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4577/kirua.2016.18.2.29

韓國農村建築學 論文集 제18권 2호 통권61호 2016년 5월  29

1.서 론

1.1 연구배경  목

국에는 통  생활양식과 풍습을 가지고 있는 56개 

소수 민족이 있다. 국의 다문화 향과 국의 소수민

족정책으로 인하여 이들의 통문화는 많이 소실되고 있

는 실정이지만, 조선족은 타 소수민족에 비하여 고유한 

통문화와 주거문화의 원형을 비교  많이 계승하고 있

다고들 한다. 국에서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족은 

약 200만 명이 주로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다. 이  약 

40% 가까이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한다.1)

국 정부의 인민공사화, 개 개방 등의 사회정책 변화

는 생활수 의 향상, 기거양식의 변화, 건축 재료의 변화

를 가져 왔고,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  요인의 변화는 

국 동북지역 통  농 주거환경의 변화를 꾸 히 요

구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신 농 건설정책>은 농 주거 환경을 더욱더 

  *정회원, 가톨릭 동 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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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제5차 인구통계조사(第五次人口普査数据出炉), 2000 

격히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한 

통문화 계승이 비교  많다고 일컬어지는 국동북지역 

조선족과,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는 한족의 농 주거 공간

의 변화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각 민족의 통  주거문

화의 본질  특성을 밝히는 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연변지역 지조사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족 농 주거를 비교 상으

로 각 각의 농 주거 변화의 특성을 조사 보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연구는 조선족 통  주거문화의 본

질  특성을 밝히는 기  자료로서의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는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의 농 주거를 상

으로 한 선행연구 련 문헌조사와 국 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논문은 먼  한족 농 주택의 변화과정을 

분석 기술하고, 다음으로 이것과 조선족 주택 변화에 

한 필자의 선행연구2)와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허성걸외 2인, 국연변지역 조선족 농 주택의 시기별 변천

에 한 조사연구, 한국농 건축학회논문집17권3호, 2015

국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농 주택의 변화에 한 비교연구

A Contrastive Study on the Change of Rural Houses of the Han Chinese and 
Korean-Chinese in Yanbian Area of China

   허 성 걸*             조 원 석**        

                                                                    Heo, Seong-Geol       Cho, Won-Seok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ing a hypothesis about the process of improvement of houses of the Korean-Chinese, 
comparing how Han Chinese and Korean-Chinese houses changed in Yanbian Area of China. This draws the conclusion by 
analyzing the field survey about residence of the Han 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in Yanbian Area of China.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 of residence style change and the plan of rural houses of the Han Chinese are in the following. The 
plan of houses has been changed from allocating rooms from side to side with the kitchen as the center to linking each 
functional spaces through the aisle. And the main bedroom of houses becomes the central space for family members instead 
of Kang (partial Ondol) by expanding the floor heating system under the whole floor in houses. Next, the feature of 
residence style changes of the Han 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is as follows. In 1970s barns disappeared from houses of 
the Korean Chinese, but houses of the Han Chinese were not much changed. From 1980s to 1990s, spaces linking each 
rooms with aisles had appeared for comfortableness of residence and respecting each individual's privacy. On the other hand, 
The houses of the Korean-Chinese make a whole big space by getting rid of walls between the rooms. And after 2 thousand 
years later, Han Chinese houses have a bedroom with floor heating system. Both houses of the Korean-Chinese and the Han 
Chinese are changed to have a residence style which taking sedentary style and standing style.

Keywords : Yanbian of China, Han Chinese, Korean-Chinese, Rural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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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조사는 본 조사(2014/12～2015/02,07)와 보충조

사(2015/08)를 통해 86건의 지조사 자료를 취득하 으

며, 이  본 논문의 분석 상인 한족 주거는 19건이다. 

국 지조사 상지는 조선족 마을 인구가 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발달되어 변화과정이 가장 뚜렷한 연길시, 

룡정시, 도문시, 화룡시, 훈춘시, 안도 을 선정하여 본조

사와 보충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한족주거 조사 상

은 조선족 집단거주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무작 로 

선정하 다.(표1 참조) 조사 내용은 평면스 치, 사진촬

, 면담 조사를 행했다. 면담조사 내용은 건축년도, 거주

자의 출입, 취침, 식사, 취사, 단란 공간 등이다.

연번  치 건축년 평면유형

1 연길시 이란진 암 불명 식당 심A

2               암 2000 복도 심형

3 연길시 소 진 소하룡 불명 식당 심A

4 룡정시 동성룡진 태평 2000 복도 심형

5                 태평 2000 식당 심C

6                 룡해 1980 복도 심형

7 도문시 량수진 룡호 2010 복도 심형

8               룡호 1980 식당 심B

9 화룡시 투도진 룡수 불명 복도 심형

10        룡성진 부흥 1980 복도 심형

11               부흥 2010 식당 심C

12        서성진 서성 2000 복도 심형

13      팔가자진 상남  1980 식당 심C

14               상남 2000 복도 심형

15        동성진 동 불명 식당 심B

16 안도  송강진 남도 2010 복도 심형

17               북도 2000 식당 심B

18 훈춘시 마천자향 도로 1980 식당 심C

19 왕청  백 구 백 구 2010 복도 심형

Table 1. List of Research Subjects in Local China

1.3 선행연구 고찰  용어설명

(1)선행연구

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거주환경에 한 학술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주택의 평면을 다룬 연구는 생활방식

과의 계, 주택의 평면구성  황, 주택의 변천  변

화과정, 통민가의 지역  분포, 취사  설비와 같은 시

설 인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의 연구를 토 로 조선족 주거의 평면에 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특성 반 , 한반도 주거의 

통  방식의 유지, 혹은 타민족과 향 계에 해서 다

루어지고 있을 뿐, 변화나 변천의 에서는 상 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근 화나 화라는 측면에서는 

도시주택이나, 아 트 등의 평면을 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 주택은 변화보다는 유지라는 속성이 좀 더 강하게 내

재되어 있으므로, 국 조선족의 주택을 변화의 보다

는 한반도 주거문화의 지속성에 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자
발표
시기

제목 연구내용 출 처

임 화

외 3인
2005

국 연길시 근교 

농 주택의 변

천에 한 조사

연구

·연길시 하룡  소하룡 마을 조
선족 주택의 주거형태의 변화 
분석

·1990년 에서 2000년  
반까지의 평면, 재료, 창문, 
설비의 변천을 기술

한국농

건축학회

논문집

임 화

외 2인
2008

두만강 북안 조

선족 이수마을 주

택평면의 변화

·화룡시 승선진 이수마을의 
시기별 주거평면의 특징 분석

·이주 기부터 2006년까지의 
주택평면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변화과정 기술

한국농

건축학회

논문집

김

외 2인
2012

조선족 농 주

거의 근 화 과

정에 따른 변화 

연구

·룡정시 룡산  마을을 상
으로 통주택의 화 과
정과 변화 분석

·물리  요소(구조체, 건축면
, 각종 설비)와 인문 사회  
환경(인구, 생활, 환경)을 심
으로 근 화 과정 속에서 나
타나는 변화과정을 검토

한국생태

환경건축

학회

논문집

김

외 3인
2012

국 조선족 농

마을의 공간

구성  세 별 

배치유형에 

한 조사연구

·룡정시 룡산  마을을 상
으로 마을의 공간구성 변화 
분석과 10년 후 변화된 마을
의 입지와 배치 황, 주택  
주거단  배치 특성을 기술

한건축

학회연합

논문집

김 2000

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

족 ) 통민가 

평면 분류와 특

성

·동북 3성 조선족 통민가

의 평면형식의 지역  분포

특성의 유형분류와 변천

계의 구조  특성을 규명

충북

박사학

논문

허성걸

외2인
2015

국연변지역 조
선족 농 주택의 
시기별 변천에 
한 조사 연구

국정부 사회정책에 변화에 

시  구분의 으로 연변

지역 조선족 주택평면의 변

화를 의 분석 검토하 다.   

한국농
건축학회
논문집

Table 2. Literature related to this Study

이러한 의미에서 농 주택을 변화와 변천의 에서 

다루면서, 본 연구와 련된 평면유형을 분류한 연구를 살

펴보면 <표 2>3)과 같다. 

조선족 농 주거의 변화와 변천에 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과 한족의 농 주거에 주목하

여, 공간구성형태의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매우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의 농

주거가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

택 공간구성형태  기거양식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으

며,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해 구체 인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3) 허성걸외 2인,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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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족주택 용어 설명

캉은 부분  온돌로 방의 1/3의 면 을 차지하며 캉의 

치에 따라 난캉(南炕), 베이캉(北炕)이라 부른다. 한족 

사합원에서는 ‘당옥’을 ‘외옥(外屋)’ 는 ‘암칸(暗間)’이라

고 하나, 연변 한족 주택에서는 ‘당옥’을 ‘부엌’으로 사용함

으로 여기서는 ‘부엌’이라 칭한다. 가족의 평상시 활동공간

은 ‘내옥’이며, 부엌은 식당과 동시에 취사, 난방, 작업 공

간 등 가족생활의 심공간이다. 한족 주택에서의 ‘내옥’은 

동쪽에 있는 침실은 ‘동옥’(東屋)이라 칭하고 서쪽에 있는 

침실을 ‘서옥’(西屋)이라 칭한다. 그리고 ‘동옥’ 뒤에 방을 

‘ 옥(大屋)’, ‘서옥’ 뒤에 방을 ‘소옥( 屋)’이라  칭하며 

부분 ‘ 옥’과 ‘소옥’은 장 공간으로 사용한다.

평면 구성 부엌(당옥) 캉(쪽구들)

내옥(內屋)
동옥(東屋) 

서옥(西屋) 

Table 3. Explanation of terms about houses of the Han Chinese

2. 시기별 한족 농 주택의 특성

국정부의 정책변화를 보면, 1960년 ∼1970년  <인

민공사>가 설립되고 <문화 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1980년 ∼1990년 는 외 으로 <개 개방>한 시기로 

이때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으며, 2000년 이후는 <사

회주의 신 농 건설>운동이 진행되어 농 사회변화에 큰 

향을 미쳤다고 한다4). 이에 여기서는 1970년  이 (인

민공사  문화 명기), 1980∼1990(개 개방기), 2000이후

(사회주의 신농 건설기)로 구분하여 한족 농 주택의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다. 

 

2.1 평면유형

한족 주택은 복도를 통해 각 단 공간을 연결시키는 유

형(이하 ‘복도 심형’으로 칭함)과 식당 는 부엌을 통해 

각 단 공간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 심형’으로 칭

함)이 찰된다.(표4 참조)

후자인 <식당 심형>은 부엌을 경유해서 캉으로 출입

하는 1∼2실형(이하 ‘원 형’으로 칭함)과, 부엌을 앙에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 공간을 출입하게끔 하

는 유형(이하 ‘식당 심형-A’으로 칭함), 평면의 한쪽에 

치우치게 부엌을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 공간

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 심형-B’로 칭함), 식당을 

* 원 형(1실형 주거) : 張馭寰, 吉林民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5에서 인용

4) 허성걸외 2인, 게서

평면 앙 면에 부엌과 분리하여 치시켜 각 단 공간

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 심형-C’로 칭함)이 있다.

먼  <복도 심형>의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

엌’으로 구성되며, 복도를 심으로 좌우에 동옥(부모)과 

서옥(자녀)이 있다. 동옥이나 서옥 뒤쪽에 장 공간 는 

부엌이 있어, 동옥의 난방은 부엌에서, 서옥의 난방은 

장 공간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 심형-A>평면은 부엌 좌우에 내옥(동옥, 서옥)

을 배치한 한족주택의 기본 인 평면형식이다. 부엌에 주

출입구를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 공간에 출입

하게 한다. 이 부엌에서는 취사와 식사, 가족단란이 이루

어진다. 식사는 부엌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그 주 에 가

족이 둘러앉아 하는 기거양식(이하 “입식형태”로 칭함)으

로, 평시에는 각자의 방에서 개인생활을 하다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

유형명 조사 사례     

복도 심형

   
태평

        
남도

식당 심형

원 형(1실형)*

원 형

(상남 ,2실형)
          

A형

( 암 )

   
B형(룡호 )

        
 C형(도로 )

  

도면에서의 선 부분은 캉을 의미함, *은 문헌 인용 

Table 4. The plan type of houses of the Han Chinese

2.2 1970년  이

(1)평면유형

사합원은 한족 주거의 형 인 주택이지만 연변의 농

지역에서는 보기 어렵다. 한족의 동북지역으로의 이주는 

청나라 엽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분 산동성(山東省), 산

서성(山西省)에서 이주하여 왔다. 사합원은 보통 3∼4

(자녀+부모+조부모 는 증조부모)가 함께 기거하는 주거

형태인데 반해,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이주민은 1 ∼

2 (자녀+부모) 만이 이주해 옴으로 인해 연변지역의 한

족 주거는 부분 본채와 부속채로만 구성되었다.

국 지 실측조사를 통해 확보한 1970년 이  건축된 

주택평면은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평면을 발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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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해 보면, 이주 기(1960년  이 ) 연변지

역 주거는 길림민거5)에서 보고한 <1실형’ 주거>(원 형, 

표4 참조)에서 <2실형> 주거로, 더 나아가 <식당 심형

-A형>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2)기거양식

가. 출입형식

기 한족 농 주택의 출입구는 1개로, 주택내로의 모

든 출입은 앙에 배치되어 있는 부엌을 경유 하게끔 되

어 있다. (그림 1 참조)

출입형식 취침공간

Figure 1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before 1970s

  

  나. 취침  식사

한족의 농 주택은 동옥, 서옥,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이 많고, 침실 개수는 평면유형에 따라 다르나, 보통 

2∼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가 가장 많이 찰된다. 한족은 

‘장유유서’ 사상을 바탕으로 가족 내 계가 높은 부부가 

동옥에서 취침하고 계가 낮은 자녀들이 ‘서옥’에서 취침

한다. 그리고 식사는 부엌에서 높은 식탁 주 에 둘러 의

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입식형태이다.(그림 1 참조)

유형명 조사 사례

식당 심형 B

 (룡호 )

식당 심형 C

1(상남 )
       

2(도로 )
  

복도 심형

1(부흥 )
     

2(룡해 )

Table 5. The plan type of houses from 1980s to 1990s

2.3 1980년 ∼1990년   

  (1)평면유형 

이 시기에 속하는 국 지 실측조사 자료는 총 5건으

로, <식당 심형-B, C>가 3건, <복도 심형>  2건의 주

택이 찰된다.(표 5 참조)

5) 張馭寰, 게서

먼  <식당 심형-B>는 부엌, 서옥, 동옥 순으로 부엌

은 한쪽에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는 평면으로, 각 실로의 

출입은 부엌을 경유하여 토방을 거쳐 캉으로 진입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한족이 조선족 농 주택을 이주

하여 개조한 것으로, 평면구조는 정지를 심으로 좌우에 

부엌과 방을 배치하는 조선족 주택과 유사하나, 부엌과 실

을 벽으로 구획하고 면에 토방의 통로를 설치하여 캉으

로 진입시킨다는 에서는 상이하다. 

<식당 심형-C-1>은 부엌, 캉, 동옥으로 구성되어, 부

엌을 경유하여 각 실로 출입하고 있다. 이평면은 부모와 

자녀의 개인생활을 분리하기 해 나 에 개조한 것으로, 

2실형 주거(표3 참조)의 부엌 북쪽이 자녀공간으로 바닥을 

온통구들( 면온돌)로 만들었다고 한다. 재는 자녀가 분

가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일시  방문 시에

는 취침과 식사 등을 ‘동옥’의 부모와 함께 한다. 개조 이

 2실형 주거에서는 ‘부엌’에서 취사와 식사 했었으나, 

‘동옥’을 온통구들( 면온돌)로 개조하면서 식당을 만들었

으나, 아직 온통구들( 면온돌) 에 밥상을 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다리를 꼬아 앉아서 식사하는 기거양식(이

하 “좌식형태”로 칭함)을 보여주고 있다.

<식당 심형-C-2>은 식당, 동옥, 창고, 부엌으로 이루

어졌다. ‘식당’으로 주택 출입을 하며 ‘식당’의 동쪽에는 

‘동옥’이 배치되어 있고, ‘동옥’의 북쪽에는 부엌, ‘식당’의 

북쪽에는 창고가 배치되어있다. 

이 형식의 주택내로의 출입은 식당을 경유하여 이루어

지나, 하나의 내옥(동옥)만 있다. 이 집에는 2인만 거주자

하기 때문에 내옥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며 내옥의 캉

(쪽 구들)에서 입식 생활을 한다. 

기의 ‘원 형’ 주택에서는 취사와 식사, 객, 난방 등

의 모든 생활행 가 ‘부엌’에서 이루어져 왔다. 차 주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식당’과 ‘부엌’을 분리 구획하여, 취사

와 난방은 ‘부엌’에서, 식사와 객은 ‘식당’에서 이루어지

는 평면으로 변해 왔다. 이 같은 평면의 변화는 한족 음식

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비산, 냄새와 연기를 차

단하기 함으로, 부엌을 앙복도 끝에 치시켜 격리하

는 것 한 부엌 독립성을 확보하기 한 방책으로 생각

된다.

<복도 심형-1>은 복도를 심으로 좌우에 내옥을  배

치하고, 내옥은 복도에 면한 문을 통해 출입한다. 이 주택

은 기단 에 복도와 부엌 바닥을 같은 높이로 마감하고, 

사람이 걸 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내옥 바닥을 

복도 바닥보다 높게 마감되어 있다. 그리고 서옥바닥은 온

통구들( 면온돌)로 마감하고 있다.  ‘창고’ 2개는 ‘부엌’의 

동쪽에 일자로 배치되어 있다. 가족 수가 많은 가구가 거

주하는 형태이지만 가족 수가 어들면서 재(2015)는 폐

가되거나, ‘동옥’을 온통구들( 면온돌)로 개조하고 ‘서옥’

과 ‘소옥’을 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을 장하는 창

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내로의 출입은 복도를 통

하며, 부모는 ‘동옥’, 자녀들은 ‘서옥’, ‘소옥’에서 거주한다. 

주택 내에서는 부분 입식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옥’에

서만은 좌식형태의 기거양식을 취한다. 식사와 취사는 부

엌에서 이루어지며 입식식탁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내옥이 하나밖에 안 되는 주택이 많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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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는데 이는 1978년 실시된 개 개방의 향으로 자유

시장이 개척되면서 많은 은 층들이 농 에서 도시로 이

주하고 1978년부터 실시한 1가구 1자녀라는 계획생육 정

책에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기거양식 

가. 출입

이 시기의 한족농 주거에서 출입구는 1∼2개로 평면유

형에 따라 다르다. 식당 심형의 주택에서는 2개의 출입문

이 있다. 식당에 있는 것이 주출입구이고 부엌 쪽에 있는 

것이 부출입구로, 부출입구는 부엌에서 음식물쓰 기를 버

릴 때 방으로 냄새가 흘러들어가는 걸 방지한다. 복도 심

형의 주택에서는 복도에 출입구가 있고, 복도를 통해 각 

기능 공간을 연결된다. 이는 부엌에서 취사 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차단하여 주고 추운 동북의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다. 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부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림2 참조)

나.취침

한족 농 주택에서 침실은 동옥, 서옥, 소옥으로, 침실 

개수는 평면유형에 따라 1∼3개로 다르다. 1개의 침실을 

가진 것은 <식당 심형-C>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는 복도 심형에서 찰되는데 침실 

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의 가족 수와  

계되는 것으로 2인 가족이 비교  많고, 부분 자녀는 

외지에서 일 는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그림3 참조)

출입형식 취침 공간

Figure 2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from 1980s to 1990s
  

  다.식사

한족 농 주거에서의 식사 공간은 식당 는 부엌이나, 

부엌이 식사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교  많다. 가족 

수가 많을 때 내옥의 캉에 다리를 걸터앉아 간단히 식사

하는 경우도 보인다.(그림4 참조)

Figure 3 Dining and cooking spaces  from 1980s to 1990s

2.4. 2000년 이후

(1) 평면유형

이 시기 지 실측자료는 총 10건으로 <표 6>과 같이 

<복도 심형>이 7건, <식당 심형-C>가 2건, <식당 심

형-A>가 1건으로, 비교  <복도 심형>이 많이 찰된

다.(표3 참조)

먼  <식당 심형-B> 평면은 창고, 정지, 부엌, 침실 

순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각 실로의 출입은 부엌을 경유하

게끔 구성되어 있다. 정주간을 심으로 좌우에 부엌과 방

을 배치하는 조선족 주택평면과 공간배치가 유사한 반면, 

부엌과 실을 벽으로 구획하고 면에 토방의 통로를 설치

하여 캉으로 진입시킨다는 에서는 상이하다.  

표6의 <식당 심형-C-1> 평면은 식당, 동옥, 서옥, 2개

의 부엌으로 이루어졌다. 동‧서옥의 북쪽에 각각 하나의 

부엌을 가지고 있는데 면담조사에 의하면 이런 평면은 가

족 수가 으므로 ‘동옥’은 주인이 거주하고 ‘서옥’은 세를 

주기 해서 라고 하는데, 실측조사 당시 ‘서옥’에는 사람

이 거주하지 않고 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형명 조사사례

식당 심형B

(북도 ) 

식당 심형C

1 (태평 )
      

2 (부흥 )

복도 심형

1(상남 )
      

2( 암 )
  

3(태평 )
      

4(룡호 )

 
5(서성 )

      
6(남도 )

  

 
7(고성 )

None Scale, 도면의 선은 캉임, * 문헌인용 

Table 6. The plan of houses after 2000

  

표6의 <복도 심형-1>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

엌’, ‘ 장 공간’으로 이루어져, 복도를 심으로 양쪽에 내

옥(동옥-부모, 서옥-자녀)이 치하고, 내옥 뒤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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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공간과 부엌이 있다. 이 부엌에서는 ‘동옥’의 난방을, 

장 공간 의 아궁이에서는 서옥의 난방을 한다. 주택내로

의 출입은 식당을 경유하며, 식사는 ‘동옥’에서 주로 하는

데 캉의 면 이 넓어짐에 따라 캉 에 쪽상(좌식상)을 놓

고 식사하는 좌식형태나, 띠실(토방)의 입식식탁에서 식사

하는 입식형태를 혼용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단란은 부

분 ‘동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찰된다. 

표6의 <복도 심형-2>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엌, 

소( )옥, 거실, 2개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거

실’을 심으로 양쪽에 복도가 있고, 복도의 좌우로 ‘동옥’

과 ‘서옥’이 있다. 캉과 거실의 뒤쪽에는 ‘소옥’이, ‘동옥’ 

뒤쪽에는 부엌이 치한다. 거실과 소옥의 사이에는 2개의 

장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동옥’과 ‘서옥’은 온통구들(

면온돌)(캉)로 되어 있는데 ‘소옥’에는 당(띠, 地)가 남아 

있다. ‘동옥’의 난방은 부엌에서, 서옥의 난방은 소옥 당

(띠, 地)의 아궁이에서 한다. 이평면은 자녀의 분가, 임  

세  등 두 세 가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함께 거

주할 수 있게 배려된 설계이다. 

<복도 심형>평면에서의 부엌은 북측 복도 끝, 즉 내

옥(서옥 는 동옥) 뒤쪽에 치한다. 이는 한족 음식은 

주로 기름으로 볶는 것으로, 조리 과정에서 냄새나 연기가 

많이 발생함으로 부엌을 격리 구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지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각 단 공간

을 후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1970년 이 , 1980～90년 , 2000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한족 농 주택의 평면변화를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은 것이 찰된다.   

첫째 주택의 ‘내옥’(동옥 는 서옥)의 1/3정도 캉(炕, 

쪽구들)이고 2/3 정도가 토방(띠, 地)으로 구성된 평면에

서, 침실(室)바닥 체가 온돌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복도

심형-8의 서옥 참조) 이와 같은 실(室) 바닥의 면 온

돌화는 방열면 을 증가시켜 국동북지역의 추운겨울을 

더 따듯하게 지내기 한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취사와 난방 행 이외 부분 생활이 ‘동옥’을 

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동옥’ 주변의 장 공간 는 

소옥을 ‘동옥’으로 편입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평면구조는 부엌을 심으로 좌우에 내옥(동옥, 서

옥)을 배치하던 것에서, 식당을 심으로 한 <식당 심

형>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복도를 통해 각 단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 심형>으로 변해 온 경향이 있다.

(2) 기거양식

가. 출입방식

이 시기의 한족 농 주거의 출입구는 1∼2개로 평면유

형에 따라 다르다. 즉 <식당 심형> 평면 주택에는 주출

입구(식당)와 부출입구(부엌)가 있어, 부출입구는 음식물 

쓰 기  난방연료의 반출 반입, 환기 채  등으로 이용

된다. 그리고 <복도 심형>평면 주택에서는 복도에 설치

된 주출입구 1개만 있다(그림 4 참조) 

나.취침

이 시기 한족농 주택의 침실은 동옥과 서옥으로 구성

되며, 평면유형에 따라 침실은 1∼3개로 다르다. 침실이 1

개만 있는 것은 <식당 심형>에서 찰되고, <복도 심

형>에서는 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가 있다. 3개 침실의 

주택에는 2인의 가족만이 거주하고 하나의 침실이 비어있

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들이 외지에서 일을 하거나 공

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4참조)

다. 식사와 취사

한족 농 주택에서는 일반 으로 토방인 부엌의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입식이다. 이것이 차 부엌에서 ‘식

당’ 는 ‘동옥’으로 식사장소가 이동되고, 좌식과 입식형

태를 혼용하는 것으로 변한다. 즉 <식당 심형> 주택에서

는 식사장소를 부엌에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입식형태로 

식사한다. 그러나 <복도 심형> 주택에서는 부엌을 축소

하고 ‘내옥’(동옥)의 캉을 확 하여, 이를 식사장소로 한다. 

이 유형에서의 식사는 캉  좌식밥상에 둘러앉는 좌식형

태가 많다. 

출입형식 취침 공간

Figure 4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of rural houses 

after 2000

3. 조선족과 한족의 농 주택의 변화 비교

3.1 주택평면

먼  선행연구6)에서 발표한 조선족 농 주택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년 평면 평면변화의 특징

～1960년  

이

-외통과 양통 유형의 평면
-정지를 심으로 한 평면구조
-정지에 인 한 <외양간>있음.
-<남녀유별>, <장유유서>에 따른 
사용 공간의 구획 분리.

1960～

1970년

(인민공사화)

-외통과 양통 유형의 평면 지속

-정지에 인 한 <외양간>이 소멸

됨과 동시에 큰 창고로 개조됨.

1980～
1990년
(문화 명
, 계획생육, 
개 개방)

-실 폭이 넓은 외통 유형의 평면

-실내 공간은 상호간 개방 인 

<통간형 평면>으로 발

2000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 건설)

-통간  양통 유형의 평면

-통간형 평면을 유지하며 주택내로 

<욕실, 화장실>이 도입됨

Table 7. Change of the plan of houses of the Korean-Chinese  

  

6) 허성걸외 2인,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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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  조선족 주택 평면은 정지를 심으로 

<남녀유별>, <장유유서>라는 원칙에 따라 공간을 구분 

배치하고, 부엌과 일체화된 정지에 인 해서 창고와 외양

간을 치시키는 것이었다.  

1960년  들어 인민공사화라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개

인소유 가축이 마을 공동축사로 이동되어 주택내부의 외

양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문화 명, 개 개방, 남녀평등 

사상의 일반화, 가족 수의 감소 등으로 주거 공간이 상호

간 가변 이며 개방 인 평면(이하 ‘통간(通間)형’으로 칭

함)으로 변한다. 그리고 2000년 에는 사회주의 신 농 건

설운동으로 옥외 화장실이 실내 공간으로 편입되는 등의 

변화가 조선족 주택평면에서 찰된다.

  

년 평면 평면변화의 특징

1970년
이

(인민공사화)

-부엌을 심으로 좌우에 동, 서옥 

배치,부엌을 경유한 실내로의 출입

-장유유서를 기본으로 주거 공간의 

구분 사용(부모-동옥, 자녀-서옥)

-캉(쪽구들) 사용

1980～
1990년
(문화 명
, 계획생육, 
개 개방)

-복도를 심으로 주거기능을 연결

하는 평면과, 면에 식당 는 부

엌을 배치하는 평면 출

-부엌과 식당을 분리하는 평면

-캉(쪽구들) 사용 지속됨.

2000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 건설)

-캉 면 의 확  는 침실의 온통

구들( 면온돌)화가 찰됨.

-복도형 평면이 주류로 건축됨.

Table 8. Change of the plan of houses of the Han Chinese

  

다음으로 한족 농 주택 평면변화의 특성은 의 표8과 

같다. 

1970년 까지 한족 농 주택 평면은 남녀 간의 공간분

리가 명확하지 않고, <장유유서>라는 습에 따라 부엌을 

심으로 좌우에 침실을 분리 배치하는 것이 특징 으로 

다른 큰 변화는 찰되지 않는다.(표 8 참조)

1980～1990년 에는 주거 실내 환경의 쾌 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 하는 <식당 심형>과 <복도 심형>(이하 

‘개실(個室)형’으로 칭함)평면이 등장한다. 이  <식당 심

형-B>평면은 한족이 이주하여 조선족 주택을 개조한 것

이다. 그리고 2000년  건설된 주택 10건  2건의 침실 

바닥이 온통구들( 면온돌)로 바 는 등의 부분 인 변화 

이외의 큰 변화는 찰되지 않는다.(표6 참조)  

마지막으로 조선족과 한족 농 주택의 변화과정을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보인다. 

70년  이  한족 주택의 평면에는 변화가 없고, 조선

족 주택 평면에서는 외양간 소멸이라는 부분 인 변화가 

찰되나, 1980～1990년 에는 서로 다른 상이 이 찰된

다. 즉 조선족 주택은 정지를 심으로 모든 공간을 통합

한 통간(通間)형 평면으로 변하는 반면, 한족주택에서는 

주거의 쾌 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 하기 한 개실(個

室)형 평면이 등장하고, 2000년 이후에는 일부 한족 농

주택 침실 바닥 체가 온통구들( 면온돌)로 바 는 경향

이 찰된다.(표6 참조) 

3.2 기거양식

(1). 출입방식

먼  조선족 주택의 경우, 1∼7개의 출입구가 남녀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풍습은 인민공사화, 

문화 명 때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 개방기

(1980∼90년 ) 이후, 남녀 평등사상의 일반화, 가족 수의 

감소로 인해 주택내의 방과 방, 방과 정지가 통합되어 주

택 실내가 하나의 큰 공간으로 변한다. 이로 인해 남녀구

분이 없어지고 출입문 개수가 어든다. 반면 한족 통주

택의 주출입구는 부엌에 1개만 있었으나, 개 개방 이후 

<복도 심형> 평면의 경우에는 1개, <식당 심형> 평면

의 경우에는 2개의 출입구가 설치된다. 

과거 재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출

입

-1∼7 개
-남:웃방,한웃방문
-여,어린이
  :정지문,고방문,
한웃고방문

-남녀노소 유별

-부엌문 1개
-정지문 1 개
-남녀노소 공용
-출입문수 감소 

-1∼2개
-주출입구(복도,
식당)
-부출입구(부엌)
-남녀노소 공용
-출입문수 증가

취

침

-남:웃방, 한웃방
-여,어린이
  :정지,고방,한웃
고방

-온통구들( 면온
돌)  이불

-부부:동옥
-자녀
  :서옥,소옥, 옥
-캉(쪽구들)  이
불

-정지(온통구들
( 면온돌)   
이불) 
-방 : 입식(침 )

-부부:동옥
-자녀:서옥
-온통구들( 면온
돌) 는 캉  
이불

식

사

-남:웃방, 한웃방
-여, 어린이 
  : 정지, 부스깨
-좌식(쪽상)

-부엌
-입식(의자, 탁자)

-정지, 부스깨
-좌식(쪽상)
-남녀 구분 소멸

-동옥, 식당
-동옥: 좌식(쪽상)
-식당: 입식
-좌입식 혼용

취

사
-부스깨
-좌식

-부엌
-입식

-정지
-좌입식 혼용
-취사공간 확장

-부엌
-입식

단

란
-온돌방, 정지 부엌 정지 식당 는 동옥

Table 9. Comparison table of change of residence style of 

the Han 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2)취침 공간 변화

조선족 농 주택에서는 남녀로 분리된 공간에서 온통구

들( 면온돌) 에 이불을 펴고 자는 것이 일반 이었으

나, 핵가족화, 남녀평등 사상의 일반화와 함께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질서가 없어져 가며, 침실에 침 를 도입하는 경

향도 찰된다. 그리고 한족의 경우, 장유유서라는 가족

계에 따라 분리된 침실(동옥, 서옥)의 캉(쪽구들) 에 이불

을 펴고 자는 습속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3)식사  취사 공간의 변화

조선족 통주거에서 남성은 웃방(윗방) 는 한웃방에 

별도의 밥상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정지나 부스깨에 

차린 쪽상에서 식사하는 등 남녀노소간의 식사공간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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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 개방 이후 정지주변의 

모든 방들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통합되어, 정지에 모든 

가족이 모여 쪽상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취사는 부스깨(아궁이)의 가마솥 에 앉아서 하는 것이 

통 이었으나, 개 개방 이후 싱크 , 냉장고, 기밥솥 

등 입식설비 도입, 취사도구 증가로 인해 취사공간이 확장

되고 좌식과 입식취사를 겸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족의 경우, 식사는 가족이 부엌의 탁자에 모

여 앉아 식사하는 입식형태가 통 으로, 이 풍습은 <식

당 심형> 평면 주택이 등장되어도 지속된다. 그러나 <복

도 심형> 평면 주택으로 변하면서 입식형태와 함께, ‘내

옥’ 바닥이 온통구들( 면온돌)로 변한 주택에서는 온돌 

바닥 에 쪽상을 사용하는 좌식과 입식형태를 혼용하는 

기거양식도 찰된다.

(4). 단란 공간의 변화

조선족 통 농 주택에서의 가족 단란은 남녀로 구분

된 단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개 개방이후 주택실내

가 방과 정지사이의 칸막이가 없어진 하나의 큰 공간으로 

변해, 이곳(정지)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모든 가족의 단

란장소로 된다. 반면 한족의 경우, 통주택에서는 토방인 

부엌에서 식사하는 과정에 가족단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

리고 개 개방이후 한족 농 주택이 개실(個室)형 평면으

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란은 식사 시간에 식사 공

간(식당, 부엌, 동옥)에서 행하는 통  습속이 지속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 지조사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

고 있는 조선족과 한족 주거를 상으로 상호 비교 검토

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주거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

과 상이 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먼  한족 농 주택 평면과 기거양식 변화의 특성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내옥(동옥, 서옥) 면 의 약 1/3정도만이 캉

(炕,쪽구들)이고 나머지는 토방(띠,地)이 던 것이 일부 실

(室)의 바닥 체가 온돌로 진행되는 경향이 찰된다. 

둘째 가족생활의 심공간이 부엌(식당) 심에서 ‘동

옥’ 심으로 변함과 동시에 ‘동옥’ 주변의 장 공간과 소

옥이 ‘동옥’으로 편입 되어 확장되는 경향이 찰된다.

셋째 평면구성은 부엌을 심으로 좌우에 내옥(동옥 

는 서옥)을 배치하는 것에서 식당을 심으로 한 것으로, 

더 나아가 복도를 통해 각 주거기능 공간을 연결하는 개

실(個室)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찰된다.  

넷째 쪽구들(캉)이 온통구들화 됨과 동시에 그 에서 

쪽상을 사용하는 좌식형태의 식사도 찰된다.

다음으로 한족 주거와 조선족 주거와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 과 상이 이 찰된다.   

70년 까지 한족 농 주택의 평면 변화는 없으나, 조선

족 주택에서는 외양간이 소멸된다. 1980～1990년  한족주

택에서는 주거의 쾌 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 하기 

해 복도로 각 실을 속하는 개실(個室)형 평면이 등장하

는 반면, 조선족 주택은 정지를 심으로 한 통간(通間)형

으로 변한다는 서로 다른 변화과정이 보인다. 그리고 2000

년 이후 한족 주택의 일부 침실은 바닥 체가 온통구들

( 면온돌)로 되며, 조선족과 한족 모두 주택 내에서 좌식

과 입식을 겸용하는 기거양식으로의 변화가 찰된다. 

앞선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족 주택은 농업생산 

심 인 국정부정책에 많이 향을 받은 반면, 업종사

자로 연변지역에 이주한 한족 주거는 생존에 필요한 공간

이외의 부속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가설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을 해서는 국연변지역 한

족의 사회인구 통계  요소의 변화와의 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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