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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혼종성을 통해 본 상하이 건축 발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정 윤 강

아편전쟁과 오구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 이전 어촌마을이었던 상하

이는 개항 후 서양의 재료와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발전을

시작했다.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하여 신기술과 재

료의 폭발적인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져

세계 최초의 재료와 기술의 도입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상하이의 발전에는 상하이만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호미바바(Homi bhaba)’의 혼종성 이론을 통해 상하이

건축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호미 바바는 혼종의 과정에서 상호작용

하는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이 생성되는데, 사이에 끼인

(in-between) 상태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치환

을 혼종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또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의 문화

를 흉내내기(mimicry)의 과정을 통해 수용하지만 이와 동시에 혼종

화 시켜 지배와 피지배와 관계가 역전 가능하다고 했다. 초기 상하

이 조계는 외국인의 행정자치권과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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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었으나 태평천국의 난 이후 중국인과의 잡거(雜居)가 이루어

졌으며 범위가 확장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미 바바의 이론을 바탕

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각각 서구세력과 상하이로 두고, 제 3의

공간 즉 조계에서 시작된 건축적 발전이 흉내내기의 과정을 통해

점차 조계 바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또

조계의 설치와 발전에서 기인한 상하이의 특수성 즉 혼종성이 상하

이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조계지에서 기인한 혼종성이 상하이 건축 발전의 원

인이라는 가설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난징조양 후 개항한 나머지 4개

항 즉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廣州]), 닝보(寧波)와 상하이

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항도시에 속하지는 않지만 1402년부

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5개 개항

도시를 비교한 결과 닝보와 푸저우는 조계가 설치되지 않았고, 광저

우와 샤먼의 조계를 상하이와 비교한 결과 상하이의 조계지는 인구,

무역량, 넓이 등에서 타 조계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었

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인과의 잡거가 이루어졌다

는 점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건축적 특징을 법규 및 주거 양식에

서 비교한 결과 베이징은 상하이보다 전통 중심적이며 내향적인 특

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조계지의 성장과 발전이 현재 상하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고도(古都)이며

중국의 수도라는 특성상 베이징은 상하이에 비교하면 폐쇄적인 성

향을 띄고 있으며 이런 특성은 건축 관련 법규 및 전통 주거 양식

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하이 건축의 발전상을 재료와 기술의 최초 도입 중

심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앞 장에서 언급한 조계에서 기인한 상

하이의 혼종성이 상하이 건축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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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 서양의 재료와 기술이 도입되고 최근에 이르러 서양에 앞선

도입을 이루는 과정을 최초의 도입 시점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특징

을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했는데,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시기(1846-1889),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시기(1890-1937), 상

하이 건축의 침체기(1938-1990), 건축 발전의 가속화(1991-2015) 총

4가지 단계로 분류 가능했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최초 도입이 이

루어진 위치를 살펴본 결과, 초기 황푸강(黃浦江)에 인접한 지역에

서만 나타나다 조계지 내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1938년 이후 조계

지 밖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상하이의 근대도시형성부터 현재까지의

건축을 재료와 기술의 최초 도입이라는 정량적 기준으로 정리했다

는 점, 둘째 서양건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서양에 앞선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보여주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마

지막으로 상하이 건축 발전의 요인을 혼종성에서 찾았다는 점에 있

다. 혼종성은 재료와 기술의 도입에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현재, 중국의 자본력과 노동

력이 더해져 상하이 발전의 가속화를 돕는 특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 상하이, 혼종성, 조계지, 재료, 기술

학 번 : 2013-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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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연평균 두 자리 수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커지고 있고1) 2020년 중국이 세계에서 가

장 큰 건설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2) 상하이는 중국 제1의 경제도

시3)로 최근 수년간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건축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2014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세계 최초로 4대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구조물을 조립, 하루 동안 200㎡ 크기의 집 10채를

건설했다. 건설비용은 한 채당 약 500만 원으로 가격대비 효율성도 높

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올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하이 타워

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 될

것이다. 상하이 타워는 세계 최초의 초고층 이중외피 시스템 및

BIM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설치

될 예정이다. 4)

상하이가 서양의 건축 재료와 기술을 도입한 것은 150년 정도밖

에 지나지 않았다. 상하이와 비슷한 시기에 개항을 통해 서양의 문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도시는 중국내에도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

한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며 건축적 발전을 거

1)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0

2) Global Construction 2020 Report, Oxford Economics 

3)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015년 4월 27일 발표한 1분기 주

민소득 수준을 보면 25개 성(省)·시(市)·자치구 중 상하이의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이 가

장 높았다. 상하이시의 2015년 1분기 평균 가처분 소득은 1만4153위안(약 244만원)으

로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했다.  소득 2위는 베이징으로 1만3503위안이었고, 3위 장

쑤(1만1516위안), 4위 푸젠(9826위안), 5위 광둥(9631위안), 6위 텐진(9605위안) 순이

었다. 中國人民日報 2015,4.28

4) http://www.shanghaitower.com.cn/enversion/show_news.asp?c_id=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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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축적 발전에는 상하

이만의 특수성이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상하이 건축 발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그림1-1] 상하이시 행정구역 현황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상하이는 중국 장강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해안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상하이의 동쪽은

이천년 동안 진흙과 모래가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삼

각주에 있으며 황해와 맞닿아 있다. 한편 상하이 시를 관통하고 있

는 황푸강(黃浦江)과 수조우허(蘇州河) 두 줄기가 丁자 형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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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구분 내용

개항이전의 상하이

(-1840)

唐중기, 8세기 경

어업, 농업 위주의 어

촌

행정구역 상 松江顯

宋나라, 1269년
上海浦로 불림

上海鎭으로 승격

元나라, 1292년 上海顯으로 승격

明나라 
黃浦江수량 증가로 해

운항만의 발전 시작

[표 1-1] 개항 이전 상하이의 역사 

로 만나고 있다. 이는 중국 내륙으로 연결하여 상하이가 중국 강남

지역 수륙교통의 중추가 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 동부 연안

중 가장 중요한 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지리적 요인이 되었다. 우

월한 지리적 위치와 사통 발달한 교통수단은 상하이성장과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5)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개항 이후 道路码头委员会6) (Committee

on Roads and Jetties)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

기 시작한 1846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하이로, 상하이의 건축을 재

료와 기술의 최초의 도입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 상하이 건축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5) 伍江, 上海史, 同濟大學出版社. 2012 P3

6) 도로와 항만 등의 건축제반 시설 건설을 위한 위원회. 1846년 12월 22일 상하이 영국 

영사관에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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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이루어진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밝힌다.

2장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상하이와 혼종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과 상하이

건축의 관계를 조계지라는 매개를 통해 정리하여 이어 진행될 연

구의 서두를 열었다.

3장 에서는 상하이 발전의 원인을 조계의 설치에 따른 혼종성의

대두와 조계의 발전에 의한 혼종성의 확산으로 두고 있으므로, 상

하이와 같은 시기 개항한 나머지 개항도시(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廣州, 닝보寧波)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 개항도시의 조계 설

치 유무 및 조계의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상하이에서 1846년에서 2015년 사이 재료와 기술의

최초의 건축적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상하

이 건축의 발전상을 정리하였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서양에서

도입된 시점과 상하이에서 도입된 시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서양 건축의 재료와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기 시

작해 최근 서양에 앞선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을 도식화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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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에서 재료와 기술의 최초 도입을 중심으로 상하이 건축 발

전의 과정 또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한 결론을 정

리하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미래 연구 과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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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고찰

상하이의 건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만 대부분이 인문 사회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국내에서 출판

된 상하이 건축 관련 저서를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출판 된 근대건

축 관련 저서들을 모아 번역한 한동수의 『중국 근대건축』과, 중

국 근대건축과 건축물의 변화를 중심으로 상하이의 변화양상을 살

펴본 이안의 『혼돈속의 질서 상하이 근대도시와 건축, 1845-194

9』가 있다. 국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상하이의 이농주택

에 관한 연구, 상하이의 도시 재생 산업에 관련된 연구, 상하이 조

계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상하이 건축 관련 연구들은 국한된 시기나 특

정 건축물에 대한 연구들이며 해석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배

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혼종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연구에서 혼종성

이 문화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해석되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

면 대체로 문학작품 등 텍스트를 해석한 언어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혼종성을 사회 문화적 현상과 접목시켜 연구한 사

례는 적었다. 국내의 사례는 한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해

외 사례는 남미의 문화발전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문화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혼종성이 해석되어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혼종성이 어떻게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

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가 유추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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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 요약

문화 혼합과 16세기 누에바 

에스파냐의 조형예술, 

박병규,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3

수도원 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혼종성과 건축술의 발전

한국문화연구의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류웅재, 언론과 사회 16권 4호, 

2008.11, 2-27 

한류의 형성과 발전을 혼종성에 

기인해 분석

카리브 대중문화의 혼종성에 대한 

연원적 고찰, 김용호, 

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 2006

이주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카리브 해 문화에서 레게음악이 

탄생하는 과정을 정리

대당제국과 팍스 시니카의 기획, 

최진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연구재단, 2011

당나라의 발전은 한족과 이민족의 

문화 혼종에서 기인했다고 주장

혼성성의 건축적 의미, 김민정, 

서울대학교, 2013

호미바바의 혼종성을 알바알토의 

건축을 중심으로 해석

[표 2-1] 혼종성에 관한 선행연구

상하이의 건축과 혼종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한 선행 연구 고찰결

과, 상하이 건축의 발전을 아편전쟁 후부터 현재까지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웠고, 상하이 발전의 원인을 혼종성으로 두고 진행된 연

구 또한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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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종성에 관한 고찰

2.2.1.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과 상하이 건축

‘혼종’이란 흔히 식물학이나 동물학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혼합

되어 생긴 새로운 제3의 종’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세기 서양의

인종적 순수성과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개념

으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이후부터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

로 바뀌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끊임없이 혼합하는 ‘과정’으로 부

각되었다.

건축에서 기본을 이루는 구조나 재료는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것이 접목되어 섞이며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도 여러 가지 재료와 구조가 섞여 전체를 이루는 경우는 존재했다.

하지만 건축에서 혼종성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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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omi Bhaba의 Third space Theory 

혼종성을 창조의 긍정적인 요소로 정의하는 혼종성 이론의 권

위자인 호미 바바는 그의 저서7)에서 문화의 혼종이 성립하려면 문

화적 이질성뿐만 아니라 혼종 후에는 혼종 전과 다른 제 3의 새로

운 무언가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바는 혼종성을 “식민

권력 그 자체와 식민권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힘”이며

“이주자와 원주민의 차이를 통해 정체성 전체를 재평가하게 만드

는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호미 바바의 혼종성 이론이 갖는 독특성은 1세계와 3세계, 백인

과 흑인,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하고 이 관

계에서 일방적인 착취나 억압, 또는 통일된 저항노선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점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구의 식민

담론이 피식민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투사되지 않으며 피식민 주

체들 역시 식민담론을 그대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가

7)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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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혼종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생성되는데 이 공간

을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라고 명명했다. 호미 바바의 주장

에 따르면 어느 한쪽에도 속해 있지 않고 두 공간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며 사이에 낀(in-between)상태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치환이 혼종문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호

미 바바는 피식민지인의 발전 가능성을 ‘흉내내기(mimicry)’를 통

해 설명한다. 그는 피식민지인의 흉내내기 속에 이미 저항의 의미

가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 즉 흉내내기는 지배자의 권위를 위협하

고 제국주의의 견고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무기이자 발전의 원동

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피지배자들은 지배자의 문화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이를 전복시켜 지배문화를 혼종화 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

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으며 순응의 대상이었던 피지배자들은 저

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미 바바의 혼종성의 개념을 문화의 발전, 나아

가 건축의 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내에서

의미론적인 예시들로 머무르는 혼종성이 아닌, 상하이 내에서 혼종

성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성된 조계지라는 실존하는 공간

내에서 여러 지평들과의 융합을 유발하고 이질적인 여러 가지 요

소들의 상호작용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상하이 건축이 발전해 나아가는 현상을 혼종성을 통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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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조계의 발전과 혼종성 

호미 바바의 혼종성은 ‘제 3의 공간’을 첫 번째 공간도 두 번째

공간도 아니지만 두 공간과 관계하며 두 공간의 융합으로 인한 새

로운 공간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생성이 이루어지는 공

간이라고 보고 있다. 호미 바바의 혼종성은 종결되는 작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8) 문화가 온전히 섞이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따라서 제 3의 공간 내에서 서로 다르거

나 비슷한 것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조계지에 적용하면 조계지 내의 ‘상황의 혼종성’

그리고 조계지라는 특수한 공간 내의 ‘공간적 혼종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계지 내의 중국문화와 새로운 서구문화의 공존, 그로인한 상하

이의 혼종이 조계지라는 상하이의 역사적, 공간적 특성 속에서 시

작된 것이다.

2.3. 소결

상하이 건축의 발전에는 서양 자본에 의해 새로운 재료와 기술

이 도입되고 치외 법권을 인정해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조계지라

는 공간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미바바의 혼종성은 두 문화가 합쳐져 둘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

8)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Routledge,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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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일해 지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작용으로 인해 탄생되었으

나 둘 중 어느 하나와도 동일하지 않고, 혼종적인 개체가 계속 생

성될 수 있게끔 사이 공간 즉, 제3의 공간에서 작용하는 요소들 간

의 상호작용을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다.

제 3의 공간을 통해 혼종성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둘

이상의 요소의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혼합이 아닌 다중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결과물로서의 혼종에 의의를 두

는 것이 아닌 둘 이상의 작용으로 인한 창조의 가능성과 대립, 긴

장 등의 요소 또한 호미바바의 혼종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다.

상하이 호미바바의 혼종성

서구세력 지배자

상하이 피지배자

조계지 제 3의 공간 (The Third space)

조계지 내에서 시작돼 밖으로 

진행되는 건축적 발전
흉내내기 (mimicry)

      [표 2-2] 호미바바의 혼종성 이론의 상하이에서의 적용  

상하이 건축의 발전과정을 보면 중국적인 건축양식에서 서양

건축으로의 형태적 변화라고 요약 가능하다.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예시들은 서양도 중국도 그 둘의 완벽한 결합도 아닌 혼종

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상하이도 아니고 서구세계도 아닌 사

이 공간인 공간 즉 조계지는 상하이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쳤고 이는 건축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제 3 장 상하이의 혼종성

3.1. 상하이 건축의 혼종성

3.2.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廣州]), 

닝보(寧波)와 상하이의 조계

3.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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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하이 건축의 혼종성 

앞서 호미 바바의 제 3의 공간은 문화가 가장 생산적인 영역 즉

조계지에 대입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건축물은 건축주의 이익, 개발업자의 경제적 예상, 계획, 정치

와 법률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용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롭

게 의미화 된다. 건축물은 정태적이지만 건축 활동 자체는 권력

과 기술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동태적인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조계지 내의 혼종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본 절에서는 상하이 내의 건축 사례를 통해 상

하이의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종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①매판양식 (買辦樣式)

개항 이후 상하이의 최초 서양식 건물의 형태는 1846년 상하이

에 진출한 허드사(Augustine Heard & Co.)의 평면도와 1860년 러

셀사(Russel & Co.) 평면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시 외국회사 건

물의 평면은 대부분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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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ugustine Heard & Co. 평면도

초기 상하이에는 건축가가 없었으며 서양식 건물을 위한 재료 또

한 부족했다. 초기의 서양식 건물들은 기존의 도면을 바탕으로 건

축주 본인이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중국재료

를 통해 시공하였다.

[그림 3-2] 1849년 영국 조계지 지도 

출처 : Shanghai Printing Co. Ltd, Plans Limited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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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인들은 광저우와 마카오의 외랑식 건축물의 평면도를 상

하이에 활용했으나 외랑식 구조는 상하이의 기후에 적합하지 않아

외랑을 임의로 막아 사용하였다.9) 1870년대부터 매판양식 건물의

건축은 철거10)되었고 급격히 줄어들었다.

② 리롱(里弄)주택

리(里)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주거공동체의 물리

적 단위를 일컫는 말이다. 롱(弄)이란 그 단지 안의 골목을 뜻한다.

20세기 들어 일반적으로 리롱(里弄)이라 불리게 되었고 현재까지

상하이의 행정구역 단위로 롱(弄)이 쓰이고 있다.

태평천국 3년 1853년 소도회가 반청복명의 가치를 내세우며 상

하이 현성과 그 일대를 공격,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 중

국인 난민들이 외국인 조계로 피신해 들어왔고 중국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면서

리롱주택이 나타났다.

9) Edward Dension, Building Shanghai, John Wiley & Sons Inc, 2006

10) 1987년 프랑스 영사관 철거, 1983 영국 영사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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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후기 신식

기본 형

규모: 3개간 

2상방 

평면: 장방형

개간: 폭 

3.6-4.2m깊이 약 

16m

규모: 단개간 혹은 

2개간

평면: 세장한 

장방형

규모: 단개간, 

2개간

평면:  장방형

배치
 전통 삼합원식 배치, 증축 중심의 

좌우대칭 구성
前庭형

평면 단순한 평면, 획일적임

평면이 

복잡해짐

단개간: 전, 

중, 후 의 3단 

구성

[표 3-1] 리롱 주택의 변천 과정  

출처 : 중국 상해 이농주택의 시기적 변화와 그 방향성 

표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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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영국 저층집합 주택과 삼합원(三合园) 구조의 결합으로 

나타난 리롱주택 

출처 : 伍江, 上海百年建築史, 同濟大學出版社. 2008 

후기 석고문 리롱주택은 유태계 영국인의 주택사업으로 도시주

택사업화 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리롱 주택은 현대화 되었고 1940년대까지

활발하게 지어졌다. 그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는데 개항

이후 도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664년 상하이 인

구는 20만명 정도였지만 1935년 6만명의 외국인을 포함 400만명

이었다. (1935년 뉴욕의 인구는 700만 명 런던의 인구는 800만 명

이었다.) 당시 리롱 한 채의 건설비는 300달러 정도였고 2년이 지

나면 사업비의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조계지 내의 외국인들은

주택사업에 투자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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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伍江, 上海百年建築史, 同濟大學出版社. 2008 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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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500채의 대규모 리롱주택단지 兆福里 1910년 

출처 : 伍江, 上海百年建築史, 同濟大學出版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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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배치 부분장식

전통 중국 주거 유럽의 연내배치

이중문틀, 흑색문, 

동문고리, 삼각형 

혹은 원형의 연줄장식 

모두 서양식 도안에서 

유래

[표 3-2] 석고문리농 

상하이시는 1990년 리롱 주택을 시문화재로 공포했고 2002년 상

하이시 도시재생산업12)의 일환으로 진행된 석고문 재생 산업으로

30000 平方米에 달하는 면적의 리롱 주택들을 리노베이션13) 후 신

천지 상업지구로 조성했다.

③ 해관건물의 변화

상하이 토지장정의 체결이후 각국 상선의 세무 전담기관 즉 해

관이 건립되었다.

첫 번째 해관은 전형적인 중국 관공서 양식 관청 바깥문에 전통

중국 문패를 걸고 江海北關14)라 썼다. 와이탄(外滩)의 모습이 전원

의 형태에서 서양거리의 형태로 변모하고 지앙하이베이관(江海北

關)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광동해관(广东海關), 푸지엔해관(福建

海關), 저쟝해관(浙江海關)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의 총액을 초과하

자 1893년 상하이 개항 50주년을 맞아 같은 자리 제 2대 해관건물

을 건설했다. 市政建築양식으로 종루를 110피트 높이에 만들었으

며 영국산의 사면종을 달았다. 강철과 아연 은으로 만든 종을 매주

12) 歷史面貌保護

13) Benjamin Wood

14) 上海北關志, 上社海料院出]版社, 199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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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1893 1893-1925 1925-현재

한번 씩 쳐 시간을 알렸다. 종루 남북 양변에는 철 난간을 세웠

다.15) 해관 건물의 변천은 개항 후 상하이 건축의 발전과정을 보

여주는 좋은 예다.

[그림 3-5] 상하이 해관건물의 시기별 변천

15) 申報, 1894년 1월 25일자 



- 25 -

중국은행 짱완체육관

[그림 3-6] 상하이 나타난 절충주의

④ 절충주의

고대 중국에서는 건축의 하나의 예술로 보지 않고 기예로써 중

시하였다. 따라서 건축은 하나의 학문으로 형성되지 않았고16) 개항

이전에 중국에는 건축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1920년대 이후에는 서양 건축가들은 중국건축의 다양한 고유양

식을 서양식 재료로 그들이 짓는 건물에 더했다. 초기 서양인에 의

해 지어진 중국식 신 건축물은 초기에 종교건, 학교, 병원 등에 활

용되어 중국인에게 친밀감과 마음의 안정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

다.

중서건축의 혼용이 이루어진 건물들은 서방의 옥체위에 중국

고전 건축의 지붕, 옥신, 대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에 따라 기둥과 도리, 창, 문에도 고전적 양식을 사용했

다. 이런 건물들은 의도는 분명하였으나 중국 고전건축의 양식에는

16) 华夏意匠, 华夏意匠, 天津大学出版社, 2005 40p



- 26 -

진마오타워(1999) 상하이타워(2015)

 [그림 3-7] 상하이 초고층 건축

맞지 않았다. 초기에는 서양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졌으나17) 중국인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진 후기 절충식 건물은 형식에 기능이 수렴

하는 형태로 지붕 처마와 지붕, 입구 부분에서만 고전 부호를 첨가

하였다.

⑤ 초고층건축

17) 당시 중국에는 공식적인 건축교육이 없었고 서방에 가서 건축 교육을 받은 중국 유학생

들도 막 귀국하던 시기로, 그들이 직업 일선에 투입될 수 없었다. 중국근대건축, 한동수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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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푸동 개발이 시작되고 루지아주이 지구가 금융지구로 선

정되면서 2015년 푸동은 4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3개가 밀집하

게 되었고, 초고층 건물에서 또한 중국인의 문화적 함의를 표현하

고 있다.

진마오 빌딩은 SOM의 Adrian Smith와 D. Stanton Korista의

설계로 1999년에 완공되었으며 88개층 421m의 높이이다.. 중국의

탑을 형상화하여, 고층부로 오를 때 리듬감을 주기 위해 후퇴시키

는 형태로 하였고, 수직요소를 강조하였다. 외벽은 알루미늄,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었고, 각 파사드는 전 슬로프 구간에 걸

쳐 수직 멀리언이 설치되어 독특한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탑을 형상화 하는 것 외에도 설계에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도입

하고자 하였다. 숫자 8에 대한 아이디어는 중국의 고대의 탑 구조

가 진마오 타워 건축에 도입되는데 이르렀다. 건물의 층은 88층이

었으며, 8:1의 비례를 사용하였다. 건물 외장은 8부문으로 나뉘어졌

고, 가장 하단 16층의 1/8에 해당하는 14층이 그 위에 연속으로 세

워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12층, 10층, 8층으로 된 부문이 이어졌다.

삼각형을 이루며 좁아지는 형태도 높이에 따라 8이라는 숫자를 적

용하여 88층가지 13부문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건물 중심을 8각형

으로 구성하여 여러 각도에서 정면이라고 느낄 수 있는 파사드를

만들고자 하였다.18)

올 2015년 완공 예정인 상하이 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으로 세계최초의 초고층 BIM시스템과 이중 외피 시스

템을 도입하였다. 이 건물은 1층당 1도씩 휘어져 올라감으로써 바

18) 강민진, 중국 숫자의 문화적 함의, 충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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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영향을 25%나 줄이면서 그만큼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의 양을

25% 줄일 수 있었다. 내부에는 총 149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그 중 3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19층 전망대를 연결하는 전망대용

엘리베이터로, 속도가 분속 1080m 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

이터를 도입하였다. 상하이 타워의 외관은 비상하는 용을 형상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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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19) 1920년20) 1930년21)

상하이(上海) 840 1750 2819

광저우(廣州) 900 750 830

샤먼(廈門) 114 260 300

푸저우(福州) 624 500 379

닝보(寧波) 260 465 212

[표 3-3] 5개항의 인구변화 단위 1000

3.2.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와 상하이의 조계

아편 전쟁 후 오구통상조약으로 개항한 5개항은 중국 근대에 처

음이자 동아시아의 최초의 개항장이다. 이때 개방한 5개항 도시들

을 살펴보면 아편전쟁 이전부터 통상항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상하이,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06년

오랜 항구도시였던 광저우의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1920년부터

1930년에 이르기까지 상하이의 인구가 다른 개항도시에 비해 월등

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9) 新北京, 北京 襭華書局 1914년판, 제1편

20) 中國農業發展(1368-1968년), p389-392

21) 中國人口問題硏究(1934), p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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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하이(上海)

[그림 3-9] 조계지의 확장과정

상하이 조계지는 이후 형성된 전국 23개 조계지를 합친 총 면적

의 1.5배나 되는 거대한 규모였다. 조계지 내 외국인들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15만 명22)에 육박하였다. 상하이는 개항 전 상업적으

로 중요한 거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

상인이 없었고, 서구 열강들이 중국 상인들과 경쟁 없이 교역할 수

있어 세력 확장에 유리했다.

22) 중국 지리의 즐거움, 고려대 중국학 연구소 중국어문학 시리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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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상하이 조계지의 최종 범위 

1. 상하이 현성 2. 프랑스조계지 3. 공공조계지

(www.virtualshanghai.net 의 지도 재구성)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상하이는 조계지와 조계지외 구역으로 분

할되어 있었다. 조계지는 처음에 서양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 밖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1853년 이후 국내 정세

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상하이는 중국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해

왔고 1899년부터는 의화단 운동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외국인들

또한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각

국에서 상하이로 피난을 오게 되었고 이는 상하이 인구의 증가를

낳았다. 상하이는 통일된 행정 체제가 수립되지 못하고 공간적으

로도 확연히 구분되는 분열된 관리 구조와 체제 하에 놓여 있었고

정치 행정 문화적으로도 분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

국인과 서양인의 잡거는 조계지의 확장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고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와 자본의 힘을 관철시키면서 상하이의 공간

재편성을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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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문화시설 관공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목조

(조적조, 

혼합구조)

4 7 2 1 1

철근콘크

리트
25 23 7 8 12

철골 3 0 1 0 0

[표 3-4]개항 초 건축물 구조와 용도에 따른 분류

상하이 개항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건물은 서

양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행건물, 거주시설, 대사관, 종교시설 등

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건축물은 점차 용도가 다양해져 상업시설 및 오

락시설이 생겼다.

1920년대 상하이는 조계지 내에 1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으

며 당시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였다.23) 1933년 조계지에 거주한 중

국인은 150만 명이나 되었다. 1933년 상하이 전체의 인구는 3백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 외국인은 7 만 명 정도였다.

1920-1930년대에는 상하이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50% 이상을

점유했고, 19세기말부터 식민 권력의 상징 건축물인 관공서의 건설

을 시작으로 은행, 회사. 호텔, 백화점 등 자본주의의 상징인 건축

물들이 들어섰다. 초기의 건물들은 영국에서 유행한 신고전주의 양

식으로 지어졌다. 1920년부터는 아르데코 양식의 미국식 건물이 건

축됐다. 이 당시 지어진 건물은 은행 호텔 아파트 백화점등이 주를

이뤘다. 미국식의 건물들은 중국식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23) H.J.Lethbridge, All about Shanghai: A Standard Guidebook,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33~44; Frederic Wakeman, “Licensing Leisure; The 

Chinese Nationalist Regulation of Shanghai, 1927-1949’, Journal of Asian Studies, 

54.1, 1992.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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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국 상하이 비율

1864 94865 54419 57.37%

1870 118988 76413 64.22%

1880 157177 90055 57.30%

[표 3-5] 상하이 대외 무역비 단위 ; 千海關兩

1910년 소도회의 난 이후 조계지는 더 이상 외국인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조계의 발전과 함께 자본의 투자와 소비시장이 되었다.

이에 따른 건축적인 변화는 백화점의 등장이었다. 이전의 잡화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외장의 건축물과 그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다. 백화점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욕망을 환기

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었는데 높이와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을

채용해서 소비 충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는 상하이에 고

층 건물 건설을 촉진 시켰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

설의 보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하이의 조계지는 넓이의 확장과

기능의 분화를 거치며 다채로워졌다.

다른 조계와 상하이 조계의 차별성은 첫 번째로 섬이나 매립지가

아닌 평지에 자리 잡은 특성상 확장이 자유로웠다는 점, 두 번째로

소도회의 난을 통한 외래 인구의 유입으로 조계지내 잡거와 인구

의 증가, 마지막으로 무역량의 증가로 중국 내에서 경제적인 우위

를 확실하게 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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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광저우(廣州)

[그림 3-11] 광저우(廣州) 

1860 년 지도 왼쪽 하단 조계지가 위치하고 있다. 

청조의 해금정책 해제 이후 영파, 하문, 광주, 등 중국 동남 연안

각항에 유럽의 상선이 도착했으나 점차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광주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나라는 1757년 유럽과 동남아

시아 무역을 광주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1842년 남경조약이 채결

되기 전까지 광동무역제도가 지속되었다. 광동무역은 청나라의 감

독아래 이루어진 중서간의 독점 민영무역 체제였고 이를 바탕으로

광저우는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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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매립지 구조의 광저우 조계

광저우는 명대와 청대의 해금정책 하에서도 외국과의 무역이

허용된 항구였고 조계의 설립 이전에 이미 토착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계지의 설립 역시 상하이에 비해 18년 늦었는데 광저우의 조

계지는 모래로 매립한 지역으로 규칙적인 격자형 구조로 구성되었

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서양인과 중국인의 분리

가 이뤄졌고 지리적인 원인으로 분리는 계속됐다. 중국인과 조계지

의 잡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계 지역의 확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보면 1905년, 상하이보다

앞서서 중국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지어졌다. 광저우 조계

지 기루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의 도입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기

루는 서양과 지중해 국가의 주랑식(柱廊式) 건축을 도입해 지은 건

물로 광저우의 습하고 비가 자주 오는 특성에 맞는 구조였다. 위층

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은 상가로 활용했다. 상하이에서도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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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볼 수 있지만 광저우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의 제정24)을 통

한 체계적인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저우 조계의 번영과 체계적인 건축을 보여주는 기루는 기후 뿐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의 조계라는 한계를 반영한 건축특성이다.

사면이라는 분리된 공간 안에 위치한 광저우 조계의 특성상 건축

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광저우 조계는 관리와 상인관의 유

착관계가 강해 외국인 상인의 입지조성이 어려웠고 광저우 조계는

1946년 폐쇄되었다.

3.2.3. 샤먼(廈門)

[그림 3-13] 샤먼(廈門) 조계 지도 1885년 

24) 1912년 광동군정부공무국부가 중국 최초의 도시건축법규인 광동성 경찰청현행취체건축

장점을 공포했다. 이 법은 건축허가, 방화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제방이나 도로에 면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때 필히 기루를 기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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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면공공조계 상하이공공조계

조계성립시기 1903년 5월 1일 1863년 9월 21일

조계면적(1920) 1500제곱키로미터 60000제곱키로미터

조계인구(1920) 2만명이상 110만

[표 3-6] 샤먼과 상하이 공공조계 비교 

서구에 Amoy로 알려진 오래된 대외무역항 샤먼(廈門)은 1843

년 11월 2일 정식 개항 하였으나 양행이 설립되지 않고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소규모 교역에 그쳤다25). 1860-1880년 샤먼의 대

외무역은 발전하였지만 교역 물품의 반 이상이 아편이었고 이는

샤먼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샤먼의 대외무역

은 쇠퇴하였고 대외무역의 쇠퇴와 현대공업의 발전미숙은 생활 곤

란을 초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샤먼을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조계

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조계지와 공공 조계지로 구획

되었으며 각 조계지 주변으로 화계 지역이 분호되어 있었다. 지리

적으로는 독립된 섬의 형태로 중국인 거주 지역과 확연하게 분리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온전한 보존이 가능했다. 1852년 영국은 하

문의 내항을 따라 조계지를 설정하였다. 이후 상업 활동의 성장과

함께 1866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조계지를 확장했다. 중국 상인들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아편무역과 수공업 제품

수출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지만 20세기에 들어 상하이에 의해 비

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지름 2제곱미터, 총면적 3455제곱키로의 섬이라는 지리적인 원

인으로 서양인과 중국인의 분리가 이뤄졌으며 같은 원인으로 지금

까지 조계지가 잘 분리되어 보존되어 있다.

25) 厦门近代城市规划历史研究_严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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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샤먼 구랑위(鼓浪屿)공공조계와 영국조계(右)

샤먼 조계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이에서 볼 수 있는 초기

의 외랑식 건축이나 중서절충식 건축은 샤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

나 상하이에서 나타나는 변형된 매판양식, 리롱 건축과 같은 서양

인과 중국인간의 잡거와 조계의 확장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보여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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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샤먼 조계지 외랑식 건축 

1897년, 砖木結構, 1422.6평방미, 일본인 거주

출처 : 厦门近代滨海新区规划历史研究, 2007

3.2.4. 닝보(寧波) 

아편전쟁 이후 상하이(1843.11.17.)와 닝보(1844.1.1.)가 차례로

개방되었지만 외국상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하이를 선호했다.

닝보는 상하이보다 입지 조건이 좋았고 외탄 또한 20년 오래 되었

지만 발전이 늦었고 조계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개항 후 상하이와

인접해 있었던 탓에 인적 물적 자산이 모두 상하이로 흡수되면서

위축된 경제성장을 초래하였다. 중국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

었고 전적으로 신용과 전장(錢莊)26)의 장표(莊票)27)에 의존하는 교

26) 환전(換錢)을 업으로 하던 상업 금융 기관, 출처 : 국립국어원

27) 중국에서 쓰는 일종의 무기명 약속 어음, 출처 :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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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상하이는 5개항 중 가장먼저 조계지가 형

성되었지만 닝보는 조계지가 형성되지 않았다. 1850년부터 상하이

수출입 총액이 광저우를 앞지르며 중국의 대외무역 중심이 광저우

에서 상하이로 이동했고 닝보상인은 상하이에 이주하여 상하이 상

권을 장악28)했다.

3.2.5. 푸저우(福州)

통상 항구 중 두 번째로 큰 항구지만 푸저우의 상업은 다른 개

항도시에 비해 발전하지 못해 상인들의 교역 역량이 떨어졌고 내

륙 유통 노선이 발달하지 않아 통행이 힘들고 교역이 힘들어 조계

지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아편전쟁 이후 한커우(汉口) 지우지앙(九江) 등 장강(长江)

중 하루 도시들의 개방과 티엔진(天津)의 개방으로 외국상인들이

중국 내륙지역으로 들어가고 티엔진을 이용해 북방도시와 직접적

으로 교류했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8) 1850년대 후반 상하이의 닝보인은 40만 이상으로 상하이 인구의 1위, 1930년대에는 

100만을 넘으며 상하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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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2

2008.1

2

2009.1

2

2010.1

2

2011.1

2

2012.1

2

베이징 67.80 74.83 73.86 70.58 72.71 74.29

상하이 76.52 77.04 77.51 78.38 78.57 78.57

[표 3-7] 고용율(%) 

출처 : 中國統計廳

3.3.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상하이가 베이징에 경제적 우위를 점한 까닭 또한 본 연구에서

상하이의 특질로 두고 있는 혼종성에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

각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한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서 상하이가 관문의 역할을 했으며 태평천국을 거쳐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는 서양의 문물과 각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상하이 문

화 예술 유파를 하이파이(海派)라 한다. 이는 전통문화 중심의 베

이징 징파이(京派)에 반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이파이라는

단어는 현재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해외출신의 외국기업 대표 혹은

간부로 활동하는 유학파들을 통칭하게 되었다.

전통문화 중심의 베이징은 건축의 필지 선정에도 제한이 따른

다. 자금성 주변에는 고도제한이 있어 자금성과의 거리에 따라 8층

에서 10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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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베이징 8.32 8.17 8.06 7.48 8.29 9.05

상하이 9.07 8.89 8.64 7.05 6.97 9.56

[표 3-8] 인구증가율 

출처 : 中國國家統計局

弄堂은 베이징의 胡同과 상통하는 단어로 골목을 뜻한다. 상하이

弄堂건축, 리농건축은 서양 건축업자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럽식 연립주택 형 목재 건축물을

지어 조계지 내 중국인에게 임차하며 시작된 양식이다. 목조는 화

재에 취약해 전목구조 형식으로 지어지다 20세기 초 철근콘크리트

의 보급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형식의 리농건축은 상하이 건축의

72.5%를 점했다. 리농건축은 폐쇄적 성격의 쓰허위엔 (四合院)과

달리 길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보통 큰 길

과 통하는 두 세 곳의 출입구가 있었다. 베이징의 쓰허위엔 (四合

院)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거주 공간이나, 리농건축의 방

구조는 소규모의 핵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과거

전통적인 주거 사회 구조를 변모시켰다. 리농건축은 방 한 칸을 빌

릴 수도 있었고, 베이징의 농탕건축에 달리 핵가족형 주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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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이

베

이

징

[표 3-9] 상하이 리롱 주택과 베이징 사합원의 비교

농탕은 폐쇄적이고 내향적 성향인 반면 이농주택은 각 실마다 용

도가 분화되어있다. 또한 3층 또는 3층의 구조로 사합원의 중정이

천정과 객당으로 변형되어 있다.

중국의 오랜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인 베이징을 상하이와 비교해

본 결과 베이징의 건축법규는 상하이에 비해 규제가 많았으며, 전

통 주거양식을 비교한 결과 베이징의 전통적이고 내향적인 농탕에

비해 상하이의 리롱주택은 핵가족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주택과 인접한 골목과의 관계 면에서도 상하이의 리롱은

사합원에 비해 외향적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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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오구통상조약의 결과 개항한 5개항의 조계지를 비교 한 결과, 상

하이, 광저우, 샤먼 3개 도시에는 조계지가 설치되었으나 닝보와

푸저우에는 조계지의 적은 수의 외국인이 머물렀을 뿐, 조계지가

설치 및 거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하이, 광저우, 샤먼의 조계지를 비교해 보면 조계의 면적, 무역

량, 인구수 모두 상하이가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수적, 양적으로 우

세했다. 광저우는 오랜 항구도시로 봉건세력의 영향이 강했으며,

개항 이전에는 중국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상하이에 비해 건축적으로도 발전한 도시였다. 매립지에 조계를 설

치한 까닭에 기루건축이 법적으로 건축되었으나 상하이와 같은 조

계의 확장이 어려웠다. 샤먼 조계 또한 섬에 자리 잡은 탓에 현재

까지 외랑식 건축물이 남아있지만 범위의 확장이 어려웠다. 두 조

계 모두 지리적인 영향으로 범위의 확장이 어려웠고 따라서 중국

인과 서양인의 잡거나 문화적 교류에 따른 혼종성의 발현은 상하

이에 못 미칠 수밖에 없었다.

개항 이전과 개항 초기의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는 모든 면에서

나머지 4개 항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였던 상하이가 개항과

함께 앞서나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조계의 설치와

발전에 따른 서양 문물과의 혼종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상하이의 발전에는 앞 장에서 논의한 개항에 따른 조계의 설치

와 지형적 장점에서 오는 항구로서의 특성으로 인한 경제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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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복합적인 요인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존재하였다.

상하이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크게 변모하게 되는데 1953년 소

비도시에서 공업도시로의 전환에 따라 상업도시 금융도시로의 기

능의 억압이 이루어졌고 상업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은 그 시기

에 소멸되었다. 1966-1970년 사이에는 문화혁명의 근거지로 정치

투쟁으로 철도와 전기망이 파괴되고 도시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

시기에는 공업적 발전을 통해 도시가 유지되었는데 1970년대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1978년부터 상하이는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고 1980년대 중반에는 광동에 주도적

위치를 내어줬다. 농업 도시 광동은 이 시기 새로운 공업시설을 확

충한다. 상하이의 시설은 대부분 노후되었고 공업 면에서도 광동에

비해 발전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재정상 자주권을 획득한 광동과

달리 상하이는 광동의 10배 이상의 세수를 부담했다.

1980년대 도시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실시, 비행장, 고속도로,

교량의 건설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상하이가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조계에서 비롯한

경제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영향력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상황으로 단절이 이루어져, 지속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조계의 설치와 확장, 번영에서 기인한 혼종성이

상하이를 근대도시로 변화하게 하는 과정의 주체이자 발전의 원인

이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이르는 상하이의 발전은 조

계와 화계, 푸동과 푸서로 이어지면서 서로간의 끊임없는 혼종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47 -



제 4 장  상하이 건축의 발전상

4.1. 상하이 건축의 시기 구분

4.2.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특성

4.3. 소결



제 4장.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구분 및 사례분석

- 49 -

서양 내용 상하이

1840s
first artificially cooled buildings 미상

first rolled wrought iron sections 1910

1851 cast-iron and plate-glass building 1916 

1880s
high-rise building 1920s 

1890s 
first reinforced concrete frame 

buildings

1908

1890
first use of air conditionig in large 

buildings 
미상  

1890 first flat slab floors 1930

1910
first ribbed thin concrete shells

1923

1940 Glulam의 발명

1950s major structure use of aluminum 1960

1952 plastic design of steel frames 1960s

[표 4-1]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 

Wrought Iron in Architecture, Gerald K. Geerlings, Gerald K. 

Geerlings

4.1.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구분

본 절에서는 남경조약29) 후 상하이에 서양식 건축이 유입되기 시

작한 1846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축을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중심

으로 시계열적으로 나열, 상하이 건축에서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최

초도입을 서양의 시점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상하이의 건축은

조계지의 설치와 함께 서양의 재료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발전

했다. 19세기 중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서양

에서 등장 한 후 상하이에 최초 도입되기 까지 소요시간은 점점 단축

되었다.

29)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으로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

波), 상하이(上海) 5항(港)을 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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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내용

1846-1889년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1890-1937년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1938-1990년 상하이 건축의 침체기

1991-2015년 건축 발전의 가속화

[표 4-2]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구분

1952 use of glass for structural elements 1950s

1960s

Fiber-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used in buildings
1990s

polymer become widely used in 

buildings
1990s

1970중반
high strength polymer membranes 

/teflon coated glass fiber membranes
1990후반

1970 후

반
expert system 1990s

1985 cable dome tensegrity structure 1990후반

1990
ETFE clear film for air-inflated 

cushions becomes available
2000s

. 3D printed house 2014

. 초고층 건물 이중외피, 초고층 건물 BIM 2015

또한 상하이 건축을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기준으로 시대

를 분류 후, 각 시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기준으로 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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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年

)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50(名) 90 120 134 159 175 210 265

[표 4-3] 개항 초기 상하이 외국인 수

4.2.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기준으로 하여 시기를

분류한 네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4.2.1.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1846년 ‘道路码头委员会’30)가 설립되고 벽돌, 목재, 기와 공장이

세워졌다. 이 시기 상하이의 건축은 조계지 중심으로 발전해 나아

갔으며 양무운동31)을 계기로 공장건축이 발전하였다. 건축에서 새

로운 기술과 재료의 도입 이전의 시기이다. 조계지 내에 1865년 가

스등 설치, 1882년 전등(아크)조명의 공급, 1883 상수도회사의 수도

공급 등 조계지내의 도시 기본망이 구축되었고 영향력은 화계로도

미치기 시작했다.

30)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 공용부두와 도로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1) 1860-1890년대까지 청나라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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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4

5

6

[그림 4-1]  건축물의 위치 및 명칭 

출처 : 중국 상해 근대도시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P21 재구성

1 : first rolled wrought iron sections : 永嘉630 

2 : steel : 外滩三号 
3 : high-rise building : 上海国际饭店 

4 : first reinforced concrete frame buildings, 上海华洋德律风有限公司大楼 
5 : first flat slab floors, 浙江路 市场
6 : first ribbed thin concrete shells, 匯豊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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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德律风公司 天祥洋行大楼’

[그림 4-2] 상하이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左)과 철골조 건물(右)

4.2.2.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20 세기 초 상하이는 조계지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도시가 구축

되었다. 1897년 화계 내에 자력으로 조명시설과 상수도망 공급을

시작하는 등 조계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인프라가 화계까지 영향

을 미쳤다. 상하이의 문화는 서구화, 반서구화, 중국화 , 상하이식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중심은 조계지였다.

이 시기 상하이의 사회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산업혁명 이

후 서양에서 출현한 기술과 재료 설비들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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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철 골조, 엘리베이터와 고층

건물이 등장했다. 1908년 상하이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上

海德律风公司’가 건축되었고, 1916년 최초의 철 골조 건물인 ‘天

祥洋行大楼’가 지어졌다. 1893년 712hm2에 불과하던 조계면적은

1941년 3243hm2까지 확장32)되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32) 陈从周, 上海近代建筑史稿, 上海三联书店, 1988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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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상하이 건축의 침체기

전쟁의 시작으로 조계는 쇠퇴하게 되고, 개인주택 이외의 건축

활동이 드물었으며, 1949년 毛泽东(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과도한 세금과 외국인 투자 중지로 상하이 경제가 쇠진해지

며 건축시장 또한 침체되었다. 공장건축이나 개인주택의 건설이 나

타났을 뿐 상하이의 건축은 새로운 재료의 도입 위주의 발전이 아

닌 기존 재료에서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78

년 邓小平(등소평)의 집권 후 개혁 개방 정책과 중앙정부의 집중적

인 투자의 결과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고, 이는 건

축발전 가속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3] 1930년대 상하이 공업지구 분포 

출처 :  转型上海 规划战略, 201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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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849년, 1870년, 1926년 와이탄 입면 대비

출처 :  转型上海 规划战略, 201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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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기술 명칭 건물명 년도

 Aluminium 

metal panel

Shanghai Oriental center33)

2009

투명 시멘트

Italy Pavilion

2010

투명 콘크리트

German Pavilion34)

ETFE Japan Pavilion35)

[표 4-4] 1991-2015년 사이 도입된 새로운 재료와 기술

4.2.4. 건축 발전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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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환

경 

소

재

wood 

block

Archi Union center36)

버들가지 

Spain Pavilion37)

조립식 

대나무 가지

 Norwegian Pavilion

재활용 UK pavilio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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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shanghai corporate Pavilion39)

wood 

plastic 

composite

Finnish Pavilion40)

skyscraper

Oriental Pearl TV Tower4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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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roof 

Expo Boulevard

2010

LED

Shanghai corporate Pavilion

kinetic wall

Latvia Pavilion

CNC milling 

machine

ze-ba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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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panel

Shanghai qingpu civic center

2012

double skin 

Shanghai Terminal

membrane wall, 

glass

Glass office SOHO43)

2013

highly technical 

building

Bank of Shanghai Data processing 

center
2014

33) http://www.culture.sh.cn/

34) http://english.cctv.com/

35) http://www.telegraph.co.uk/

36) https://tianyijiang.wordpress.com/tag/industrial/

37) http://igorpera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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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er

3D printed house

BIM, 

초고층 Double 

skin

Shanghai Tower

38) http://www.designboom.com/

39) http://english.sina.com/

40) http://architype.org/project/finnish-pavilion/

41) http://architizer.com/

42) http://openbuildings.com/

43) http://www.grtpics.com/



제 4장.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구분 및 사례분석

- 63 -

浦东新区(포동신구)44)의 개발로 교량과 터널의 개발이 가속화되

었고, 마천루의 건설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의 초반 1990년대는 상

하이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다. 溫家寶(온가

보)는 2010년 친환경 7대 미래 신흥전략45)을 발표했는데, 이는 3-5

년 안에 중국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비용

을 21%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

금까지도 친환경 건축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에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를 테마로 개최된 상하

이 엑스포46)에 이르러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건축적 도입이 폭발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주택47)을 건설했다. 2014년 완공 예정인 상하이 타워48) 또

한 세계 최초의 초고층 빌딩 이중 외피 건축물이며,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 도입했다.

44) 중국 상하이 동부의 지역 이름으로 1990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개발이 시작되었다.

45) 2010년 ‘신흥전략산업발전좌담회’에 참가해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산업, 신 의약산업, 

생물 종자산업, 친환경녹색산업, 전기자동차분야 등 7대 전략산업을 수립해 친환경 미래

신흥전략산업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46)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Better City, Better 

Life''를 주제로 열렸던 국제박람회다. 

47) ‘WinSun Engineering’ 에서 세계 최초로 24시간 내에 3D 프린터 된 주택을 10채 건

설하는 데 성공했다. BBC News - China: Firm 3D prints 10 full-sized houses in a 

day. 15 April 2014, <www.bbc.com>

48) 2014년 완공 예정인 상하이 타워는 세계 최초의 고층빌딩 이중 외피 건축물로 높이는 

632m, 121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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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조계의 면적 증가 

4.3. 소결

기술과 재료가 상하이에 최초로 도입된 사례를 기준으로 시기

를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1846년에서 1889년 사이에는 조계지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건축물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

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계지의 꾸준한 확장이 계속되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4-4] 1846-1915년 까지 조계지 확장도 

(1. 공공조계지, 2, 프랑스 조계지 3. 고성, 4. 南市, 5. 闸北, 6. 江湾)

양무운동(1896년)과 서양의 대규모 공업투자(1901년 이후), 값싼

하층 노동력의 상하이 유입은 상하이를 점차 상업도시에서 공업도

시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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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건축적 특징 내용

1846-1889년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조계의 발전 : 

혼종성의 원인 1890-1937년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1938-1990년 상하이 건축의 침체기

 1991-2015년 건축 발전의 가속화 혼종성의 결과 

[표 4-5]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특징 정리

쑤조우허 주변으로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공장들이 설립되

었고 중국 자본으로 설립 된 공장은 상하이 서쪽으로 자리 잡아 공

업단지가 건설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 상하이의 공장건축은 1700

여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저소등 주민의 주거지가 분포

하게 되었다.

18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서양식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들이 지어졌는데, 1910년부터는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로 귀국한 중

국인 건축 1세대 건축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상하이는 공산주의 이

념의 영향으로 산업도시로 전락했다. 이 시기 새로운 재료의 도입

은 드물었고,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술 위주의 발전을 했다.

1978년 邓小平(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및 국가적인 지원에 힘입

어 도시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위성도시가 세워지고 浦

东(포동)의 개발 계획이 세워졌다. 1990년 이후 포동지구 개발에

힘입어 상하이는 아시아 경제의 중심도시로 부상하였고, 2010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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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국제박람회 이후에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도입이 더욱 가

속화되었다.

개항 초기의 상하이 건축은 반식민지적인 상황과 조계지의 특

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과 재료를 단시간에 받아들이며 수동적으

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력과 노동력을 바

탕으로 기술력 면에서도 서구의 건축과 대등하거나 앞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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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표 7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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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분류 년도 / 내용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1842년 난징조약 체결

전근대와 근대로 나누는 

기점, 상하이의 

개항(1843)

1845년

영국(1845), 

미국(1848), 

프랑스(1849) 조계의 

설치

1853년

소도회의 난(화양잡거), 

태평천국의 난(지주, 

부호, 관료들 상하이로의 

피난), 도시의 성장, 

근대 부동산업의 시작

1863
영미 조계 합병(상하이 

국제공공조계, 1899)

1800후반

조계의 확장과 발전, 

도로, 전기, 가수, 수고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서양의 재료와 기술 

건축에 도입 시작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1900년대 초

중국 민족자본 형성, 

공업 상업 금융업의 

발전으로 인한 건축의 

발전, 공업지구 형성(), 

상업금융지구 형성() 

1914-1918년
세계1차 대전 발발, 

상하이 건축의 정체기

1920년대 

자율경제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 

상업의 변영 급속화, 

도시인구의 급증

1922-1926년

부동산업의 발전, 인구 

수 150만 돌파, 왕성한 

도시건설 및 건축업, 

토지가격 급등 

1927-1930 중화민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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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체계획진행(1927)

, 공공조계, 프랑스조계, 

화계의 분리, 

대상하이계획 완성, 

江湾,五角상하이 

중심지로 계획

상하이 건축의 침체기

1937-1949

일본의 침공(1937), 

대상하이계획의 제정 및 

개정 (1946-1949)

1949-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푸동의 

개발 

-1979

중국정부의 도시 

분류정책에 따라 

상하이는 생산도시로 

분류, 도시외곽에 

공업시설 건설, 상하이에 

판자촌 대량 

형성(滚地龙), 상하이 

도심부는 기존의 

가로망을 유지, 

1980년대

푸동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발전 다양한 

도시계획방안 제시, 

국무원 비준을 받은 

1986년 상하이시 

총체계획방안과 

푸동지구 조시계획, 

신상하이 도시 총체계획 

등 

건축 발전의 가속화
1990

1990년 4월 18일 

정부의 푸동지구 개발과 

개방 선포

2010 상하이 국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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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의 종합

상하이 건축은 서양 건축의 재료와 기술을 단시간 내에 도입하며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하이의 발전에는 조계지라는 제 3의 공

간이 주는 혼종성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즉 개항으로 인한 조계의 설치로 기인한 혼종성이 상하이 건축

발전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하여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했다.

개항 이전의 상하이는 장각 삼각주의 주요 상품 집산지로 해상

수로 뿐 만 아니라 장강 수로가 있었고 강남 여러 지역을 이어주는

크고 작은 하천이 발달하여 외국 문화의 수용 뿐 아니라 내지와의

이동과 교류가 원활한 천연적 조건을 구비하였다.

또 장수성과 절강성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명,쳥 시기 이 두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의 하

나였으며 학술과 사상이 활발히 꽃피던 곳이었다.

상하이가 경제 뿐 만 아니라 건축적인 발전에는 개항 이전부터

장수성과 절강성의 경제적 문화적 자양분과 유입의 전폭적으로 받

아들인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상하이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역으로 상하이가 지식 문화를 소비하는 거

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또한 상하이의 지리적 특성은 봉건제도의 영향력 바깥에 있어

상하이의 군사적 정치적 배경이 없는 상업도시로의 성장과 북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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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던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의 안착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리하자면 전통과 근대 중국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근대성을 지닌 복합적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표상해주

는 조계지라는 제3의 공간이 상하이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재적 혼종성을 발전시켜준 것이다.

오구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으로 개항한 나머지 4개항과의 비

교를 통해 상하이의 조계지가 초기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른

조계지에 비해 발전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며 소도회의 난

(1853), 태평천국의 상하이 공격(1860)과 같은 중국 내의 정치적인

이유와 조계지내 서양인들의 경제적 실리 추구로 인해 중국인과

서양인의 잡거가 타 조계지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조계지

의 규모와 경제력 국제적인 위상이 모두 타 조계지에 비해 앞서나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제적인 발전과 조계의 확장 인구수의 증가는 새로운 형

태의 건물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계지 내에서는 초기 서양

인들을 위한 매판 양식에서부터, 서양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임대하

기 위해 짓기 시작한 이농주택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와 서구문화

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들이 나타났다.

또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서양인들의 피난처가 된 상하이

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듯 조계지의 발전을 통해 국

내 및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한 상하이는 1980년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1990년대 중국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제 5장. 결론

- 75 -

받고 중국 제 1의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2010년 상하이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

의 폭발적인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세계 최초의 건축 재료와 기술의 도입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상하이의 근대 도시 형성부터 현재까지의 건

축을 재료와 기술의 최초 도입이라는 정량적 기준으로 정리해 서

양건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에 앞선 재료와 기술의

도입을 보여주는 과정을 정리하고, 상하이 건축이 서양건축을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대등하거나 때로는 앞서 나가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상하이 건축의 발전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건축의 혼종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나 건축에서의 혼종성이 긍

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은 근대 건축 이후 건축역사이론의

흐름에서 혼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새

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가능했다. 비단 상하이에 그치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적용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건축계에서 혼종성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혼종성을 통해 상하이 건축을 정리한 것은 혼

종성을 창조의 긍정적 요소로 보는 것과 동시에 텍스트 내에서 분

석하는 혼종성의 일차원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상하이 건축의 발전의 원인을 조계지의 설치와 조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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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3의 공간에서 기인한 혼종성이라고 정의한 데에 또 다른 의

의를 가진다. 조계의 발전으로 인한 혼종성이 상하이 건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하이의 경제와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과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혼종성이 건축과 도시에서 나타날 때에

는 단순한 섞임이나 통합으로는 정의내릴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

럼을 가진다. 기존의 형태, 구조, 재료, 또는 평면에서의 혼종, 양식

의 섞임에서 나아가 통합적인 차원의 혼종을 통해 보면, 중국의 자

본력과 노동력이 상하이의 혼종성과 더해진다면 혼종성은 상하이

발전의 가속화를 돕는 특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상하이 건축

의 발전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아편 전쟁 이후 개항한 5개항에만 국한된 연구

로 중국 내 23개 조계지를 모두 비교 분석 하지 못한 점에 있다. 또

한 동아시아 개항 도시와의 비교가 더해지지 못해 중국 내에 국한

된 연구에 그쳤으며 혼종성이라는 계측할 수 없는 개념을 상하이

의 건축 발전의 원인으로 삼고 있어 정량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이

러한 점을 보완하고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와 기술

의 도입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였으나 서양과의 일대일 대응을 통

해 논지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상하이의 건축적 발전상을 모두 언

급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상하이의 건축 발전을 세부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다른 개항지 및 동아시아 개항도시

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건축에서의 혼종성은 형태, 재료, 구조의 혼종성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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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분류에 치중하지 않고 호미바바의 혼

종성 이론과 상하이의 건축적 발전을 연계시켜 연구를 진행시켜나

가는데 그쳤으나 추후 혼종성 사례 별 세분화 및 분류작업을 통해

추후 관련 연구가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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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Shanghai Architecture

through Hybridity

Jung, Yunga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Jaepil

 Shanghai, which used to be a fishing village before the Opium War, 
tried to develop by receiving the new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of the occidental world after opening its ports. From the 
Shanghai World Expo 2010, the tremendous introduction of the new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were made, and such trends 
were continued to this day that the world’s best materials and the 
technology are being introduced. In this research, with the perspective 
that there would b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Shanghai’s developmen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were sought. 

 In the second chapter,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 Shanghai 
was examined through Homi Bhaba’s hybridity theory. Homi Bhaba 
viewed that in the process of hybridity, the interacting Third Space is 
formed, and he viewed the formation of new identity and th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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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on produced in-between as pivotal elements of hybridity. Also, 
he has quoted that though those who are being ruled accept the culture 
of the ruler through the process of mimicry, they undergo the process 
of hybridiza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ose being 
ruled could be reversed. Though the early Shanghai settlement had been 
a space for the foreigners with the administrative autonomy and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foreigners, the mixed residence of the Chinese 
people began afterwards and the scope was expanded.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of Homi Bhaba, the occidental powers and 
Shanghai are defined as the rulers and those being ruled, and 
summarizes how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starting in the Third 
Space – the settlement – expands its influence to outside the settlement 
through mimicry. Also, it views that the distinctive qualities of 
Shanghai, the hybridity arising from the instal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ttlement has influenced the noticeable growth of 
Shanghai. 

 In the third chapter, to solidify the hypothesis that the hybridity 
arising from the settlement is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Shanghai architecture, the comparisons with the other 4 ports – 
Guangzhou, Xiamen, Fuzhou, and Ningbo – with Shanghai was made. 
Also, comparison with Beijing, China’s capital from 1402 was made 
though it is not a port city. In comparison of the 5 port cities, 
settlements weren’t installed in Ningbo and Fuzhou, and in comparison 
of the settlements of Guangzhou and Xiamen with the settlement in 
Shanghai, it was ascertained that the settlements in Shanghai had made 
the most noticeable development compared to the other settlements in 
terms of the population, trade volume, and area. Another characteristic 
is the mixed residence with the Chinese people. In comparison of the 
architectural traits between Beijing and Shanghai in terms of regulations 
and residence styles, Beijing is more traditional-oriented and introverted 
compared to Shanghai. The argument that the aforementioned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ttlements positively influen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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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hanghai was supported by these evidences. 
Additionally, Beijing, the ancient city and the capital city of China, had 
closed traits compared to Shanghai, and such traits were identified in 
the architectural regulations and traditional residence styles. 

 The fourth chapter summarized the development of the Shanghai 
architecture, focused on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y. This enabled to comprehend how the hybridity 
of Shanghai arising from the settlement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influenced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Shanghai. The 
process in which the occidental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o Shanghai and how the introduction even 
before the occidental world is made recently is schematized focused on 
the first introduction, and the era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The eras were categorized into 4 categories: The era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1846-1778), Era of the introduction of new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1890–1938), Stagnation of the architecture in 
Shanghai(1938-1990), Acceleration of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1991-2015). In examination of the location wher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were 
made, the introduction appeared in regions in the vicinity of the 
Huangpu River, then here and there within the settlement, and after 
1938, the scope expanded to outside the settl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has summarized the 
architecture of Shanghai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modern city to 
today in quantitative criteria of the first introduction of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materials; Secondly, that it has summarized the process 
of passively accepting the occidental architecture and sh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in advance 
of the occidental world in time-series; lastly, that it sought the factors 
of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Shanghai from hybridity. Hybr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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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sidered to be a trait assisting the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Shanghai with the addition of the capital power and labor in China 
today, as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 are disappearing in the 
introduction of the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ologies, and as the 
new fabrication technologies and materials and being shared worldwide. 

Keywords: Shanghai, hybridity, settlements, materials, fabrication 
technologies
Student Number: 2013-20573



- v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2.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2.2. 혼종성에 관한 고찰
	2.2.1. 호미바바(Homi Bhaba)의 혼종성 이론과 상하이 건축
	2.2.2. 조계의 발전과 혼종성

	2.3. 소결

	제 3 장 상하이의 혼종성
	3.1. 상하이 건축의 혼종성
	3.2.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와 상하이의 조계
	3.2.1. 상하이(上海)
	3.2.2. 광저우(廣州)
	3.2.3. 샤먼(廈門)
	3.2.4. 푸저우(福州)
	3.2.5. 닝보(寧波)

	3.3. 베이징과 상하이
	3.4. 소결

	제 4 장  상하이 건축의 발전상 
	4.1. 상하이 건축의 시기 구분
	4.2. 상하이 건축의 시기별 특성
	4.2.1.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이전  
	4.2.2.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도입
	4.2.3. 상하이 건축의 침체기
	4.2.4. 건축 발전의 가속화

	4.3. 소결

	제 5 장  결론  
	5.1. 연구의 종합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