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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조국 근대화’
- 1960-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김미영*

Hotel & the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 Focused on Seoul in 1960s-70s Meeyoung Kim*
1)

요약：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수도 서울의 현대적 재건, 그리고 서울 시내 도심 호텔의 집중적 건설 사이
의 시간적·물리적 동시성(Concurrency)에 주목한다. 1960~70년대 서울 시내 호텔의 성장과 발전은 조국 근대화를 실
현하기 위한 ‘계획’의 결과물로, 국가와 시대의 요구였다. 첫째, 호텔은 국가의 자본축적을 위한 경제 개발 수단 중 하나
였다.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당시 호텔은 비교적 손쉬운 외화벌이 통로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아래 적극 육성되었다. 둘
째, 호텔은 현대적 모습을 갖춘 수도 서울 건설을 위한 도구였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세워진 도심 국영호텔은 수도
서울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서구의 호텔이 시장 주도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
라 호텔업은 국가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연구와 호텔연구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호텔을 관광숙박 시설로 인식하는 기존의 통념은 재고할 뿐만 아니라 호텔의 도시적 기능과 속성을 발견해
이에 따른 공간계획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서울, 호텔, 조국 근대화, 수도계획
ABSTRACT：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urrency between the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of the
Park Chung-Hee Era in the 1960s, the modern reconstruction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the
intensive construction of Seoul city hotel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otels in Seoul was a result
of 'planning' as a demand of the times and countries. First, the hotel was one of the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for capital accumulation of the country. The hotel industry in the 1960s, when the
industrial base was weak, was a relatively easy way to earn foreign currency. Especially, as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upgraded to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the 1970s, the hotel industry is actively
fostered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hotel plays a key role in realizing the
modern reconstruction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The state-run hotel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renewal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private hotels led the three-dimensional expansion of the city,
resulting in a dramatic expansion of the cityscape and dramatic changes in the city skyline.
KeyWords：Seoul, Hotel,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Capi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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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
려는 정치적 의도 중 하나였다.
이 연구는 1960년대 등장한 박정희 정권의 조국

서울의 호텔사(史)는 구한말 근대화와 더불어

근대화, 수도 서울의 현대적 재건, 그리고 서울 도

시작한다. 서구 열강의 정치와 외교의 장이었던 정

심 호텔의 집중적 건설 사이의 시간적·물리적 동시

동 일대에 호텔이란 이름을 내건 서양식 숙박시설

성(Concurrency)에 주목한다. 서울 시내 호텔은 조

이 등장한 것이다. 서울호텔(1887년), 프렌치호텔

국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국가주도 ‘계획’의 결과물

(1901년), 스테이션호텔(1901년), 손탁호텔(1902

로서 국가 경제성장과 수도 서울의 현대적 재건을

년) 등이 대표적이다.1)

실현하는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

일제시대에는 식민자본으로 조선호텔(1912년),

ture)로 기능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반도호텔(1938년)이 서울에 들어섰다. 조선총독부

서울시내 도심을 중심으로 건설된 호텔은 처음부

철도국이 운영하던 조선호텔과 일본인 사업가 노

터 도시계획의 수단이자 도구였으며, 결과적으로

구치 시다가후가 건설한 반도호텔은 우리나라 고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

급호텔의 효시로 국내외 정계요인이 끊임없이 드

능을 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드는 정치적 요지로 기능하였다(윤상인,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 정권

200~203; 한국여행신문사, 1999: 33).

의 조국 근대화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정책

서울시내 호텔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960

규제의 대상으로서 서울의 호텔을 분석한다. 둘째,

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목표 아래 국가

당시 건설된 서울 도심의 호텔이 서울이라는 공간

주도 압축적 경제개발이 추진되던 과정에서다. 당

을 어떻게 형성 혹은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본다.

시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
로 부상하는데, 관광업의 핵심 기반인 호텔업 역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 아래 수도 서울의
도심부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Ⅱ. ‘조국 근대화’와 수도 서울

한편, 당시 우리나라는 전후 혼란을 딛고 국가
주도 산업화와 도시화를 시작하면서 각종 도시계
획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최상철, 2001).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부를 수립한

그리고 수도 서울은 국가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 경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통치 기본 이념으로 선언

제성장의 거점으로 관리·육성되면서 현대적 모습

하고 경제발전으로 이루는 조국 근대화를 새로운

으로

장규식,

국가목표로 제시한다. 1962년부터 4차례에 걸친

2003).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위로부터의 산업화와

한 도시공간의 선제적 개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발전을 꾀한다. 조국 근대화는 중앙집권 통치

재건된다(김광중·윤일성,

2001;

1) 이 호텔들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각국 공사관이 외국인, 외교관, 선교사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출간된 가이드북에는
‘서울의 호텔들’이란 지면에 미국공사관을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로 소개할 정도였다(이순우,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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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4; 장규식, 2003; 최강민, 2009).4)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정부의 정당성 확보하는 강력
한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김윤태, 1999; 김종태, 2013).

특히 1966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받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조국 근대화를 향한 군

은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임한 1966년부터 1970년

사정부의 열망이 실현되는 핵심 무대였다.2) 첫째,

까지 서울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도

경제적 차원에서 수도 서울은 국가경제성장의 구

시는 선(線)이다”, “건설, 돌격의 해”, “선택 + 준비

심점이자 원동력이었다. 1960년대 연이은 경제개

+ 실천 + 집념 + 증거” 등의 표어를 내세웠던 ‘불

발 5개년계획 과정에서 서울은 경제성장을 주도하

도저’ 김현옥 시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

는 주 무대였다. 특히 영등포와 구로구의 대규모

종 도시계획 사업을 단행하였다. 1966년 서울 시

산업단지는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의 요지로 조

내에는 총 3,500여 건, 1967년에는 총 5,300여

성되었고, 서울은 조국 근대화를 선도하는 산업 도

건의 크고 작은 건설공사가 실시되었다고 한다(권

시로 자리하게 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성취한 우리

영덕, 2012). 그리고 김현옥 시장이 강력한 집행능

나라 초기 산업화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대

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

변한다(장규식, 2003).

이 있었기 때문이다.5)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 수도 서울은 국가권력의

열망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화된 수도 서울의

상징으로서 적극적 재건 대상으로 부상한다. 박정

면모로 일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고 적극적

희 대통령은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엄청난

지원과 후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영향력을 발휘하며 낡고 초라한 서울을 근대적 모
습으로 재건했다.3) 서울은 직선화·입체화·고층화
로 전근대적인 것은 철거되고 근대적인 것은 새롭
게 건설되는 공간의 생산을 거듭하였다(강내희,

Ⅲ. 호텔, 자본축적의 수단

2004; 권영덕; 2012; 김광중·윤일성, 2001; 장규
식, 2003; 최강민, 2009).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게 수도 서울은 자신의 기

1. 호텔과 외화조달

호와 관심을 직접 구현하는 공간적 대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기반이자 근대화된 국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관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적 표상이었던 것이다(강내

광산업은 정부의 의욕적인 지원 대상으로 부상한

2) 수도계획(capital planning)은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일종이면서 구분되는 무엇이다(Gordon, 2006:1). 수도는 “국가권력의 적나
라한 상징”으로 일반적 도시계획에 비해 복고적이며, 정치적 맥락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Sonne, 2003: 22; Vale, 2006: 36). ‘국가
적 도시’라는 지위 혹은 ‘국가적 미장셴’이라는 위상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전상인·조은희·김미영, 2015).
3)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재건’이란 단어는 한동안 유행한다.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국가최고통치기관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재건복, 재건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건전략이 실시되었다. 이는 과거의 전근대적 체제와 단절하고 근대화된 조국을 건설하겠
다는 군사정권의 명시적 선언이었다(김백영, 2013: 101~111; 최강민, 2009: 320).
4)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표하여 서울에 수도행정의 특수 지위를 부여하고, 서울특별시장을 국무위원급
으로 격상한다. 서울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수도로서 특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5) 40세에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김현옥은 그 전 부산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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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화조달 수단으로서 관광호텔
출처: 경향신문, 1970.03.31.

다. 국내 산업구조가 취약하던 당시, 경제개발을

국제관광공사는 1963년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지상 목표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에게 수출로 외화

인수하여 ‘반도조선호텔’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

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객실뿐 아니라 점포, 식당, 바,

외화 가득률이 높은 관광업을 우선 육성하여 국가

스카이라운지 등 수익시설을 운영해 외화 획득에

자본을 조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

앞장섰다. 또한 국제관광공사는 반도호텔과 조선

이다. 관광사업진흥법 제정(1961년), 국제관광공사

호텔을 연결하여 우리나라 최초 호텔 아케이드인

(現 한국관광공사) 설립(1962년), 미주여행업자협회

반도조선아케이드를 건설한다. 외국인만 이용할

(ASTA)와 동아시아관광협회(EATA) 가입 등 관광

수 있었던 반도조선아케이드는 외래객을 위한 별

진흥을 향한 국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였다(인태

다른 쇼핑센터가 없던 시절 외화 획득의 현장이었

정, 2007; 한국관광공사, 2012).

다(한국관광공사, 2012: 47~48).

호텔업은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정부는 공기업의 호텔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호

하나였다. 정부가 1962년 국제관광공사(現 한국관

텔의 관광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때 정부가 상정

광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국영(國營)호텔의 경영 효

한 관광객은 주한 UN군이었다(교통부, 1961: 39).

율화로 외화 획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국내 관광여건이 열악했던 당시 순수 관광을 목적

국가기관인 교통부가 직접 운영하던 반도호텔과

으로 하는 외래 관광객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서

조선호텔은 자금 운용이나 영리사업 경영에 제약이

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상주하는 미군은 수만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을 전적으로 민

이르렀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1962: 128). 실제

간에 위탁하기는 시중의 민간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당시 UN군이 국내 관광에 지출하는 금액은 매우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사(公社)를 설립하여 호텔

컸다. 1963년 기준 총관광외화 수입 521만 달러

경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관광수입을 증대

중 UN군이 가져다준 수입은 221만 달러로 전체

하고자 했던 것이다(한국여행신문사, 1999: 124).

43%에 이르렀다(교통부, 196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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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은 UN군의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

이름을 빌려 워커힐(Walker Hill)로 결정했다. 다

한 ‘달러박스’로 각종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된다.

섯 동의 호텔 건물에도 각각 더글라스, 매튜, 맥스

1963년 관광사업진흥법에는 “주한 국제연합군과

웰, 라이먼, 제임스 등 UN군 혹은 미8군 사령관을

외국인 선원 전용의 관광호텔(관광시설업을 포함

지낸 사람의 이름이 붙여졌다. 호텔의 성격이 주한

한다)에서 제공되는 주류는 주세를 면세”하는 조항

미군의 휴가시설로 결정된 만큼 이들이 존경하는

(제46조 2항)이 신설되고 1964년 지방세법은 “요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친숙함을 더하려는 목적

리점, 무도장, 카바레, 바, 호텔 등에서 주한 UN군

이었다(한국여행신문사, 1999: 15; 워커힐호텔,

의 숙박을 포함한 유흥음식 행위는 유흥음식세가

1993: 94).

면세”(제139조)되도록 개정된다. 그 효과는 즉각

워커힐은 숙박과 오락, 그리고 휴양을 모두 즐

나타났다. 1964년 외래 관광객에게 획득한 관광외

길 수 있는 복합 위락시설이었다. 대규모 단지에

화 수입이 278만 9천 달러였던 것에 비해 호텔,

골프, 승마, 볼링, 나이트클럽, 바, 음악실, TV실

무도장, 요리점 등 관광시설업에서 벌어들인 외화

등 각종 오락시설과 한국 민속관까지 갖추고 있었

수입은 973만 3천 달러로 약 3.5배에 이르렀다(교

다. 개관 기념행사에는 루이 암스트롱을 초청하여

통부관광국,

1965).7)

특별 공연을 열었고, 호화찬란한 스테이지 쇼

우리나라 최초의 리조트 호텔인 워커힐(1963

(stage show)인 허니비 쇼(Honey Bee Show)를

년)을 건설한 목적도 바로 주한 UN군과 외국인을

매일 밤 선보였다. 각종 일간 신문에서는 워커힐을

위한 관광위락시설 제공이었다. 당시 정부는 온양

“한국의 라스베가스”, “참다운 ‘코리아’를 즐길 수

호텔, 해운대호텔, 불국사호텔 등 3개의 호텔을 미

있는 종합관광시설”(동아일보, 1962.07.04.), “‘향

군 장병의 R&R(Resort & Recreation Center)로

락의 소왕국’의 심장부”(동아일보, 1962.07.05., 워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UN군이 홍콩

커힐(2)),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동양 최대의 유

이나 일본 등지로 휴양을 떠나고 있었다. 정부는

흥지’”(경향신문, 1962.09.04.), “호화로운 모텔”

해외로 흘러나가는 UN군의 달러를 확보하고자 제

(동아일보, 1963.09.18.) 등으로 소개할 정도였다.

대로 된 시설을 갖춘 위락호텔 건립을 결정한다(교

개관 당시 워커힐은 내국인 출입도 허용하지 않

통부, 1961: 234; 워커힐호텔, 1993: 92~93).8)

았다. 주한 UN군과 외래 관광객으로 이용객을 제

위락호텔 부지로 결정된 곳은 뛰어난 산세를 지

한하였고 내국인은 외국인이 초대하는 경우만 출

니고 강나루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차산 기슭

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워커힐에 관한 대중의 관심

이었다. 도심에서의 거리,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

은 매우 높아 1963년에 서울관광안내소는 매일 2

려했을 때, 휴양호텔로 충분한 입지 조건을 지닌

백여 명씩 1인당 50원을 받고 워커힐을 관광하는

곳이었다(손정목, 2007a: 139~143). 호텔 이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경향신문, 1963.

한국전쟁 중 전사한 워커(W. H. Walker) 장군의

01.12., “워커힐 공개 오는 31(일)까지”), 워커힐을

6)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국내 관광 외화수입에서 주한 미군으로 인한 수입이 가장 높았다(교통부, 1969:256).
7) 서울시는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외화벌이에 혁혁한 공을 세운 호텔에 산업훈장이나 대통령표창을 상신하기도 하였다
(매일경제, 1970.02.21., “대통령표창 등 상신 외화 많이 번 호텔”).
8)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국내 관광 외화수입에서 주한 미군에 따른 수입이 가장 높았다(교통부, 196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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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한 영화 ‘워커힐에서 만납시다’(1966년,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제관

한형모作)는 5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기도 하였다.

광공사가 운영하던 반도, 워커힐, 영빈관 등은 고

‘관광 진흥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국가목표

전을 면치 못하였다. 워커힐은 UN군의 관심이나

아래 건설된 종합관광시설인 워커힐에 기울이는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반도호텔도 정

지대한 관심은 도시계획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부의 호텔업 진흥책에 힘입어 신규 민영호텔들이

우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워커힐의 입지 한계를 극

약진을 보이면서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었다(동

복하려고 도로를 건설·확장했다. 1966년 김현옥

아일보, 1964.04.06., “워커힐 일 년 가계부”; 한

서울시장은 불과 10m 폭에 불과했던 광나루길(성

국관광공사, 2012). 영빈관은 개관 첫해부터 계속

동교∼워커힐)을 30m로 확장하였으며,9) 1972년

되는 적자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국유재산으

뚝섬∼광나루 구간까지 강변도로를 건설하여 김포

로 관리해야할 명분은 줄어들고 있었다(에이치알,

국제공항과 워커힐 사이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1991.12.).

(손정목, 2007a: 159~166). 또한 서울시는 196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영 호텔

년 성동교-워커힐, 1967년 강변 1로(잠실대교-천

업의 재벌 불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융자 지

호대교)를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외국 손님이 많이

원, 차관 배정, 외자 도입 등의 특혜를 주고 일부

드나드는” 워커힐 주변의 미관을 관리한다(1966.

대기업을 육성하고 있었다. 국영 호텔의 재벌 불하

09.15. 제3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1967.12.18.

는 호텔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벌 기업

제14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재벌의 입장에
서도 호텔업에 진출하는 것은 사업 다각화를 이룩하
고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실현할 수

2. 호텔과 경제개발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호텔신라, 1985: 56~57; 워
커힐, 1993: 139).

1970년대 관광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삼성에게 영빈관을, 롯데에게 반도호텔

1975년 2월 7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광

을, 선경(現 SK)에게 워커힐을 각각 불하한다. 삼

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되고 금융, 세제, 행정

성의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72년 가을 운영난에

등에서 수출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대한

빠져있는 영빈관을 인수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민국정부, 1971: 108; 한국관광공사, 2012: 91).

국빈이 불편 없이 유숙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

정부는 관광업의 중추인 호텔업에 시설·운영자금

최할 수 있는 호텔을 건설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지원, 전기요금·유흥음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

있었다”고 회고했다(이병철, 2014). 롯데의 신격호

소화, 경영자·종사자 대상 관광새마을교육 등을 실

회장은 박대통령이 “관광공사가 경영하는 반도호

시해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한국관광공사,

텔이 적자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국영기업

2012: 91~92; 한국여행신문사, 1999: 293, 303).

체에 맡겨두어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9) 1966년 5월 30일에 착공하여 불과 7개월 만에 완공된 광나루길은 시내 중심부와 워커힐을 연결되는 유일한 ‘관광도로’였다(경향신문.
1966.08.15., “서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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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반도호텔 인수를 건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

이는 정부가 호텔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

다(롯데호텔 개관30주년 기념집 편찬위원회, 2009:

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례로 일본의

69). 워커힐은 박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호

후지다공업과 뉴코리아호텔의 합작에 관한 심의위

텔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조건을 걸고 선경에게 매

원회 안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명확

각을 결정하였다고 한다(SK, 2013: 60-61).

하게 드러난다. “현재 현저히 부족하고 장차에도

호텔업은 재벌 불하와 더불어 외자도입의 대상

외국인의 급증 추세에 따라 부족할 관광호텔 수용

으로 급부상한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내수 자본

시설을 완화하고 입국한 외국관광객으로부터 연간

규모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의존적 개발

약 5.4백만 불의 외화를 획득할 뿐 아니라 약 800

정책을 채택하였고, 외채 도입뿐 아니라 원리금 상

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등 정부의 관광 진

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원하였다(인

흥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인가

태정, 2007:114; 장상환, 2008). 호텔업은 차관·

한다(제73차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안건, 1973.03.,

외국인 합작 투자의 대상이었으며, 조선호텔(1967

“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인가”).

년)을 시작으로 서울프라자(1973년), 서울하얏트

한편, 외자는 비단 현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

리젠시(1973년), 호텔 롯데(1973년), 워커힐(1977

었다. 호텔 운영 기술 또한 외국에 의존하였다. 대

년), 호텔 신라(1977년), 서울 힐튼(1977년) 등 대

규모 호텔 경영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

규모 호텔이 외국의 합자투자로 건설되었다(인태

지만 당시 국내 호텔은 “경험 부족과 업종의 특수

정·양위주, 2006: 184; 매일경제, 1973.05. 14.,

성으로 기술의 파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외자도입”).

“합리적인 운영관리로 외화획득 증대를 도모”하기

<표 1> 관광호텔 외국인 합작투자 현황
호텔명

투자비율(%)
내자

외자

외국인 투자선

인가연도

㈜조선호텔

50

50

Westin Hotel Co.(미국)

1967년

한국이화진흥
주식회사 도큐호텔

1.2

98.8

일본도큐호텔체인(일본)

1971년

뉴코리아호텔

17.6

82.4

후지다공업(일본)

1973년

태평개발(주)
서울프라자

58.6

41.4

마루베니(일본)

1973년

서울미라마관광(주)
서울하얏트리젠시

25

75

후지다공업(일본)

1973년

㈜호텔 롯데

80.85

19.15

㈜롯데(일본)

1973년

태왕개발(주)
라마디안올림피아

50

50

㈜대왕개발(일본)

1975년

㈜퍼스틱호텔

50

50

(株)民聖(일본)

1975년

㈜워커힐호텔

68

32

International Trading Co(홍콩)

1977년

㈜호텔 신라

0

0

日商岩井㈜(일본) 외 5개사
오꾸라 엔터프라이즈(일본)

1977년

㈜대우 개발
서울힐튼호텔

66.5

33.5

도요멘카(일본)

1977년

출처: 한국관광개발연구원(1990)을 바탕으로 연구자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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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광호텔 외국인 기술도입 현황
호텔명

제휴사

인가연도

기간

경상기술료

서울 프라자

프린스호텔

1976년

10년

총 수입의 2.9%
총 영업이익의 1.5~4.5%

호텔신라

오꾸라호텔

1977년

10년

총 수입의 1%
총 영업이익의 4.5%

대우

힐튼호텔

1977년

20년

총 영업이익의 20%

미라마

하얏트호텔

1978년

15년 6개월

총 영업이익의 9~14%

출처: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안건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위한 외국 호텔의 기술도입은 필수부가결한 것이

단이었다. 1967년 1월 경제장관회의는 경성 최고

었다(외자도입심의위원회 안건, 1977.07., 1978.03.,

급 호텔로 명성을 날렸던 조선호텔을 헐어버리고

“관광호텔운영을 위한 기술도입 경영위탁계약인

리모델링할 것을 결정한다. 조선호텔 재건축의 목

가”). 신라호텔은 일본 오쿠라호텔, 프라자호텔은

적은 “최신 근대화 호텔로 건설하여 국제관광사업

일본 프린스호텔, 대우는 미국 힐튼호텔, 미라마호

에서 한국의 지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또

텔은 미국 하얏트호텔과 각각 기술도입 계약을 체

한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과 국제회의 수용능력을

결하였다. 도입하는 기술은 호텔 조직·운영관리 기

완비하여 1970년도 아세아올림픽 개최에 대비하

술, 판매기술, 고용원 훈련, 광고 선전·판매 촉진

는 동시에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여 우리

방법 등이었으며, 도입 기간은 10~20년, 그리고

나라 관광사업의 선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있었

대가로 지불하는 경상기술료는 총영업이익의 1.5~

다.10) 곧 조선호텔 재건축은 “장기적 전망에 입각

1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 국가사업”이었다(한국관광공사, 1967.04.21.,
“조선호텔건설사업계획개요”).
조선호텔은 3년여의 공사를 거쳐 1970년 3월
지하 2층, 지상 18층, 504실 규모의 대형 호텔로

Ⅳ. 호텔, 도심 현대화의 수단

새롭게 문을 열었다.11) 국제관광공사는 아메리칸
항공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각각 50%씩 출자하
였으며, 총공사비는 1,100만 달러(약 31억 원)가

1. 호텔과 도심 재건

소요되었다.12) 조선호텔은 국내 최고의 건축비로
1960-70년대 서울시내 호텔은 대통령과 서울

건설된 국내 최초의 초호화 호텔이었다(경향신문,

시장의 현대화 의지에 적극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

1970.02.21., “초호화판 조선호텔”; 동아일보, 1970.

10) 한국은 1970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과도한 개최비용 부담으로 결국 개최권을 반
납한 바 있다(손정목, 2007c: 9~10).
11) 조선호텔은 실제로 18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동양 사람이 싫어하는 4층과 서양 사람이 기피하는 13층이 없는 20층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한편, 건물설계는 미국의 윌리엄 테이블러사(社)였고 건축시공은 현대건설(주)과 삼환기업(주)이 맡았다.
12) 1970년 한 해 서울시 세입이 총 457억 2,265만 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서울특별시, 1970), 조선호텔 재건축 소요 비용은 상당
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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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호텔(1973년)
출처: http://www.ehistory.go.kr

03.17., “조선호텔 개관”). 3개의 날개가 곡면을 이
루는 Y자형 모양으로 건설된 조선호텔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나이트클럽뿐 아니라 미
장원, 이발소, 증기욕실, 세탁소, 외국 여행사, 외
환은행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섰다.
국제관광공사는 조선호텔 재건축과 함께 국내
최고의 명품 상가를 표방하던 반도조선아케이드
재건축(1969~1970년)도 병행한다. 1965년 1월
오픈한 반도조선아케이드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
을 연결하는 초승달 모양의 쇼핑센터로, 연면적
2,300평에 달하는 2층짜리 철근 콘트리트 구조물
이었다.13)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아케이드형 상가
인 반도조선아케이드는 당시 보기 드문 현대식 쇼
핑몰로,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었고 양품, 식품, 전
기도구, 양복, 귀금속, 특정외래품 등 다양한 상품

4월 부분적으로 개관을 할 수밖에 없었다(경향신

을 판매하였다(매일경제, 1968.12.30., “뉴 페이스

문, 1970.01.17., “구정 노린 상품 모두 타”; 롯데

순례: 반도·조선아케이드”; 한국관광공사, 2012;

호텔 개관 30년 기념집 편찬위원회, 2009: 64; 한

한국여행신문사, 1999).14)

국관광공사, 2012).

1960년대 후반 서울 시내 백화점의 강세로 반

1960년대 조선호텔 재건축과 반도조선아케이

도조선아케이드의 수익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

드의 건설은 국가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수도 서울

고, 국제관광공사는 아케이드 중축 공사를 단행한

의 현대화 프로젝트였다. 조선호텔은 개관과 동시

다. 그러나 공사 완료를 불과 한 달 앞둔 1970년

에 서울의 명소가 되었고, 훗날 이 일대에 프라자

1월,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화하여 아케이드

호텔, 호텔롯데, 프레지던트호텔 등 고층 민간호텔

내부 219개 점포가 모두 전소하고 10억 원의 피해

이 밀집하는 데 직접적 동인이 되었다. 반도조선아

를 입게 되었다. 일본 오사카 엑스포와 조선호텔

케이드는 호텔과 아케이드가 결합된 ‘호텔 아케이

개관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방한 외국인

드’의 효시였으며, 80년대까지 고급상가로 기능했

에게 앙상한 화재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수치스러

다. 조선호텔 재건축은 훗날 이 일대에 프라자호

운 일이었기에 정부는 긴급복구에 들어가 1970년

텔, 호텔롯데, 프레지던트호텔 등 고층 호텔이 밀

13) 당대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이 지닌 브랜드 파워를 엮은 이름을 명명해 최고의 쇼핑센터라고 과시하고자 했다
(윤상인, 2012: 200).
14) ‘아케이드’ 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탓에 ‘앙케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한국여행신문사, 1999:132).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지 않고서도 걸을 수 있으며 더울 때는 시원하게 다닐 수 때도 따뜻하게 다닐 수” 있는 아케이드에는 임대 희망자가 몰렸고,
층별로 양품, 식품 전기도구, 양복, 귀금속, 공예품, 특정외래품 등을 판매하였다. 외래객을 위한 별다른 쇼핑센터가 없던 당시 조선반
도아케이드는 외국인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한국관광공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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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축 중인 코리아나호텔(1970년)
출처: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93054)

집하는 데 직접적 동인이 되었으며(손정목, 2007b
: 214), ‘호텔 아케이드’의 효시(嚆矢)인 반도조선
아케이드는 1980년대까지 도심 고급 상가로 기능
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제 수준의 숙
박·편의시설로 건설된 이들은 분명 서울의 경제성
장과 도시발전을 상징하는 도심의 새 얼굴이었다.
국제관광공사가 소유·운영하는 조선호텔과 반
도조선아케이드가 근대적 도심 경관을 추동하였다
면, 도심 민간 호텔은 고층화를 주도하며 입체적
도심 경관을 창출하였다. 당시 도심은 상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업 기능이 강화되면서 USOM청
사(現 미국대사관, 1961년), 유네스코회관(1966
년), 상업은행 본점(1965년), 조흥은행 본점(1966
년) 등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

천루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1970년 김중업이 설

였다(이경택, 2012:231).
이러한 공공청사, 업무·상업 빌딩과 더불어 정

계한 지상 31층, 높이 114m의 삼일빌딩(1970년)을

부의 관광진흥 정책에 힘입은 민영 호텔들도 당시

비롯해 정부종합청사(1970년), 미대사관(1970년),

유행하던 국제주의 양식을 적극 수용하여 고층 빌

국제화재(1970년), 동부화재(1973년) 등 대규모

딩으로 건립되었다. 1960년 메트로호텔(7층)을 시

고층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며 도심 경관의 수직적

작으로 타워(17층), 뉴코리아(11층), 앰배서더(15

상승을 촉진하였다. 호텔 건축도 예외가 아니었다.

층), 세종(15층), 뉴서울(17층), 대연각(22층) 등

1970년 조선호텔이 18층 높이로 리모델링하여 개관

이전보다 높아진 호텔은 중구 일대의 스카이라인

하고, 이어 도큐호텔(25층). 코리아나 호텔(24층),

을 장식하였다. 1968년 11월 매일경제에서는 건

로얄호텔(22층), 서린호텔(20층), 프레지던트호텔

평 1천 평 이상에 시가 2억 원 고층 빌딩만의 건립

(27층) 등 20층 이상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과정, 자금 출처 등을 소개하는 “치솟는 안하무인”

면서 “시청 앞 광장에서 눈을 360도 회전시켜 시야

시리즈를 발표하였는데, 총 22개 고층 건물 중 호

를 가리는 고층건물이 무어냐고 물을 때 호텔이라

텔이 7개(세종, 메트로, 뉴코리아, 타워, 조선, 대

고 대답하면 거의 틀림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연각, 앰배서더)를 차지하고

있었다.15)

(경향신문, 1976.12.03., “상권전국시대: 호텔街”).
제3공화국의 자랑이자 근대화의 상징이던 31층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은 본격적인 마

15)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제도조차 정비되지 않았던 당시, 고층 빌딩은 늘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1969년 건립된 대연각 호텔은 개관한 지 2년만인 1971년 12월 25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63명, 부상 6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실황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TV,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될 만큼 관광호텔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다. 건축 마감재,
내장재, 비상구 등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하는 법제도가 부재하였고, 고층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실했던 탓에 더 큰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매일경제, 1971.12.27., “대연각 화재를 통해 본 고층건물소방의 문제점”; 동아일보, 1971.12.28., “대연
각 화재 호텔과 짜고 엉터리 준공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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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롯데호텔 전망대 광고(1979년)
출처: 롯데호텔 개관 30주년 기념집 편찬위원회, 2009: 78

념집 편찬위원회, 2009:75).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한층 높인 롯데호텔은 건물 외벽에 글라스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운영하여 서울의 전경
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
였다(매일경제, 1979.05.12., “롯데호텔 전망대 하
루 천여 명 몰려”).16)

2. 호텔과 강북 재개발17)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재개발’이란 용어가 처
음 등장한 것은 1965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106
호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이다.18) 제
14조 제2항에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
삼일빌딩의 기세를 꺾은 것도 다름 아닌 38층

설하여 ‘재개발지구’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150m로 지어진 롯데호텔이었다. 반도호텔 자리에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재개발이라는 개념만 도입

들어선 롯데호텔의 초기 설계안에서 제시된 호텔

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실시 수법을 확정한 것

층수는 45층이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이곳에 40층

은 아니었다.

이상은 들어올 수 없었으며, 롯데호텔 측은 고심

재개발 사업 집행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

끝에 삼일빌딩(31층)과 프레지던트호텔(29층)보다

은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부

는 높은 38층짜리 건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터이다. 제3장 제2절에 “일정한 지구의 도시 기능

(줄레조, 2007: 92~93; 롯데호텔 개관30주년 기

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

16) 서울의 발전을 상징하듯 일제히 솟은 도심부 고층 호텔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청와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덕분에 국가
안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69년 발생한 1.21사태는 코앞에서 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
게 한 계기였고, 이때부터 청와대 주변 도심 건물이 들어설 때 건축 제한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부 도심 고층호텔은 호텔 라운지를 제
외하고, 청와대를 향한 북쪽 창문은 불투명 유리를 끼우거나 도색을 해야만 했으며 창문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는 붙박이로 설치
해야했다(동아일보, 1980.04.05., “시원하게 트인 서울도심 고층빌딩 북·서쪽 ‘검은 창’이 걷혔다”). 38층의 롯데호텔은 호텔 전면에
두꺼운 특수 방탄 창문을 붙박이로 설치하였고 프라자호텔은 남산 방향 뒤편 객실은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정면
창문은 붙박이창으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비스듬한 위치였던 조선호텔은 이 같은 제약에서 제외되었다(동아일보,
1993.08.26., “‘청와대 경호’ 구실 기형건물 양산”).
17) ‘도심지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6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이 1982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면서부
터이다.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심지 정비를 실시하는데, 이때부터 ‘재개발사업’은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82년 이전까지의 도심부 개발에 관해서는 ‘강북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8) 사실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도입한 최초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937호로 공포된 ‘도시계획법’이다. 그러나 여
기에는 재개발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일단의 불량지구 개량에 관한 시설’이라는 규정으로 재개발사업의 길을 터놓았을 뿐이었
다(손정목, 2007b: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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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에도 손색이 없게 하라”로 지시했던 박대통령의 일

고 정의한 데 이어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시행요

화는 유명하다(손정목, 2007b: 159~160).

건과 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한 절

이제 낡고 초라한 서울은 재개발이라는 도시계

차를 규정한 것이다. 단순히 토지 이용상 지정된

획 수법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서울시는

지구가 아니라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가

1973년 9월 6일 도심지역 총 12개 지구를 재개발

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김광중·윤일성,

지구로 고시한다(건설부고시 제367, 368호).19) 재

2001: 591~593).

개발지구 지정 목적은 “① 도시기능 재정비 ② 노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후된 시가지의 체질개선 ③ 가구단위 공공시설 확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먼저 1966년 10월 31일

보로 기능 회복 ④ 토지의 고도 이용화와 도시미관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방한이었다. 유사 이

을 조성”이었다(제5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래 최대의 손님을 맞게 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환

록, 1973.06.22.).

영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방한 당일에는 김

이때 지정된 지구 중 하나가 바로 소공동 일대

포 공항부터 환영식이 열리는 시청 앞까지 그를 맞

이다. 소공지구는 평균 3.3층짜리 낡은 건물이 51

이하는 인파로 가득 매워졌다. 한-미 양국 TV는

개동이 모인 약 3천 9백여 평 규모의 중국인촌이었

이 행사를 실황중계 하였는데 이때 카메라가 담아

다(경향신문, 1971.01.20., “중국인촌 등 낡은 건

낸 것은 존슨 대통령뿐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서

물들이 철거되고 이 지역에 새로운 빌딩郡이 들어

울 시청 주변의 모습이었다. 시청 맞은편의 차이나

서”). 1970년 양택식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이 일

타운에서부터 남창동, 회현동을 거쳐 남산 중턱에

대는 최우선 개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도심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누추하고 허름

현대화를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욕과 관심을 감

한 모습이 전 세계로 전파를 타게 된 것이다(손정

지한 양택식 시장은 1970년 6월 ‘화교상가 현대

목, 2007b: 122~128).

화’안에 이어, 그 해 11월에는 입체환지계획안을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동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담고 있는 ‘소공·무교 2개 지구 재개발계획안’을

의욕이었다. 조국근대화를 정치 목표로 삼고 경제

발표하였다(중앙일보, 1970.06.11., “태평로2가·

건설과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소공동 일부 화교상가(華僑商街)를 현대화”; 동아일

박정희 정부에게 초라하고 누추한 도심은 하루빨

보, 1970.11.24., “무교·소공동 재개발계획 확

리 개선해야만 하는 숙제였다. 1973년 초 내무부

정”). 그러나 입체환지방식 개념이 부족했던 화교

장관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렴동, 적선동,

와 서울시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서울시가

내자동, 내수동 등 한옥 밀집지대를 내려다보며

회유책으로 제시한 화교회관 건립도 불발되면서

“저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무슨 큰일을 하

소공지구 재개발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손

겠느냐.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서 어떤 외국의 수도

정목, 2007b: 128~158).

19) 이때 고시된 재개발지구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역~서대문 9만 9,951㎡, 2) 태평로2가(3개 소구) 3만 1,400㎡, 3) 남대문로3가(3개
소구) 1만 4,850㎡, 4) 남창동(3개 소구) 1만 4,850㎡, 5) 을지로1가(4개 소구) 2만 1,860㎡, 6) 소공동(3개 소구) 1만 3,220㎡,
7) 장교동(6개 소구) 4만 3,900㎡, 8) 도렴지구 13만㎡, 9) 적선지구 3만㎡, 10) 무교지구 4만 9천㎡, 11) 다동지구 5만 9천㎡, 12)
서린지구 5만2천㎡, 1975년 2개 지구(광화문, 신문로)이다. 1976년 1개 지구(청계천 7가)가 추가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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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라자호텔 개관(1976년)
출처: 매일경제, 1976.09.28.

염려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엄격히 말
하면 반도지구는 재개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부는 1972년 12월 30일자 법률 제
2434호와 제2435호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개
정하여 각각의 법률에 ‘특정가구정비지구’라는 것
을 새롭게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가구(街區, block)
단위로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 건축물의 높이, 규
모, 모양 등을 정비하기 위해 ‘특정가구정비지구’
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구 내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시행자와 시장·군수가 합의
만 한다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

결국 소공동 일대 주인은 한국화약이 되었다. 소

지로 1가, 남대문로 2가, 소공동 일부지역 3만 5천

공지구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화약은

㎡는 1973년 8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315호로 특

1972년 평당 현금 107만 원을 주고 소공지구 땅을

정가구정비지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20) 롯데그

모두 사들인다. 당시 왕십리나 청량리 상가의 땅 값

룹은 동국제강, 아서원, 국립도서관, 기타 민간부

은 겨우 2~3만 원, 강남 신사동은 1~2만 원 정도였

지 등을 모두 매입하여 롯데호텔을 건설한다(롯데

다(손정목, 2007b: 153). 화교는 한국화약에 모든

호텔 개관30년 기념집 편찬위원회, 2009; 손정목,

땅을 넘겼고 1976년 한국화약은 그 자리에 지하3

2007b: 242~263).

층, 지상 22층, 540개의 객실을 갖춘 프라자 호텔

‘현대적 모습’의 도심부 건설을 위한 재개발사

을 지었다. 강북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었다.

업은 대규모 재벌 호텔이 도심에 들어서는 직간접

소공동 프라자호텔 바로 옆 반도호텔 자리에 롯

적 계기가 되었다. 우선 당시 경제 상황에서 대기

데호텔이 들어선 것도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였다.

업 혹은 대자본가만이 도심의 소규모 필지를 모두

반도지구에는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동국제강, 산

합필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대부분 도심

업은행, 한일은행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도

은 영세한 토지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복

심의 여타 지역이 단층의 낡고 허름한 건물로 가득

잡한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

차 있었던 데 비해 반도지구는 모두 탄탄한 내화구

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심 국영호텔 불

조의 다층 건물이었다. 그러나 1971년 1월 개정된

하와 맞물려 대자본가의 도심 토지 확보를 용이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대

게 하는 계획적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상 지역은 “층수가 낮고 건물이 낡았으며 또 내화

관광 붐에 힘입어 재벌은 사업다각화를 위한 교두

구조가 아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대형화재

보로 호텔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부의

의 위험이 있는 지역,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해질

적극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도심 호텔 건설은 이들이

20) 1973년 7월 26일에 열린 제6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권 내 위치한 반도호텔 주변이 불량지구를 이루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도호텔 주변의 불량지구를 개발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정이 의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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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산 일대 호텔의 개관연도와 개관 당시 규모

도심 요충지에 대규모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
회로 작용하였다(손정목, 2007b: 170~195 참고).

3. 호텔과 남산경관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의 원형 경관으로서 남산

호텔명

개관연도

층수

객실 수

앰배서더

1966년

15층

145실

타워(現 반얀트리)

1967년

12층

91실

하얏트

1978년

18층

655실

신라

1979년

2층

676실

힐튼

1983년

22층

712실

은 역동적 변화를 겪는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그림 6> 남산 주변 호텔 현황도(2019년 현재)
출처: 연구자 작성

박정희 정부에게 남산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
고 조국 근대화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투사하는
상징공간이었다. 1969년 고도 100m에 이르는 남
산비탈에 외인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고층아파트를 세워 주
택공사 아파트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손정목, 2007c: 255).21) 남산도서관
(1964년), 장충체육관(1964년), 어린이회관(1970
년), 남산식물원(1968년),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1973년), 남산타워(1975년)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남산 자락에 건립한 것도 발전·진취·번영
등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안창모,

건설되었다.23) 그리고 이들은 엄연히 박정희 정부의

2012; 서영애, 2015).

반공 그리고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남산 일대에 호텔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

하얏트호텔24)과 신라호텔은 국가 경제 발전의

이다. 1966년 앰배서더호텔22)을 시작으로 타워호

표상이었다. 당시 호텔은 선진적 혹은 현대적 건축

텔(1967년), 하얏트호텔(1978년), 신라호텔(1979

물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18층의 하얏트호

년) 등 대형 특급호텔이 잇따라 남산을 둘러싸고

텔이 남산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21) 당시 고층 아파트는 일종의 고급 시설로 국가 발전을 상징하는 가시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일례로 1976년 8월 정부는 서울시에 중고
층 아파트를 집중 건설하기 위해 11개의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는데, 반포, 잠원, 압구정, 잠실, 여의도, 서빙고 등 영동지역·한강변
일대와 화곡동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화곡동이 지정된 연유는 다름 아닌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간선도로에서 조망되는
지역”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1976년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남산 외인아파트도 높
고 경관이 좋은 곳에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국민이 느낄 열등감 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시
책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립되었다(제2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969.03.03., “남산 외인
아파트 건립을 위한 남산공원 해지신청(안)”).
22) 앰배서더 호텔은 1961년부터 2층짜리 ‘금수장 호텔’로 운영하다 1965년 증축하면서 ‘호텔 앰배서더’로 개칭한다(소피텔 앰배서더 서
울, 2005:43).
23) 1983년 회현 자락에 힐튼호텔(22층, 712실)까지 들어서면서 남산은 대형 호텔로 에워싸이게 된다.
24) 한일 합작회사인 미라마 관광주식회사가 건립하여 초기에는 미라마호텔로 불렸지만, 1978년 미국 하얏트리젠시 호텔과 장기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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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아파트 17층 옥상에서 천막으로 된 H.I.D.

하였다(제6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973.

(Headquarter Intelligence Detachment, 북파

07.26.). 신라호텔은 1973년 서울시도시계획위원

공작부대) 가설건물을 내려다보며 “빠른 시일 내

회가 영빈관 내 대규모 공원용지 해제(1.222,520

딴 곳으로 옮겨가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그 뒷자리

㎡) 신청안건을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위해 쓰고저

에는 고급 아파트나 관광호텔이 들어서도록 하라”

하는 것”이란 것 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지 않

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손정목, 2007c:

은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가결한다(제2차 서울시

255~257). 영빈관 내 신라호텔은 “하나의 예술작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973.03.23.).

품”으로서 “‘한국의 얼굴’이라 내세울 만한 호텔”

당시 여론도 호텔로 잠식되는 남산에 호의적 이

을 건립하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故이병철 삼

지 않았다. “남산을 아끼자”(동아일보, 1963.08.

2014).25)

지

12.), “중턱까지 치솟는 고층빌딩에 남산이 사라져

하 3층, 지상 22층, 연건평 6만 6,525㎡에 달하는

간다”(동아일보, 1974.08.01.), “수도 서울의 서민

신라호텔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이자 한

광장, 남산공원 야금야금 먹힌 땅 총 31만평”(동아

국인이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건물로

일보, 1973.09.10.)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평가되었다(손정목, 2007c: 247).

마침내 서울시는 1984년 2월 기존 풍치지구26)로

성그룹 회장의 야심작이었다(이병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호텔 건설 과정에서 남산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공원지구로 묶으면서 남산 내

의 훼손과 잠식은 피할 수 없었으며, 도시계획 절

건축 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27) 이때 지정된 공

차 또한 무시되었다. 타워, 하얏트, 신라 등 대형호

원부지에는 신라, 하얏트, 타워호텔 등의 개인 부

텔이 남산 허리를 돌아가며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 포함되었다. 이들 호텔은 당시 88올림픽을

총 319,495㎡에 이르는 공원 용지 해제 덕분에 가

앞두고 증축 내지 신규 부대시설의 건축 허가를 지

능했다. 타워호텔은 1962년 자유센터 건립을 추진

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하면서 122,975㎡에 이르는 공원 용지가 해제되

부지를 공원지구로 재설정해 추가적인 공원 훼손

었다(서울시, 2010:20). 하얏트 호텔은 착공 이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다(매일경제, 198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이용 변경 안이 상정

05.20., “호텔 신증축 주춤”; 경향신문, 1984.02.

되었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

23., “서울시 확정 남산공원 42만㎡ 더 넓힌다”).28)

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원 해제(74,000㎡)를 허가

1994년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얏트호텔로 호텔명을 변경하였다.(매일경제, 1978.01.11., “서울 미라마호텔 31억 원에 팔려”; 경향신문,
1978.04.18., “하이야트호텔 문 열어”). 한편, 전면이 유리로 덮여 “유리의 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79.03.10.,
“한국관광, 어디까지 왔나”).
25) 사실 남산에는 하나의 호텔이 더 들어설 예정이었다. ㈜코리아나 관광의 파크아파트먼트호텔인데, 1968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 호텔
건립을 허가한 이유는 아카시아나무로 불결한 공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제5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963.08.30.). 호텔로 허가를 낸 ㈜코리아나관광은 호텔이 아니라 지금의 남산맨션인 16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였다.
26) 건축법상 풍치지구는 건폐율 30%, 건축물 높이 3층(12m)이하로 일정부분 건축이 가능하지만, 공원지구 내에는 도시공원법에서 지정
한 공원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
27) 1984년 제1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신라호텔, 타워호텔 등 개인 소유 공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호텔 측에서 지금까지
잠식했던 것을 다시 시민의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공원이라고 해서 100% 시유지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는 논의가 오고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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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얏트호텔과 남산타워(1977년)
출처: 동아일보, 1977.11.07.

Ⅴ. 결론

전통적으로 호텔의 본래 기능은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는 사람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건물
내지 시설물이다. 하지만 호텔은 단순 숙박 시설
이상으로 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경제, 도
시경관, 도시정치, 도시문화, 도시계급 등 도시전
반에 걸쳐 호텔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은 상당하
다. 호텔을 단순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
은 너무 편협하다.
이 연구는 호텔의 도시적 기능에 주목하여 도시
시된 서울시의 ‘남산제모습찾기’는 ‘남산을 회복해

연구와 호텔연구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구

야 할 대상’ 혹은 ‘되찾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의 호텔과 달리 우리나라 호텔업은 처음부터 국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서영애, 2015: 116~

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118). 외인아파트 폭파를 시작으로 정부기관 21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국가목표였던 조국

동, 개인주택 16동 등 남산을 잠식하고 있던 총 89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울시내 호

동의 시설이 남산에서 사라졌다. 2006년부터는

텔업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했다.

‘남산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그 가치가 이어지고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산에는 초고층 호텔이 들어

1960~70년대 서울의 도심 호텔 건설은 조국 근대

서지

못한다.29)

하지만 권력자의 의지 아래 남산

화라는 국가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시대와 국가의

허리를 둘러싸고 들어선 호텔들은 오늘날 남산 경

요구였다. 당시 호텔은 국가의 자본축적을 위한 경

관을 넘어 서울 전체의 조망점으로 기능하며, 남산

제개발 수단 중 하나였다.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은 여전히 이들 호텔의 훌륭한 조망권으로 존재하

1960년대 호텔업은 비교적 손쉽게 외화벌이가 가

고

있다.30)

능한 통로였다. 특히 1970년대 관광업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격상되면서 호텔업 또한 경제성장의 동

28) 1984년 2월 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장충체육관 주변 1만 4천㎡, 자유센터·사파리 클럽·신라호텔·타워호텔 주변 10
만 2천㎡, 이대 테니스장 주변 3만 9천㎡, 외국인 임대주택 및 외국인 아파트단지 일대 11만 8천㎡, 보광동 수원지 및 하얏트 호텔
주변 11만 9천㎡, 1, 2, 3호 터널 북쪽 등 3만㎡ 등 이다(경향신문, 1984.02.23., “서울시 확정 남산공원 42만㎡ 더 넓힌다”).
29) 신라호텔은 2011년부터 4층 높이의 전통 호텔, 3층 높이의 면세점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5월,
2012년 7월, 2013년 7월 등 세 차례나 신축계획안을 반려·보류 결정을 내렸다. 자연경관지구 내 위치, 한양도성과의 모순, 건축계획
의 적정성 부족 등이 그 이유였다(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2013.07.17.).
30) “서울의 한복판, 그러나 도심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난 곳, 둘러싼 숲이 맑은 공기를 서비스하는 남산 기슭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매
일경제, 1979.03.07., 신라호텔 개관광고), “남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20층 655실의 거대한 유리성이 비춰내는 한강과 남서울의 웅
장한 풍경화”(동아일보, 1978.04.17., 하얏트호텔 개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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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적극 육성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소유·운

보안에 철저한 호텔이란 공간의 특이성, 그리고 정

영하던 호텔과 영빈관 등을 재벌에게 불하하고 차

경유착이라는 한국 호텔업의 특수성과도 무관하지

관·기술도입, 합작 투자 등을 지원했다. 이는 우리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현상이나 사건

나라 호텔의 고급화·대형화를 추동하는 한편, 국가

의 인과(因果)나 선후(先後)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

의 보호와 지원 아래 재벌이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

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향후 세계화의 가속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급증

가 되기도 하였다.
둘째, 1960~70년대 서울 도심의 호텔은 현대

은 도시 내 호텔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증대할 것

적인 수도 서울 건설을 위한 수도계획의 도구이기

을 예고한다. 따라서 호텔이란 공간에 관한 자료

도 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의

접근과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텔과 도시 사이

정치적 목표가 직접 구현되는 무대로, 혁신적인 도

의 특별한 관계성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학술적·

시재건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정부 주도 프로

정책적 연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젝트로 세워진 도심 국영호텔은 수도 서울의 면모
를 일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
호텔들은 도시의 입체적 확대를 주도하면서 도심
경관의 수직적 팽창과 도심 일대 스카이라인에 획
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강북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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