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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성곽
하노이 성 배치도하노이 성 배치도

방어시설의 흔적 탕롱 고성

하 종 몬 (O Quan Choung)
하노이 북문(北門,1803)



보초탑 (Flag Tower, 1812) 프랑스 식민지풍 지역
(French Quarter)

호치민저택

주석궁

호치민 집무실호치민 집무실

호아 로 감옥(Hoa Lo Prison,1896)

홍강에서 바라 본 조계지

바오 안 파고다와 호안 끼엠 호수



호안끼엠 호수 HOTEL METROPOLE(1901)

Paul Bert Park(1883)
Opera Theater(1911)

Opera Theater (Hanoi v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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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지역



1915 1925

19361958

미션 지역

하노이 대성당 (1891), 바오 티엔 파고다 (1490년 지도)

추어 박 교회
(Cua Bac Church(Cua Bac Church,

1932)

함 롱 교회(Ham Long Church,1934)

나 토 거리(Pho Nha Tho)

도서관

츄 반 안 학교(Chu Van An School)

하노이 대학(1926)                             파스퇴르 연구소(1930)



급수탑 (North/South)

동 쑤안 시장(Don Xuan Market) 항 베 시장(H B M k t)동 쑤안 시장(Don Xuan Market) 항 베 시장(Hang Be Market)

항 다 시장(Hang Da Market)

둑 비엔 시장(D Vi M k t)둑 비엔 시장(Duc Vien Market)

하노이역 (1902)                               윈난철도회사(1902)

롱 비엔 다리 (Long Bien Bridge,1902)

36거리 세장형필지



36거리의 종교시설

Chùa (7) Buddhist PagodaChùa (7)   Buddhist Pagoda

Đình (25)  Vietnamese Communal House

Đèn (20)   Temple

Miếu (1)    Confucian Shrine

Quán (1)   Taoist Temple

Hội Quán (2)  Chinese Communal House

호치민

호치민 도시 변화



통일궁

중앙우체국

성모마리아 성당 지악럼사

시민극장

총독관저

하노이의 도시 주거



36 거리

Traditional tube houses
Modern tube houses

Mini hotelsMini hotels

Apartment(the 1970’s)Apartment(the 1970 s)

Bùi Thị Xuân

Apartment(the 1950’s)

High-rise Apartment(the 2000’s)
하노이의 주거유형

19세기 말 프랑스 점령기 독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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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아파트1970년대 아파트1950년대 아파트

36거리의 주거유형36거리의 주거유형

Traditional Tube Houses Modern Tube Houses Mini Hotels

하노이 외곽의 아파트하노이 외곽의 아파트

50년대 차관아파트 70년대 차관아파트 2000년대
초고층아파트

New Tube Houses

새롭게 지어지는 유형들

Tube Houses
in the city and the suburbs 



그 밖의 주거유형그 밖의 주거유형

French Style Villas Houses in French Quarter Current Tube Houses

전통 냐옹( Tube House )에서 다락의 형성

(From 大嶋信道, ハノイ36通り地区の町屋の建築類型, SD 特集-ベトナム建築大博覽, 1996年3月號, p.53)

Origin Types Variation

다락의 용도다락의 용도

Attic in WorkshopAttic for Service Activities p

다락의 용도다락의 용도

Attic as a Storage

Attic as a StorageAttic as a Storage

Detached Storage

다락의 용도다락의 용도

Enlarged Attic Attic as a Living Space





농촌주택의 중정

Sân(paved courtyard)
in a Rural House

농촌주택의 중정

1st Courtyard in #26 Hàng Bồ

2nd Courtyard in #26 Hàng Bồ
TUBE HOUSE의 중정

1st floor of #87 Bùi Thị Xuân Courtyard of #87 Bùi Thị Xuân

1970년대 아파트 평면 농촌 주택

Apartment in Giảng Võ street

(the 1970’s)



Rooftop Terrace(laundry)

Staircase

Ventilation Shaft

Staircase

K i M t l

Elevator Core

Keeping Motorcycles

Elevator Core

Queen Travel Hotel 
in Hàng Bạc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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