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1강 동남아의 도시건축
1. 홍콩(香港, Hong Kong)
香港 : "향기나는 항구" 라는 의미를 가진 Heung과 Gong에서 유래됨
(식민지 이전시대의 포구이자 화물 집산지였던 애버딘 근처 작은 마을의 지명)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가) 홍콩 이해의 몇 가지 지표
위치 : 중국 대륙의 남동부
면적 : 1,092㎢ (홍콩섬과 구룡반도(九龍半島) 및 235개의 외곽 섬으로 구성)
인구 : 698만명 (2007년)

--- 싱가폴은 홍콩 인구, 면적의 63~5% 수준

민족 : 95% 이상의 인구가 중국인계
대부분 광둥인(廣東人) 외에 커자인(客家人)·푸젠인(福建人)·차오저우인(潮州人)
언어 : 영어와 베이징어(北京語)가 공용어이나 일상적으로 언어는 광둥어이다.
종교 : 불교와 도교가 사회규범으로서의 유교철학과 함께 홍콩사회의 정신적 기반
기타 특징 : 인구(680만)가운데 반 이상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홍콩 전체의 80%는 도시가 아닌 전원지역이거나 국립공원이다.
토지의 40%는 국립공원으로 보존되어 있다.
나) 홍콩의 역사
시대
내용
BC 4,000 초기 거주자들은 도기, 석기, 철기 등의 유물을 남김
구룡에 있는 후한 시대 레이쳉욱(李鄭屋)고분이 당시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측
AD 25

중국은 초기 약 200년 동안 통일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 약 1,500년 동안 홍
콩 섬 부근 지역은 광저우에 있는 총독의 지배를 받았다.
광저우와 유럽 사이에 무역이 시작

1685년

(영국과 프랑스의 상인들은 차와 실크를 거래하기 시작)

1841년
1842년
1860년

영국은 세력을 확장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
중국은 아편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아편전쟁(阿片戰爭)을 일으켰으나 패전
홍콩 섬을 영국에 영구 할양(割讓)하는 난징조약(南京條約) 체결
1차 베이징 조약(北京條約) : 구룡반도 분할
2차 베이징 조약(北京條約) : 구룡반도 북쪽의 방대한 토지(신계)를 99년 동

1898년
1905년
1937년

안 영국에 임차하는 조약이 체결됨 (1997년 홍콩반환의 근거가 됨)
구룡과 광둥을 잇는 철도가 개통 (인구증가: 1861년 12만→ 1939년 160만)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수십만 중국인이 홍콩으로 피난
12월 8일 : 일본 폭격기가 구룡을 폭격

1941년

12월 25일 : 영국이 항복

1945년

( 2000명 이상이 죽고 1만 명의 군인이 포로가 됨)
8월 : 일본의 항복

1946년

5월 : 홍콩은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됨

1949년

10월 : 공산정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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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난민이 흘러들어와 14년 동안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다.

1949년

※ 중국은 주기적으로 영토 반환을 요구했다

1962년
1966년

1967년

7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국경을 넘었다.
4월 : 구룡폭동
5월 : 반영폭동(反英暴動)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을 흔들었던 정치적인 열기는 홍콩에까지 영향을 미쳐 폭동
과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서 조기 반환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연말쯤에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1975년

10만 명의 베트남 난민 도착
당시 영국 총리 대처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덩샤오핑과 홍콩의 미래를 논의함.

1982년

99년 동안의 임차 조항은 신세계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은 홍콩 전

1984년
1988년
1997년

체 반환받으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음
12월19일 :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
중국 정부는 홍콩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공표
7월 1일 : 155년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됨.

1998년

(영어는 계속 공용어로 남았다.)
1~2월 :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홍콩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이 도살됨)

다) 주요 건축물
1) 홍콩&상하이 은행 (Hong 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노만 포스터, 1985
-여러 대륙에서 수입한 재료를 써서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지은 건물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건물 밖에 있으며, 기계 장치가 노출되어 있다.
-풍수 전문가가 에스컬레이터의 각도를 결정했다고 함
2) 중국은행 빌딩 (Bank of China Tower),
I. M. 페이(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1990
-높이300m, 70층
-내부에 받침 기둥이 하나도 없다.
-현관 안의 넓은 홀에는 명나라 때 양식을 본뜬 원통형 천장
-초현대적인 것과 옛것이 섞여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건물
3) 홍콩 컨벤션 & 전시 센터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약 1,800 제곱미터의 전시공간
-간척지에 세워진 이 대규모 단지에는 홍콩 섬의 최고급 호텔들이 있다.
-9층에는 단지 안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다.
4) 기타 지역
셩완(Sheung Wan) : 홍콩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차이나 타운"지역
센트럴(Central) : 정부청사, 교통, 은행 및 금융이 이곳에 집중 되어 있으며,
주요 쇼핑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완차이(Wan Chai) : 유흥가로 알려진 곳으로서 예술센터와 오피스 플라자, 다양한
중국 전통음식점 등과 함께 화려한 도시 경관으로 유명함.
몽콕시장 : 중국생활양식을 느끼게 하는 전문점과 상점이 모여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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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안점
아시아적 과밀 Asiatic Overcrowdedness
이층도시 Double Layered City

2. 마카오 (澳門, Macao)
'중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아시아에 남아 있던 가장 오래된, 유일한 유럽(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1999년 중국에 반환)
가) 마카오 이해의 몇 가지 지표
위치 : 중국 난하이(南海) 유역 주장강(珠江) 서안(홍콩으로부터 65km떨어져 있음)
면적 : 28.2㎢ (타이파 · 쿨로아네 포함) - 홍콩의 2.6%
인구 : 45만 7천명 (2007년) - 홍콩의 6.5%
기후 : 1월 평균기온 14.5℃, 7월 평균기온 28.5℃, 연강우량은 2,000mm
인종 : 95%가 중국인, 3% 포루투갈인, 2% 외국인
언어 : 광둥어(廣東語), 포르투갈어, 중국보통어, 영어 등이 통용됨
종교 : 불교, 가톨릭, 기독교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불교신자, 7%만이 가톨릭
(동양에서 처음으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지역)
나) 마카오의 역사
시대
1550년
이전

내용
광둥 지방의 농민들과 복건 지방의 어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다.
(원래는 광둥성 샹산현(香山縣)에 속해 있었음)
포르투갈의 무역상들이 마카오에 발을 들여 놓음

1553년

(물에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구실)
대(對)중국 무역권을 획득
포루투갈인들이 중국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마카오반도의 거주권을 획득

1557년

마카오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인정받고, 광둥의 중국 관리(官吏)로부터 도시건
설허가를 얻었다.
로마 교황이 포르투갈 정부의 후원으로 마카오 관구(管區)를 설립.

1575년

※이때부터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대(對)아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되는 동시에 1841
년 영국이 홍콩에 식민지를 개설하기까지 중국과 서양의 유일한 교류기지가 되었다.

1622년

네덜란드가 마카오 침공을 시도했으나 격퇴 당함
※ 마카오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진 문물은 그리스도교 외에 서양에서 발달한 천문학,
유클리드 기하학, 근대적인 지도투영법, 대포주조기술 등이 있고, 특히 동·서양의 지리
적 지식교류에 커다란 역할을 한 마테오 리치도 마카오를 거쳐서 중국에 발을 들여놓았
다.

1841년~ 아편전쟁(阿片戰爭)으로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된 후, 아시아에서의 세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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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차를 가함 (아오먼[澳門]반도 전역과 타이파 · 콜론 두 섬을 점령)
청(淸)·포르투갈조약 : 포르투갈이 아오먼(澳門)반도 전역과 타이파 · 콜론 섬

1887년

에 대한 식민지 건설을 합법화함 (이후부터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됨)
포르투갈의 헌법 개정에 따라 해외주(海外州)로 바뀌어 본국의 일부로 편입

1951년

(본국 정부가 임명하는 총독의 통치하로 들어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마카오 정청(政廳)과 현지의 중국인 간에 분쟁

1966년

이 일어남
1973년 3월 : ‘자치령’이 됨
1979년 중국·포르투갈 간에 국교가 수립됨
1986년 베이징에서 마카오 반환협정을 체결
12월20일 : 중국은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
1999년

(중국에 정식으로 반환되어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다.)

다) 주요 건축물
1) 세인트 폴 성당
-중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건축물이나 화재로 인하여 벽만 남아 있다.
-마카오 유적지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으로 시가지 중심부의 구릉위에 세워져있다.
-17세기 초 이탈리아 예수회 수도사가 설계하고 일본 천주교인들의 도움으로 완성
-당시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으나 1835년 화재로 인해 파사드부분을 제외
하고 소실됐다.
-파사드 뒤쪽에 위치한 '종교예술 박물관'에는 17세기에 일본 및 베트남으로 건너
간 천주교 순교자들의 유물이 보관되어있다.
※서울시보다 조금 큰 도시 마카오와 작은 섬 타이파꼴로안에 3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2) 마카오 박물관
-마카오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중국의 오문에서 마카오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재현함
-1층 : 마카오 사람들의 생활양식, 유럽과 중국이 어떻게 만나 현재에 이르게 되었
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2층 : 마카오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엿 볼 수 있는 미니어쳐 건물들이 있다.
-3층 : 박물관과 외부가 연결되어 있다.
라) 주안점
아시아내의 가장 오래된 유럽도시 the Oldest European City in Asia
중첩된 문명 Superimpose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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