데,

지금의 악양초등학교 서쪽이다. 이재완에 의하면, 묘의

원래 위치는 이종구 묘의 위쪽으로 이른바 역장(逆葬)

이었는데, 2010년 무렵 선영 내의 묘를 재배치하는 과

정에서 이종구 묘와 이은우 묘의 오른쪽 아래로 이장

되었다. 이훈우의 묘 앞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앞

면에는 ‘慶州李公諱醺雨之墓’, 앞면을 정면으로 하여 왼

쪽 면에는 ‘戊寅六月　日　不肖子　相錦, 相甲　立’, ‘孫　

成熙, 重熙’라고 새겨져 있다. 비문을 통해 이 비석이

무인년(1938) 6월에 아들 상금과 상갑에 의해 세워졌음

을 알 수 있다. 손자인 성희와 중희의 이름도 보인다.

30) ‘홍도암(紅桃岩)’이라는 명칭은 묘갈명에 등장한다. 이훈우의 후

손들은 ‘홍도바우’라고 부르고 있다. �악양면지�에는 ‘홍도롱(紅桃壟)’

이라는 표기도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이훈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훈우의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를 얻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밖의 자료들도

그의 생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의 건축 활동에

있어서 천도교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이훈우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나 언론 기사 등은

1929년 이후 발견되는 것이 없었는데, 후손과의 인터뷰

에 따르면 그가 1926년 이후 한 차례 하동으로 낙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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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후 경성과 하동을 오가며 활동하였던 정황이

파악된다.

후손들은 이훈우가 건축가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

으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없었고, 건축사무소

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단,

경성 체류 당시 태어난 아들인 이상갑 측에 사무소 관

련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이재완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사가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추가적으로 발굴되기를 희망한다. 이훈우의 건축에 대

한 본격적 분석이나 평가는 여전히 향후의 연구 과제

로 남겨놓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첨

언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족보에 기재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점차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개인

및 가문 정보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족보의 자유로운

열람과 인용이 향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되

는 바이다.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포함하여, 근

현대 건축물과 건축가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민을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1. 姜榮煥, 주생활 , �한국사 51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국사편찬위원회, 2001

2. 김현경, 1900년대 재일본 한국유학생의 활동과 그 배

경: 이은우·이진우 형제를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연

구� 96, 2021

3. 김현경·유대혁·황두진, 건축가 이훈우에 대한 연구 , �

건축역사연구� 29(3), 2020

4. 名古屋寫眞師會 編, �名古屋寫眞師會小史�, 名古屋寫眞

師會, 1990

5. 西尾林太郞, 碑·玩具·版畵に表現され、記錄された日淸

戰爭―新たな敎材と資料を求めて― , �現代社會硏究科

硏究報告� 1, 2006

6. 深田正雄, “住吉の語り部となりたい 第91回(2018.10.16.)

南武平町…松井武兵衛と吉田祿在の街づくり功績”, 名古

屋の舊町名の復活を目指す有志の會 홈페이지, 2021년 4

월 8일 열람, http://www.fukkatu-nagoya.com/sumiyos

hi-kataribe/vol91.html

7. �岳陽面誌�, 岳陽面誌編纂委員會, 2004

8. 鄭昶源·尹仁石, 日帝强占期 韓國에서 活動한 日本系

民間建築事務所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연구� 9(2),

2000

9. 진주여고 80년사 편찬위원회 편, �晉州女高八十年史�,

진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2006

접수(2021. 04. 21)

게재확정(2021. 06.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