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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DIABUTSU hotel was built first in Korea and we know that the hotel was built in

1888. However, it has many ques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cover the truth.

Non-text media in the study is useful to take advantage of the media. However, it is not

used in Korea. I prefer that study by Non-text Media.

The findings, DIABUTSU hotel was built in 1884. It was Japanese-style two-story wooden

building. HORI was hospitality there and many foreigners stayed. Underwood, Appenzeller and

Carles were this hotel and they recorded about the hotel in 1885.

We know that three story building was the first hotel. But this is wrong in fact. The first

hotel is Japanese-style wooden building built in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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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호텔은 숙박시설, 연회장과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은 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

를 이용하게 하는 업’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흔하지 않던 전통사회에서는

숙박시설이 그다지 중요한 시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객사(客舍), 원(院), 주막으로 대변되는 숙박

시설이 있어 공, 사적인 일로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숙

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객관(客館)이라고도 불린 객

사는 조선시대에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

으며,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

소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객사는 숙박기능과

집회기능을 갖춘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호텔과는 거리가 있으며, 숙박과 식사 기능이

전부였던 원이나 주막의 경우에는 현대적 의미의 호

텔과는 거리가 멀었다.

숙박기능에 더해 사교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가된 호

텔(Hotel)은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로 옮겨가는데 필요

한 기본인프라의 하나로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말 개항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

의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한반도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던 인천에는 앞서 개항된 개항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항을 통해 오고갔으며, 이들을 위한 숙

박시설 세워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인천에 세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며, 벽돌조 3층 건물

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이라는 것이 정

설이다. 이는 인천부사에 수록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불호텔에 대한 여러 사진자료와

기록을 살피면서 건립시기, 최초 위치, 건축양식이 우

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

었다. 건립 시기는 그동안 몇 차례 의문을 제기한 사

례가 있지만, 위치와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

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

었으며, 인천지역 근대건축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의 건축시기와 위치를

밝혀 우리나라 근대건축사와 호텔사를 규명하는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

행된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각종 문헌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했다. 연구에 적용된 문헌자료는

문자자료와 비 문자 자료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은 문자자료의 경우 역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조합,

분석하는 방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자료에 나타난 형상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을 통해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비 문자자료

가 많은 역할을 했다. 문헌자료의 경우 주관적 관점에

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화가 곤란하다는 점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학술연구의 경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상의 교차분석을

시도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핵심인 대불호텔의 시원

과 위치를 밝히는데 필요한 판화이미지의 객관화를

위해서 사진자료에 등장하는 각종 형상을 찾아 교차

분석 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2. 근대기 우리나라의 주요 호텔

2.1 개요

호텔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라틴어의 호스피탈레

(Hospitale)로, '순례 또는 참배자를 위한 숙소'를 뜻

한다. 이후 '여행자의 숙소 또는 휴식 장소, 병자를 치

료하고 고아나 노인들을 쉬게 하는 병원'이라는 뜻의

호스피탈(Hospital)과 호스텔(Hostel)을 거쳐 18세기

중엽 이후에 지금의 뜻으로 바뀌었다.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이후 많은 사람들을 쉽게 실

어 나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여

행자가 급증하였고, 유럽 각지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이 등장했다. 초창기를 거쳐 호텔에 대한 수

요가 늘어나면서 호화로운 호텔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미국에서는 편리함과 쾌적함

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호텔이 등장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호텔의 대중화가 이루

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1889년(고종 26) 인천에 세

워진 대불호텔이며1), 1902년 서울 정동에 세워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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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호텔을 통해서 호텔의 기능을 더욱 발전되었다. 이

후 하남호텔(1909년), 철도호텔(부산·신의주, 1912년),

조선호텔(1914년), 반도호텔(1936년)이 세워졌다.

우리나라 현대식 호텔의 시작은 1963년에 세워진

워커힐호텔이며, 1970년대에 들어서 1973년 롯데호텔

과 신라호텔과 같은 호텔이 세워지면서 비약적인 발

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2 손탁호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했던 호텔로 정동호텔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

식 호텔2)로 언급되며 ‘손탁빈관(Sontag賓館)’이라고도

한다. 손탁(Sontag,A. 孫澤, 1854∼1925)은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출신이다. 이 지역이 보불전쟁으로 독일

에 편입됨에 따라 독일국적을 갖게 되었다. 1885년 10

월 초대 주한 러시아공사 웨베르(Waeber,K. 韋貝)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25년간(1885∼1909) 생활하였

다. 손탁이 유명해진 것은 아관파천에 관여하여 고종

황제가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 이후에는 정동구락부와 왕실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등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정

동 손탁 사저를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제공함에 따라

고종황제는 손탁의 노고를 치하하여 1898년 3월 16일

구 한옥을 헐고 양관(방 다섯 개)을 지어서 하사하였

다. 이 때 손탁은 내부를 서양식으로 장식하여 숙박시

설로 운영하였다. 이것은 서울 최초의 호텔영업이 되

었다. 객실이 5개에 불과해 실질적인 호텔로서의 영업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한국정부의 대외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 관료가 입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고 숙박시킬 만한 시설을 갖추

지 못한 터라 새로운 호텔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02년 10월, 구 양관을 헐고 2층 양

관을 세워, 손탁이 경영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손탁호텔’이다.

황실의 재원으로 세워진 호텔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영 호텔이었고, 영업을 손탁이 맡은 것이었다. 호텔

2층은 국빈용 객실로 이용하였고, 1층은 일반 외국인

객실, 주방, 식당, 커피숍 등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이러한 시설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탁호텔은

1) 차길수·윤세목, 호텔경영학원론, p.112, 2010

2) 서양 문화인 호텔자체가 서구식이므로 ‘서구식 호텔’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양요리와 호텔식 커피숍 경영의 효시이다3).

러일전쟁에서 패망한 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세

력은 급격히 힘을 잃었고 손탁도 1909년 귀국길에 올

랐다. 이후 이 호텔은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모금한 23,060달러로 이 건물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22년 건물을 철거하고 프라이 홀을 건

축하였다. 이 건물은 이후 50 여 년 간 사용되다가

1975년 소실되었다.

2.3 조선호텔

조선호텔은 옛 중앙청을 설계한 프러시아계 폴란드

인 게오르그 라란데(Georg de Lalande)가 설계한 명

실상부한 호텔로 1914년 9월 20일에 문을 열었다. 연

면적 583평 지하 1층 지상3층의 벽돌조 건물로 총 69

개의 객실이 있었고, 여객과 화물수송을 위한 7대의

엘리베이터가 갖추어져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

국은 서울의 조선호텔과 함께 철도교통요지에 부산정

차장 호텔, 신의주철도호텔 등 주요 철도역마다 호텔

을 세워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반도호텔과 함께 국내 최대 규

모였다. 1958년 8월 31일 4층이 화재를 당하기도 했으

나 곧바로 수리되었으며, 1967년 현재의 건물로 재개

관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영빈관 역할을

수행한 조선호텔은 1979년 10월 웨스틴호텔(Westin

Hotel & Resort)로 변경되었다. 1999년 9월 신세계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4 반도호텔

전국적인 철도망이 갖춰지고 자동차 주요한 대중교

통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여행이 한층 편리해진

1930년대에 본격적인 상용호텔이 들어선다. 그 대표적

인 호텔이 1938년 4월 27일에 준공된 반도호텔이다.

철근콘크리조인 이 건물의 설계는 다카하시(高橋貞太

郞)가 했고, 시공은 하자마구미(間組)가 맡았다. 반도

호텔은 수풍댐, 조선질소비료공장, 장진강수력전기 등

대형구조물을 세운 노구치가 세웠는데 그 일화가 흥

미롭다. 그는 조선호텔에 투숙하려다 볼품없는 외모를

때문에 숙박이 거절되었고, 이 일로 화가 난 노구치가

조선호텔이 바로 보이는 곳에 그보다 더 높은 규모로

세웠으며, 반도호텔 사무실에서 조선호텔을 아래로 내

3) 대불호텔에서도 빵과 신선한 고기가 판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록도 수정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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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불호텔과 스튜어드 호텔

사진 중앙의 합각지붕건물이 스튜어드 호텔이고 그 오른쪽

에 위치한 건물로 지붕에 굴뚝이 있는 건물이 대불호텔이다.

려다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한다.

지하 1층 지상8층 규모로 세워진 이 건물의 건축양

식은 193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사용된 사무실

건축양식을 본 딴 것이다. 5층까지는 사무실이었으며,

6~8층이 객실이던 이 호텔은 9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본식과 서양식 객실은 물론 한국식 객실

도 있었다.

3. 대불호텔의 연혁과 지리적 특성

3.1 대불호텔의 연혁

우리나라 호텔의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19세

기말 인천에는 일본인 호리가 세운 대불4)호텔, 중국

인 이태(怡泰)가 세운 Steward5) Hotel(Harry's

Hotel), 오스트리아계 헝가리인 스타인벡(Joseph

Steinbech)이 세운 Hetel de Coree(1887~1888년?)가

있었다. 여러 개의 서양식 호텔이 들어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일본식 여관이

성업했다는 사실은 근대 개항장 인천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숙박시설 중에서도 으뜸은 우

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로 개점 이후 인천항

을 오가던 많은 내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커피를 마시고 공연을 감상했다. ‘대불호텔’, ‘Hotel

DAIBUTSU’, ‘大佛ホテル’로 이름을 가졌던 이 호텔

에서는 여행자를 위해 인력, 마필 등을 중개, 알선하

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동학혁명 당시에는 전라북

도로 출병하던 홍계훈이 이 호텔에서 800명의 병사가

해상에서 먹을 양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성황을 누리던 인천지역 호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공교롭게도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된

경인철도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극심한 영업 난에

허덕이던 대불호텔은 1907년에 발행된 자료에는 타쿠

(宅)합명회사 인천지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호리의 주

사업대상이 선박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시에

는 선박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후 중국인에게 매도되어 중국음식점인 ‘중화루’로 거

듭났다. 이러한 사실은 토지대장에도 나타난다. 대불

호텔이 있던 자리는 인천시 중앙동 1가 18번지이며,

4) 大佛 : 호리의 체구가 커서 큰 부처상 같다 해서 붙여

진 이름

5) Steward : 이태의 전직이 유람선 스튜어드였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 있지만, 알렌공사의 시종으로 근무한 기록

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람선보다는 알렌공사의 시종에서

시원을 찾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은 386.8㎡이다. 1914년에 호리리키타로(堀力

太郞) 앞으로 사정(査定)되었고, 1922년에 중국인 賴文

藻(혹은 賴女藻)에게 이전되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공

화춘, 동흥루와 함께 3대 청(淸)요리집으로 명성을 날

렸다. 이후 이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포화로 집을 잃

은 중국인들의 집단거주공간으로 쓰이면서 급격히 낡

았다고 전한다. 1978년 화재가능성을 이유로 철거된

뒤 현재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빈 터로 남아 있

다가 최근 건축물 신축을 위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2 대불호텔의 지리적 특성

대불호텔은 1883년 인천개항에 맞춰 설정된 일본전

관거류지에 세워졌다. 당시 인천에는 이외에도 청국전

관거류지와 각국거류지가 설치되어 외국인은 치외법

권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었다. 응봉산 산자락과 바다

가 만나는 곳에서 약 50m 정도 육지 쪽으로 들어 온

곳이다. 인천항의 당시 명칭인 제물포항에는 많은 외

국배가 출입했으며, 그 만큼 사람과 화물의 이동도 빈

번했다. 승선하거나 하선한 승객과 화물은 세관을 거

쳐 이동하게 되는데 그 세관과 연결된 주도로의 좌우

에 청국조계지와 일본조계지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대

불호텔이 들어선 대지는 주도로에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

근할 수 있던 곳이었다. 특히 응봉산 남사면에 위치하

고 있어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서 쉽게 눈에 띄

는 곳이기도 했다.

4.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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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출처

1884.11.3
호리의 누각에서 수 십 명
이 모여 연회

소림(小林)영사 보
고서

1885.4.5
Daibutsu Hotel,
Laibutsu Hotel 언급

U n d e r w o o d ,
Appenzeller 비망록

1885.5 숙소는 2층집 위층 Carles

1892. 인천의 3대 여관 대불호텔 인천사정

1894. 대불호텔은 서양인이 숙박 신찬 인천사정

1897. 대불호텔에서 단발을 함 윤치호 일기

1899. 경일철도 개통

1906. Inn-Daibutsu Hotel Guide-book for
Tourist in Japan

1907. 타쿠(宅)합명회사 재한실업가명감

1914. 査定(호리리키타로) 등기부

1922. 이전(賴文藻혹은 賴女藻) 등기부

1933. 중화루라는 중국집 인천부사

표 1. 대불호텔 관련 문헌 기록

4.1 관련 각종 문헌기록과 분석

(1) 문헌자료

다음은 대불호텔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종 문

헌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1은 대불호텔과 관

련된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① Robert Neff ; Hotel de C ore(The Korea

Times, 2004년 11월 5일자)

Austro-Hungarian(Joseph Stienbech)은 1884년 늦

을 가을에 한국에 도착했다. Stienbech은 해안가 토지

를 구입하여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가게를 설립하고 한국가이드를 제공했다. 이후

호텔을 건립하려했으나 수교가 되어있지 않아 불가능

했다. 당시 인천에는 일본인 소유의 Daibutsu Hotel과

중국인 소유의 Harry's Hotel이 있었다.(중략) 1888년

2월 Chesney Duncan(영국왕립아시아협회 중국지부회

원으로 조선의 영세중립국정책을 건의)이 객실에서 강

연했다.

② Henry Gerhard Appenzeller;1858~1902년)_비망

록(1885년 4월 5일)

다이부츠 호텔(Hotel DAIBUTSU)은 놀랍게도 영어

로 손님을 모시고 있었다.

③ Underwood(1885년 4월 5일)

우리는 고급이라는 라이부츠(LAIBUTSU)6)나 해리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라이부츠의 침대는 평평한

침상에 모포 한 장을 펴 놓은 것에 불과했으며, 해리

호텔은 구멍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물동이를

매달았다.

④ 인천부사(1933년)와 개항과 양관역정(1959년)

호리리키타로(堀力太郞)가 1887년에 착공하여 1888

년에 완공한 서양식 호텔이다.

⑤ 인천일본영사 小林보고서(1884년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정오 12시부터 호리히사타로

(堀久太郞)의 누각 위에서 입식연회를 열고 세관관리

를 비롯한 내외 동업자를 초청했으며, 참석한 사람은

수 십 명에 달했다. 오후 4시부터는 인천감리와 각국

영사를 초대했다.

⑥ W.R. Carles(1885년 5월)

나의 숙소는 일본인 거류지에서 단 한 채 밖에 없

는 2층집 위층이었다. 앞의 창문을 통해 바다의 전경

이 내려다보이며 마루건너에는 집주인과 그의 친구가

살고 있었다.

6) 다이부츠 즉 대불호텔의 오기로 보인다.

⑦ A. Henry Savage-Landor_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대불호텔은 2층 건물이었으며, 2층을 침실로 사용했

다. 침실은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침대는 마루 위

에 올려놓은 매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했다.

(2) 문헌자료분석

앞항에 언급한 문헌자료 ①, ②, ③의 내용은 공통

적으로 1884, 5년경에 대불호텔이 호텔영업을 하고 있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만이 3층 벽돌조 건물이

1888년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최초의 것이라

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대불호텔의 건

축연도가 1888년이라는 설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은 건축구조에 대한 것으로 문헌자료 ⑥, ⑦에

따르면 대불호텔은 1885년 당시 거류지에서 하나 밖

에 없는 2층 건물이며, 2층 복도를 기준으로 일부를

커튼으로 막아 침실을 만들어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호리가 사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⑤에 의하면 호리의 2층은 수 십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3) 소결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대불호텔의 최초 건축연도

는 1884년경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최성연선생의

위의 기록은 벽돌조 3층 건물의 신축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성연 선생은 건축주를 호리

리키타로로 기록했는데 이는 호리히사타로(堀久太郞,

?~1898)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호리

리키타로는 1888년 당시 17세에 불과했고, 히사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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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불호텔 터 주변 지적현황그림 2. 일본전관거류지부지경대상황

1898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888년에 완공된

호텔이 1902년에 문을 연 손탁호텔 보다 건립시기가

앞선다는 점 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희박하다.

4.2 대불호텔의 지적도 고찰

대불호텔이 있던 자리와 함께 그 주변대지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어 일대가 공터로 변해 있어 하나의 대

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4개의 필지(24-1, 2, 3, 8)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대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일본조

계지를 설치하면서 각 필지별로 개인에게 경대한 자

료가 있다. 김용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를 자

세히 정리하여 일본전관거류지부지경대가(日本專管居

留地敷地競貸價)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자세

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불호텔의

위치에 해당하는 필지의 경대자는 이 호텔은 세운 호

리히사타로(堀久太郞, ?~1898)도 그의 아들인 호리리

키타로(堀力太郞, 1870년~1934년?)가 아닌 토히(土肥福

三郞)이다. 호리(堀久太郞)가 경대 받은 땅은 바로 옆

과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자신이 임대한 땅을 놔

두고 굳이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4년에 조사를 거쳐 만

들어진 토지조사부)에는 대불호텔 터가 토히(土肥福三

郞)의 것이 아니라, 호리(堀力太郞)의 소유로 되어 있

다. 이를 현재의 지적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 그림 3이

다.

다음은 ‘일본지계 제일 첫 집이 호리(堀力太郞)의

자택이고, 그 당시 가장 잘 지었다는 이 벽돌집이 두

번째 인데(이하생략).’는 최성연 선생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84년 경에 세운 2층 건물을

1887년에 허무는 것은 재해 등의 특별한 원인이 없으

면 불가능하다. 특히 당시에는 대부분의 건축자재를

일본에서 직접 들여와 사용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건물이 들어선 곳은 다른 곳보다

약간 고랑이 있어 석축을 쌓고 대지를 정지해야하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참고로 호리히사타로(堀久太郞와 그의 아들 호리리

키타로(堀力太郞)은 부산에서 활동했다. 인천개항과

동시에 인천에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당시에 발간된

문헌에는 이들이 호텔영업보다는 주로 기선영업에 초

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대표적인 해운회사이던 일본우선주식회사인천

지점 건물을 호리리키타로(堀力太郞)가 매입하여 1915

년 6월 12일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호리(堀)기선회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한편, 대불호텔 터를 경대 받은

토히(土肥福三郞)는 나가사키(長崎)출신의 인천미두취

인소 주주(23주 소유)7), 土肥商店(무역업)주인이었다.

4.3 비 문자매체 고찰

비 문자 매체는 문자로 된 자료에 비해 객관성 확

보가 용이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 건축

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연구에 활

용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원문자료 DB구

축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

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대불호텔과 관련된 비 문자자

료분석을 통해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멸실되어 사라진 건축물의 복합적인

7)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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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arper‘s Weekly, Illustrirte Zetung의 일러스트

그림 5. 일러스트와 사진 및 엽서자료의 형태비교 분석

관계를 분석해 새로운 건물의 존재가능성을 입증하는

본 연구는 비문자매체가 없었다면 실현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1) 일러스트 이미지

‘Hotel DAIBUTSU’라는 간판이 달린 일러스트 이

미지 2매가 있다. 하나는 1889년에 발행된 Harper‘s

Weekly(미국)에 수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894년

8. 11일에 발간된 Illustrirte Zetung(독일)에 실린 것이

다. 두 개의 그림 모두 일본식 목조2층 건물의 눈썹지

붕에 ‘Hotel DAIBUTSU’라는 간판이 있고,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거리와 건물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다른 시기, 다른 곳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것이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그림으로

역사적인 장면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심의 여지는 많이 희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장의 일러스트 이미지의

사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 사진과 엽서자료 분석

대불호텔이 등장하는 각종 사진자료와 엽서이미지

를 수집하여 이를 비교분석했다. 일러스트에 묘사된

난간, 눈썹지붕의 형태가 유사하며, 지붕에 칠해진 모

습도 같다. 특히, 바라보는 각도는 상이하나 거리에

위치한 우물도 위치와 형태가 같다. 이러한 사실을 근

거로 볼 때 일러스트 이미지는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불호텔이 최

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일본식 2층 건물

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인정한다 해도 단순한 숙박

기능 만 수행했기 때문에 호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8). 그러나 간판에 ‘Fresh bread & meat’

라는 광고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주장이 옳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불호텔이 영업하던 당시

일본의 개항장인 요코하마 일대에도 일본식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주장은 논

리가 약하다.

4.5 대불호텔의 건축적 특성

대불호텔에 대한 건축적 기록은 사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층수와 외관이 있으며, 평면은 축척을 알

8) 김창수, 대불호텔·중화루의 변천사로 읽는 집과 길의 운

명, 포럼자료, (재)인천문화재단·인천대학교관행연구사업단,

2010, p.11

수 없는 도면 한 장이 전부라서 현 상태에서 대불호

텔의 건축적 특성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1884년경에 세워진 최초의 대불호텔은 일본식 2층 목

조이며, 1888년에 세워진 건물은 벽돌조 3층 건물이

다. 최초의 건물은 멸실 시기도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서술은 곤란하나, 두 건물의 공통점은 1층에 난간이

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두 번째 건물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인천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랜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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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불호텔 앞 우물비교

시기 내용 출처

1884.11.3 수 십 명이 모여 연회 일본영사보고서

1885.5 숙소는 2층집 Carles

1888. 대불호텔(벽돌조 3층)건립 인천부사

1894. 대불호텔은 서양인이 숙박 신찬 인천사정

1914. 査定(호리리키타로) 등기부

1922. 이전(賴文藻혹은 賴女藻) 등기부

1933. 중화루라는 요리집 인천부사

표 2. 대불호텔의 건축적 기록

그림 7. 대불호텔 평면도(Non-scale)

크였다. 건축물의 외관은 정면 출입구를 페디먼트

(pediment)로 장식된 절충주의 양식의 건물이었고 일

부에는 금색으로 칠했다는 기록도 있다. 지붕은 일본

식기와를 올렸으며, 상부에는 크레스팅(Cresting)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초창기에는 도머(dormer)창이 있

었으나,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나중에 철거된 것으

로 확인되며, 창문에는 쌍여닫이 형식의 덧문이 달려

있었다. 또한 건물 뒷면에는 후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입문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계단이 남아있다.

5. 결론

대불호텔과 관련된 문헌자료, 지적도와 여러 비 문

자 매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를 통해 대

불호텔이 ‘인천부사’와 ‘개항과 양관역정’에 기록된

‘1887년에 착공하여 1888년에 완공한 서양식 호텔’ 이

전에 일본식 2층 목조건물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아울러 이 호텔

의 건축 및 영업 시기는 1884년경으로 추론했다. 즉

대불호텔의 설립자인 호리히사타로(堀久太郞)는 우리

가 알고 있는 대불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의 집

에서 1884년경9) ‘Hotel DAIBUTSU’란 이름으로 호

텔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어 바로 옆 대지

를 확보하여 벽돌조 3층 건물을 세워 영업을 계속했

으며, 당초의 건물은 자신의 주택용으로 사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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