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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tecture is the historical record of a society. Residential culture is one of the cultures, and includes all the

living and customs of people living in the current society. In particular, the Native residence has the research

value of changing the living culture because it contains the lives of farmers. The residential culture of the

Korean-chinese people contains the poor, agricultural, and immigrant life that began as a livelihood. Therefore,

residential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chinese culture. However, due to population movement and

urbanization, the deepening and aging of the rural community caused the destruction of the residential culture,

and the residentials that had been vacant for many years were destroyed, and a large number of risky residential

reconstructions are underway. At the point of progress from a voluntary personal building culture to a public

building culture built by the government, a study on Renovation of dilapidated Building and a more reasonable

residential reform plan is needed. Our housing culture should not only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current

life, but also inherit the housing culture contained i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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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이하 연

변주) 중국조선족1)(中國朝鲜族이하 조선족)의 문화는

*Corresponding Author: kckdrjf@163.com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20AUDP-B128638-04)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한인동포에 대한

호칭으로서 중국어로 cháo-xiǎn-zú(朝鮮族)이라 한다.

한민족문화를 기반으로 중국동북에 이주정착하면서 자

연⋅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이다.

이민시기인 청정부봉금시기. 자유이민시기, 항일전쟁

시기, 해방시기 그리고 신중국 성립이후 사회주의건설

초기, 현대화건설시기, 개혁개방, 한중수교 등 다양한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선족문화를 형성하였다.

조선족문화에서 주거문화는 정착과정에서의 생활사,

이주사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자 유형유산

이다. 사회변혁과 문화접변과정에서 고유하여야 하는

문화이며 조선족정체성 정립에서의 주요 구성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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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최근 외래문화의 유입과 경제의 급진적 성

장으로 조선족문화는 혼탁해지고 있으며 주거문화는

소실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전통도 흐름이지만 급변적인 상황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면서 현황과 정체성을 결부하여 합리적으로 발전하여

야 한다. 최근 신농촌건설（新农村建设）2)”과 향
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3)” 근거하여 아름다운 향

촌건설(美丽乡村建设)”과 위험주거 개조공정(危房改

造)”실행으로 연변지역의 농촌주거는 변화되고 있다.

위험주거 개조공정으로 인한 주거문화의 소실은 향후

주거문화 정체성 정립에 큰 난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위험주거 개조공정”에 관
한 연구로서 3농(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과 주거문화

정체성 계승에서 개조공정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위험주거 개조공정이 주거문화에 대한 영향분석을 연

구의 주요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아름다운 향촌”과 위험주거 개조공정”은 중앙정책
과 지역현황에 근거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

정한 차이가 있다. 비록 중경(重慶), 감숙(甘肅) 등 지

역의 위험주거 개조공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민족과 문화의 차이로 연변지역에 적합한 연구가 필요

하다. 지정학, 행정학에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

구는 있지만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는 적으며 위험주거

개조공정에 관한 연구는 더욱더 부족하다.

신농촌건설과 향촌진흥전략 정책은 3농문제에 대한

주요전략으로 농민들의 생활개선과 농업발전을 주요목

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불균등 문제를

2) 2005년 10월, 당의 16차 5중 전회에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사

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한 과제를 내놓았다. 생산을 발전 , 풍

요한 생활 실현, 문명한 농촌 풍기형성, 깨끗한 농촌 건설, 민주적

관리 실현” 등을 목표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할 것을 명확히 제

기하였으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정하였다.

3) 시진핑(习近平)주석은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이 강대

해지려면 농업이 강대해야 하고 중국이 부를 이루려면 농민이 부를

이루어야 하며 중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농촌이 반드시 아름

다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농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2018년 2월4일 중앙국무원에서 중앙1호 문건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제기하였고 『향촌진

흥전략계획(2018~2022년)』을 발행하였다. 중국은 하나의 인구대국

이자 농업대국으로서 식량 및 농산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촌의 다방면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향촌진흥전
략”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서의 일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향
촌진흥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3농문제를 해결하고 전면적인 소강

사회에 도달하면서 첫번째 100년”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두번째 100년”의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해결하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본 글은 아름다운 향
촌건설(美丽乡村)”과 신농촌건설 초가집 개조공정(泥
草房改造)”, 향촌진흥전략 위험주거 개조공정”으로 진
행된 농촌주거를 주요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선족 이주와 정착과정에

서의 조선족 주거문화 변화에 대해 이해하려 하고 주

거문화의 변화원인에 접근하여 영향요소를 도출하려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조사, 정책분석, 답사와 인터뷰

를 진행하여 위험주거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한족

주거와 조선족주거를 비교하면서 위험주거 개조공정에

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연변주와 조선족문화

19세기 중엽 한반도 북부, 연이은 자연재해로 생활

고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압록강⋅두만강북안으로 이

주하기 시작하였다. 연변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조선족

문화는 하위문화와 저항문화의 집합문화였으며 물질욕

구와 정신욕구에 대한 집념으로 형성된 문화이다.

문화는 소속한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담론적인 개념이며 자연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변화시키거나 창조해낸 산물이다. 문화

에는 정치, 경제, 문학, 예술, 그리고 풍속 등 인간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인간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공

유되고 학습된다. 즉 문화는 해당 사회의 생활양식이

자 상징체계이기도 하며 사회의 질서와 규범가치에 순

응하기도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접촉하고 융

합되면서 문화교류가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다. 즉 조선족문화는 문화융합과 접변과정에서 창출된

조선족만의 독자적인 문화이다.

2-1.지리, 경제와 조선족문화

연변주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최대 집거지이자 조선

족 최고의 자치행정단위이며 길림성의 동쪽에 위치하

였다. 특히 두만강유역은 중북러 3국 접경지역으로서

황금삼각주(Golden Triangle)이다. 뿐만 아니라 연변은

아시아-유럽 동서문화의 교차점, 한반도⋅일본 등 해

양문명과 중국⋅러시아의 대륙문명이 만나는 교차점이

다. 그리고 유라시아대륙의 TKR, TSR, TCR, TMR의

기점이기도 하다.

두만강벨트와 장길도(長吉圖)계획은 이러한 지리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추진한 경제발전전략이기에 지역발

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연변주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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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바나나도시벨트 베세토벨트5) 장길도계획6)

두만강 벨트7) 연변지역 경제권 길림성 경제루트

표 1. 건축문화와 도시벨트

도시”를 도시발전의 주요테마로 자연지리자원4)과 음식

문화, 무형문화 등 관광자원 개발, 전통마을의 보존과

조선족민속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량의 외래문화 유입과 인구유동이 있는 것은 자연스

러운 것이다.

2-2.인구유동과 조선족문화

동북아 경제벨트에 의한 연변지역 발전잠재력으로

타지역 투자자와 상인들은 유입되었지만 연변지역 젊

은 세대들의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 진출과 중년

세대들의 한국, 일본 등 해외 노무수출로 조선족의 인

구유출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족문화와 민족공

동체의 붕괴를 가속하였다.

제6차 인구조사8)에 근거하면 조선족 인구수는 186

만명으로 제5차 조사결과 196만명보다 10여만명이 감

4) 광산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그리고 백두산(白頭山), 육정산문

화관광구(六鼎山文化旅游区), 만천성국가삼림공원(满天星国家森林公

园), 두만강국가삼림공원(图们江源国家森林公园), 방천풍경명승구(防

川风景名胜区).

5) 베세토 벨트란 베이징, 서울, 도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연결축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수도를 하나의 경

제단위로 묶는 초국경 경제권역으로 21세기에는 NAFTA, EU와 함

께 세계경제질서를 삼분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을 목

표로 한다. 중∙한∙일 3국의 수도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는 국경

을 초월한 경제권역으로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

체가 탄생하게 된다. 즉 북미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경

제질서를 3분하게 된다. BESETO”는 베이징(Beijing)의 BE, 서울

(Seoul)의 SE, 도쿄(Tokyo)의 TO를 딴 것이다.

주수길, 「도시 벨트의 구축을 통한 문화교류 - 두만강지역의 문화

교류와 도시개발」, 제6회 두만강문화포럼, 2015.

6) 장길도 개발계획 대상지역은 장춘시와 길림시 일부지역과 연변

조서족자치주 등 7만3000㎢, 길림성 면적의 약 39% 차지한다, 개발

구도로는 훈춘을 개발창구로 연길-룡정-도문을 최전방으로 하고 장

춘-길림-연길을 둥북 후배지로 개발하는 것이며 중점사업으로는 국

제자유무역지대의 건설, 국제내륙항구의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의

건설, 현대 물류지역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두만강 벨트는 두만강유역의 중국과 조선의 도시를 하나의 경제

혹은 문화적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숭선-덕화–삼합–개산툰

–월정-량수-온성–밀강–권하-경신-방천 도시벨트를 조성한다.

8)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年第六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

公报」, 2011.04

소하였다. 빅데이터에 근거하면 제7차(2020.12) 인구조

사에는 170여만으로 예측된다. 인구구조 변화추세에

따르면 2060년 조선족의 인구는 100만명 이하로 될 것

이다. 그러므로 40년후 문화동화현상이 심각할 것이며

조선족문화는 소실 될 가능성도 있다.

연변주 지역자치 행정단위의 유지와 민족공동체의

유지는 조선족문화의 계승에 있어서 정책적 보루이다.

특히 조선족문화는 빈민문화와 저항문화, 농촌사회문

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의 계승에 있어

서 공동체생활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유출은 공동체 붕괴와 지역자치

행정권의 실권(失權), 행정⋅교육⋅문학 등 다방면으로

민족문화 소실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

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공심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즉 수입제고와 생활개선

을 위한 농촌인구유동은 농촌사회 공심화와 노령화 그

리고 문화소실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주거

훼손속도의 가중과 농촌학교 폐교현상에서 검증할 수

있다.

2-3.연변지역 농촌의 주거현황

연변지역은 단일적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가

지고 있다. 이민민족으로서 다양한 원적구성이면서 여

러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하나의 민족공동체이

다. 이주시기 다양한 신분과 목적 그리고 사회환경에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주거의

다양성으로 검증 할 수 있다.

연변지역 대부분 사람들은 함경도식 팔칸집<표-2>

을 조선족 전통주거로 인식하고 있다. 연변지역의 주

거현황을 통계하면 지붕재료로 슬레이트(彩钢瓦)집, 초

가집, 기와집, 너와집 등으로 나누며 조선족주거의 지

붕형태는 대부분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이지만 한족주

거는 맞배지붕이다. 가구형식으로는 평사랑가 대량식

구조, 귀틀식구조, 조적조구조, RC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변지역 농촌에 다양한 주거가 공존하는 것은 농민

들의 자연⋅사회환경에 적응차이와 원적문화의 차이

그리고 일제의 침해로 인한 경제기초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호적(戶籍)에

는 빈농으로 되어 있다. 이주초기 지주에 기숙하거나

소작농으로 생활하였으며 개인소유의 토지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일제의 침해9)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9) 일본의 연변지역에 머무른 조선인에 대한 침해에서 가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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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거사진1 주거사진2

이민시기

(1920~1940연대)

출처:『亚东印画辑』

일제침략시기

(1920~1940연대)

출처:장고봉사건

역사기념관

건축초기

사회불안정시기

(1950~1970연대)

사회안정시기

(1990~2000연대)

신농촌건설

(2010연대)

향촌진흥전략

(2010연대)

함경도식 주거

출처:『연변조서

족자치주』

너와집

출처:『연변조서

족자치주』

초가

출처:『렌즈와

더불어 38년』

표 2. 연변지역 조선족 주거의 유형

빈농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건국 후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은 개인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자작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건설초기 사유자산의

적인 것은 경신대토벌이다.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에서 참패한 일

본군은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인 침해 목적으로 경신대토벌

(1920년 경신참변) 을 벌였다. 8개월간 일본군은 민간인에 대한 침

해는 1만여명이 죽고 민가 2500여채, 학교 30여채가 불타버렸다.

불인증과 공유화로 농업경제는 침체단계였고 빈농이

대다수였다. 주거는 대부분 간이주거 또는 초가흙벽집,

일부 벽돌집이었다. 또한 이시기 농업합작화10)로 벽돌

공장, 정미소 등 공공건축물이 건축되었고 건축재료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흙벽집에서 벽돌집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인증되고 농업경제

의 구도가 전환되면서 농민들의 수입이 증가되고 흙벽

집에서 벽돌집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시기

가가호호의 경제여건에 따라 주거를 개조⋅신축하면서

주거형태는 다양하게 되었다. 그 후 안정적인 발전추

세는 지속되었고 2000년대 이농현상이 가속되면서 농

촌주거의 훼손도 가속되었고 일부 폐가로 전락되었다.

정부는 신농촌건설 등 정책 추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붕 개조공정과 초가집 개조공정을 진행하여 주거환

경을 개선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향촌진흥전략 방침

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목적으

로 공동체생활을 조직하고 편이지역주거이축(易地扶贫

搬迁)11)을 추진하였다. 신축주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표준모델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농촌의 주거는 단

일한 형태로 변화되는 경향이다.

주거문화 변화요소는 불변요소와 가변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붕형태와 평면구성, 입면

구성, 평면크기, 난방방식 등은 불변요소이지만 창호,

지붕구조, 재료, 설비, 도구 등은 사회⋅경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정책과 경제는 주거문화 변

화의 주요 영향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는

환경에 적응하고 농민들의 생활수요와 욕구를 충족하

면서 변화되어 왔다.

3. 위험주거 개조 관련 정책

조선족 농촌에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었지만 일부

주거형태는 소실되었다. 또한 최근 향촌진흥전략으로

대량건축으로 주거들은 단일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

10) 中国人民共和国国史网：http://www.hprc.org.cn/

农业合作化是在中国共产党领导下，通过各种互助合作的形式，把以生

产资料私有制为基础的个体农业经济，改造为以生产资料公有制为基础

的农业合作经济的过程。(요약: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면서 농

업합작하는 것.)

11) 易地扶贫搬迁:生活在缺乏生存条件地区的贫困人口搬迁安置到其他

地区，并通过改善安置区的生产生活条件、调整经济结构和拓展增收渠

道，帮助搬迁人口逐步脱贫致富。

(요약: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산지역 농민들의 이사를 도움으로서 주

거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복지정책이며 빈곤복지 혜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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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 두도진 룡문촌 연길시 소영진 신농촌 연길시 삼도만진 중심촌 화룡시 두도진 룡문촌

연길시 동불사

출처: cy哲

석정 룡하촌

출처: 조해빈 sina블로그

룡정시 개산툰진

출처: 강 용

왕청현 배초구진

출처: 윤희상

표 3. 연변지역 위험주거 사례

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민들의 일상생활환경은 제고

되었으나 개조공정으로 주거문화는 소실되고 있다. 주

요원인은 노인이 홀로 생활하면서 주거의 유지관리가

안되고 부재훼손으로 주거는 붕괴위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거는 다년간 방치되어 폐가로 되었다

<표 3>. 이러한 주거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

원과 주거안전성 검측 등 기술을 지원하고 개조대상

선정과 개조기준에 따라 위험주거 개조공정을 진행하

고 있다.

3-1. 위험주거 개조 정책

위험주거12) 개조공정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하

나로서 최근 농촌주거문화 변화의 주요원인이다. 중앙

정부에서 제안한 빈곤복지 관련 두가지 안심, 세가

지 보장13)(两不愁,三保障)”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빈

곤농민(貧困戶)의 주거안전보장과 농민들의 생활개선,

도시와 농촌 불균등문제 해결 등 목표로 향촌진흥전략

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개조공정의 정책배경이다.

개조공정에서 안전성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자 목표이다14). 정부에서는 농민 자발적으로 경제능력

12)危房改造应执行“三最两就”原则，即“三最”，优先帮助住房最危险、

经济最贫困农户，解决最基本的住房安全问题；“两就”，采取就地、就

近重建翻建的改造方式。

(요약: 위험주거 개조는 주거안전성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13)“两不愁三保障”是中国在易地扶贫搬迁中提出的主要目标。“两不愁”

即不愁吃、不愁穿，“三保障”即义务教育、基本医疗、住房安全有保障。

(요약: 3개의 보장: 빈곤복지 관련하여 기초의료시설, 의무교육, 주거

안전의 보장 2가지 안심: 의문화와 식문화의 보장)

14) 사천성 문천대지진 피해로 인하여 농촌지역 지진피해 등 자연

재해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제고에 관한 농촌주거 안전

에 따라 개조하는 것을 권유하지만 자건능력(自建)이

안되는 농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건축(统建15))하며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정을 대행한다. 혹은 농민들

의 동의하에 위험주거를 편이지역에 이축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계획마을에 이사하여 거주하도록 한다.

정부에서 위험주거 개조공정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설계로 인한 건축비용으로 농민들에게 경제부담을 주

어서는 안된다. 응당 성정부, 시(현)정부에서 제안하는

설계방안16)과 지역문화를 결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험주거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행기준은 <표 4> 에 근거한다.

길림성정부 건설청(吉林省住房和城乡建设厅)의 보

고17)에 의하면 2017년 4.8만 빈곤가구에서 위험주거

개조를 완성하였으며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 완성하였

다고 한다. 성정부에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민들에

게 위험주거 개조공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험주
거 검증(鑑定)”결과에 근거하여 위험요소를 유의하도

록 당부하였으며 농민들로 하여금 개조공정에 참여하

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한다.

성 요구를 높였다.

15) 지방정부의 통괄적 건축, 계획마을 상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향촌주거의 단일적인 변화와 옛 주거의 전통적 요소들을 잃을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며 농민들의 자발적인 주거문화의 형성은 소실

된다.

16) 「吉林省危房改造设计推荐按方案」,吉林住房建设厅，吉林建筑大

学建筑于规划学院和吉林城乡规划设计研究院

「吉林省农村居住建筑加固（修缮）技术手册」，吉林城乡规划设计研

究院

17)「 我 省 2 0 1 7 年 农 村 危 房 改 造 任 务 以 全 面 建 成 」 ,

http://jst.jl.gov.cn/czjs/ncwfgzgc/201712/t20171204_3538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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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부문
정책실행조례

보

유

공

개

중국

정부

신농촌건설 ● ●

향촌진흥전략 ● ●

김림

성

정부

吉林省农村危房改造实施方案 ● ●

吉林省农村危房改造脱贫攻坚工作方案 ● ●

关于进一步推进农村危房改造相关工作的通知 ● ●

关于进一步核实农村贫困户危房存量的通知 ● ●

연변

자치

정부

延边州解决农村贫困人口住房安全保障突

出问题实施方案
● ●

关于进一步规范延边州农村危房改造建设

管理的工作方案

附件：农村危房安全鉴定、改造对象申

报、审批程序、档案管理、建设基本要求

（含除险加固）

● ●

연길

지방

정부

延吉市农村危房改造工作实施方案 ● ○

延吉市农村危房改造工作基本要求 ● ○

기타

吉林省农村居住建筑加固（修缮）技术手册 ● ●

吉林省农村居住建筑加固（修缮）验收基本要求 ● ●

吉林省农村贫困户住房安全保障基本技术

要求（实行）
● ●

吉林省危房改造设计推荐按方案 ● ●

표 4. 2018年 길림성 위험주거 관련 정책 조례

개조공정의 주요 선정대상은 빈곤농민과 장애인가정

등18)으로 제한하고 국가에서 제정한 빈곤기준19)의 1.5

배 빈곤농민도 포함시켰다. 담당 행정부문에서 검증결

과와 주거훼손정도를 판단하고 위험주거 등급 <표

5>”에 근거하여 개조방식을 결정한다.

위험주거 개조대상의 선정과정은 농민들의 자원신청

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과정은 신청-평의-심사-인증
허가-공지-공시” 등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향촌-향
진-현시” 소속정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과 인증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선 인증, 후 시공” 방식을 원칙

으로 하며 선 시공, 후 인증”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

하고 완공된 후 감사를 받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정

부에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20)한다.

18) 危房改造重点支持四类对象：贫困户、低保户、农村分散供养特困

人员和贫困残疾人家庭4类重点对象

19) 国务院扶贫办确定的农村贫困人口标准是年人均收入低于2736元

20)「中央财政农村危房改造补助资金管理办法（财社【2016】216

号）」，「吉林省农村危房改造不住资金管理办法（吉财社【2017】

1064号）」

「길림성 농촌주거 안전보장 기술요구(실행)（吉林

省农村贫困户住房安全保障基本技术要求)」에서 주거는

기본안전성능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자연재해 저항

능력을 제고, 그리고 계획농촌과 위험주거는 개조 후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험주거 개조공정은 저비용 개조방식을 원칙으로

농민들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성 기본요구

를 만족하여야 한다. 동시에 「길림성 농촌 위험주거

개조 가이드라인(吉林省农村居住建筑加固（修缮）技术

手册)」에 근거하여 시공하고 「길림성 위험주거 개조

기본요구（吉林省农村居住建筑加固（修缮）验收基本要

求）」에 근거하여 검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등급 개조 내용

A급
원상

유지

구조 안전성과 주거의 정상적 기능 유지,

부재의 부화와 부식 등 훼손 없음.

(结构承载力能满足正常使用要求，未腐朽

危险点，房屋结构安全)

B급
부분

수리

구조 안전성은 기준 이상, 개별부재의 부

식과 부분적 훼손은 있지만 전체 주거의

사용에 큰 영향이 없음.

(结构承载力基本满足正常使用要求，个别

结构构件处于危险状态，但不影响主体结

构，基本满足正常使用要求)

C급 개축

주요 구조부재의 훼손과 국부적으로 위험

요소 존재, 주거의 부분적 기능 상실.

(部分承重结构承载力不能满足正常使用要

求，局部出现险情，构成局部危房)

D급 신축

주거의 주요 구조부재의 붕괴와 주거의

기능 완전히 상실.

(承重结构承载力已不能满足正常使用要

求，房屋整体出现险情，构成整幢危房)

표 5. 위험주거 등급과 개조방식

3-2. 위험주거 개조 가이드라인 

지방정부는 길림성 정부에서 제안한 「길림성 위험

주거 개조 가이드라인(吉林省农村贫困户住房安全保障

基本技术要求（试行）)」, 그리고 지역문화와 민족문화

를 결부하여 위험주거 개조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조례는 총칙, 안전기준, 농촌주거 신

축, 위험주거 개조, 시공과 검수(驗收)로 분류하여 세

부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였다. 위험주거 개조에 관하여

모두 12개 세부조례로 기본요구를 제시, 위험주거 관

하여 11개 조례로 개조를 진행, 시공과 검수에서 건축

재료와 부품의 선택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기본요

구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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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내용에서 「길림성 농촌주거 위험주거 개

조설계추천방안21)(吉林省危房改造设计推荐按方案)」은

농업생산과 농민생활 현황을 고려하고 농민들의 다양

한 수요를 만족, 농촌주거의 안전⋅미관과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위험주거 개조의 시험(試点) 대상으로 길림성 서북

부 국가빈곤복지 중점시행지인 진래현(镇赉县)을 선정

하였다. 진래현은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현시

이며 위험주거 개조공정이래 주거환경은 현저히 개선

되었으며 개조과정에서 농민들의 제안에 따른 초가
의 위험요소 제거와 보강방법 (泥草房危房除险加固模

式)” 은 새로운 개조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개조 전 개조 후

표 6. 길림성 진래현 위험주거 개조 사례 (손영상주거)

농촌주거를 개조하면서 원위치재건(原址重建)과 단

층주거를 원칙으로 하며 주거사용기한은 50년이다.

농촌주거 신축과정에서 대지의 선정은 안전한 지대

에 신중히 선정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외벽공정에서 콘크리트 외벽으로 시공할 때 외

벽두께는 최소 190㎜여야 하고 조적조 외벽은 최소

240㎜이여야 한다. 지붕공정에서 목가구의 접합부에

보강 하여야 하며 가새 등 보강재로 지붕구조의 구조

안정성을 관한 표준시공법을 제안하면서 신축주거의

건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주거 개조에서 위험요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

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검증

받아야 한다. 농민의 요구에 따라 위험주거를 개조하

거나 또는 계획마을과 신축단지에 이사하여 생활할 수

도 있다. 개조하는 경우에는 원부재의 훼손정도에 따

라 전부 교체하거나 부분교체하며 목가구의 접합부를

보강할 때 철물보강 등 방법으로 주거안전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에서 조적조 벽체는 하루에 1500㎜ 높이를 초과

21) 길림성 농촌 위험주거 개조의 질량문제에 관하여 국가와 길림

성의 해당 규정에 따라 길림건축대학 건축계획학원과 길림성도시계

획설계원에서 협업하여 「길림성 농촌위험주거개조설계방안」을 작

성하였으며 필요한 곳에서 참고 사용하도록 한다..

《民用建筑设计统一标准》GB 50352,,建筑设计防火规范gb50016,《住

宅设计规范》(GB50096), 《镇(乡)村建筑抗震技术规程》(JGJ161,农村

建筑节能技术导则

하지 말아야 하고 실외 온도 연속 5℃이하일 경우 혹

은 최저기온이 0℃이하보다 낮은 경우 시공을 멈추어

야 한다. 그리고 시공할 때 전문기술원이 현장에서 지

도하고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주거를 최종 검수하면서 위험주거 개조의 설계방안

과 실제 시공에서 차이 그리고 시공질량과 주거의 안

전성 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 검수방법으로는 현장검

증, 시공자 자문, 시공일지 검수와 일련의 증빙서류,

재료 구매기록 등을 위주로 체크한다.

공사 요구 실제 기타

건축

면적

40㎡

46.26㎡

41.78㎡

50㎡

54.04㎡

51.77㎡

60㎡

64.15㎡

한족

61.15㎡

조선족

지붕

공사

벽체

공사

창호

공사

표 7. 길림성 진라이현 신축면적과 개조공정 실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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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주거 개조에서 주거면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연길시 위험주거 개조공정 실시방안」에 근거하면

기본적인 주거기능과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건축

면적과 건축비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 D급 위험

주거 신축에서 건축표준22) 내용에 의하면 일인당 면적

은 13㎡보다 커야하며 3인 이하의 주거면적은 60㎡보

다 작아야 한다. 또한 3인 이상 경우 주거면적은 인당

18㎡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번호 명칭
단

위

주거면적

40㎡ 50㎡ 60㎡

01 철근 t 0.285 0.311 0.335

02 목재 ㎥ 2.231 2.653 2.965

03 시멘트 t 6.55 7.71 8.8

04 생석회 ㎥ 0.78 0.89 1.05

05 벽돌 ㎥ 17.03 18.57 21.88

06 시멘트벽돌 千 1.117 1.303 1.459

07 모래 ㎥ 32.56 38.57 45.12

08 자갈 ㎥ 6.2 7.6 9.02

09 타일 ㎡ 15.89 17.34 19.16

10 철물 ㎏ 125 148 169

... ... ... ... ... ...

17 단열문 ㎡ 1.89 1.89 1.89

18 나무판문 ㎡ 1.89 1.89 5.76

19 미닫이문 ㎡ 2.94 2.94 -

20 플라스틱창호 ㎡ 7.38 8.46 11.88

서술한 재료품셈은 『길림성농촌위험주거개조설계추천방

안』방안2 맞배지붕 사례에서 40，50，6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길림성건축공정계가정액』,『길림성인테리어

공정계가정액』에 근거하여 분석측정한것이며 각 지역에

서 위험주거 개조재료의 예산에서 참고하며 구체적인 실

시는 최종선택한 실시방안에 근거한다.

(以上各种主要材料用量是以《吉林省农村危房改造设计推荐

方案》为基础，选取40，50，60㎡三类建筑面积住宅设计方

案二、屋顶采用硬山顶形式为基准，结合《吉林省建筑工程

计价定额》、《吉林省装饰工程计价定额》分析测算的，仅

供各地区估算危房改造材料用量时参考，具体实施时以最终

选择方案为基准。)

표 8. 위험주거 개조공정 시공 품셈 사례 <방안2>

「길림성 농촌주거 위험주거 개조설계추천방안」에

서 조선족주거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의 사례로 제안하

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의 소수민족 주거에 대한 관심

과 전통문화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팔작지붕의 사용과 평면구성 및 주거입면

22)「关于进一步规范延边州农村危房改造建设管理的工作方案」，附

件5：农村危房改造建设基本要求（含除险加固）

요소에 관하여 제안되고 있어 조선족 주거문화의 전부

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주거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주거문화의 소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설계방안 제안서는 길림성 각 지역의 위험주거를 개

조하는 과정에서 자건능력이 안되는 농민들에게 참고

하도록 하며 시공은 지역건축시장에서 유통하는 자재

와 지역현황에 근거하여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한 위험주거 개조공정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행정인원들을 조직하여 전문인력양성과

정을 진행하여 행정인원들의 위험주거 개조공정 관련

지식을 배우도록 한다.

개조공정에서 표준면적 시공에 수요되는 품셈에 관

한 자료를 공시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지

식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주며 시

공에서의 착오와 건축재료의 유통을 윤활히 진행하도

록 하였다. 또한 품셈을 공시함으로써 자재관리 등 비

도덕적인 현상에 대한 유효적인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건축비용 지급에 있어서 농민의 빈곤정도에 근거하

여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D급 농촌주거

신축에 관하여 장애인빈곤농민인 경우 최저 40,000위

안23) 보조금을 지급한다. C급 위험주거를 개조에는 공

정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붕공사에는 2,000위안,

외벽공사에는 4,000위안, 창호공사에는 2,000위안 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3-3. 위험주거 개조와 주거문화

연변지역 조선족 농촌의 주거문화는 자발적인 주거

문화이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산물이다. 젊은 세대들의 대도시 진출로 농촌에는 노

인이 홀로 생활하기에 주거의 유지관리와 자건능력이

부족하다. 즉 자발적이었던 주거문화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 주도로 위험주거는 신축주거로 대량 대

체되면서 주거문화는 변화되고 있다. 즉 주거의 형태,

재료, 구성요소 등은 표준모델 시공으로 단일한 주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주거의 구성요소24)에서 주거의 평면구성은 쉽게 변

하지 않는 요소의 하나이다. 지붕의 재료, 형태는 시대

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단 형성된 평면은 오래 지속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원인은 주거의 평면구성은 가

족제도, 생활양식, 사회제도 그리고 생산양식 등 복합

23) 1위안=179.31원(한화환율평균 2020.1.1.~2020.03.31. )

24) 장보웅.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의 민가 연구 - 연변지방 조선

족 자치주를 중심으로」，대한지리학회지, 27권 2호, 1992,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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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위험주거 개조와 신축에서 난방방식은 온돌을 사용

하고 평면구성은 지역문화, 원적구성, 민족문화25)에 근

거하여 시공한다. 이는 조선족주거의 전통방식과 일치

하며 주거문화의 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

거문화의 단일화 현상은 여러 부분에서 표현된다. 조

선족마을은 배산임수와 마을내 주거는 자유배치 하려

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편이지역주거이축과

계획마을 건설에서 마을은 교통이 편리한 도로 옆에

배치, 또는 평원지구에 배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마

을내 주거배치는 격자형 배치구성으로 되었다. 또한

각 주거의 배치구성에서 조선족 주거는 수요에 따라

부속건물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과일나무를 심는다.

하지만 편이지역주거이축 배치구성에서 마당과 주거의

관계, 마당의 크기, 부속건물의 위치 등 모두 일률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생활수요에 근거한

부속물의 신축과 마당의 분할이 아니다. 즉 농민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아닌 정부주도의 물리적 자료검토에

근거한 결과이자 변화이다.

유형 코드 크기(㎜) 비고

일반

문

M0921 900*2100
현관방도문(入户防盗门),

방한문(防寒门)

M0921 900*2100 문(室内门), 판문(木门)

M1421 1400*2100 미닫이문(推拉门)

MLC1221 1200*2100 유리타공도어(门连窗)

일반

창호

C0915 900*1500
시스템, PVC창호

(单框双玻璃钢窗)

C1215 1200*1500
시스템, PVC창호

(单框双玻璃钢窗)

표 9. 위험주거 개조 사용 창호 샘플

주거문화의 단일화현상은 위험주거 개조에서 표준화

창호의 사용사례에서도 표현된다. 신축주거에서 창호

의 사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주거면적의 차이에 따라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재료와 종류는 단일하다. 이러

한 표준창호는 기능적 성능만 고려한 것으로 시장유통

과 시공효율에서 장점이지만 주거문화의 다양성 특성

을 표현할 수 없고 특히 전통창호에서의 창살문양 등

상징적요소 소실 단점이 있다. 주거의 입면에서 창호

는 일반적으로 종류, 재료, 컬러, 구조 등 다양한 이미

지를 제공하여 마을과 주거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주

요요소이다. 그러므로 주거형태의 단일화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건축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전통주거문화

25) 설계추진방안에서 조선족 주거평면구성을 특정되어 설명하고

있다. 40쪽

라고 할 수 없기에 조선족 주거문화와 어울리는 창호

를 개발하여 다양한 시장수요를 만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조선족의 위험주거 개조공정에서 민족문화요소를 결

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행조례의 기본요구에 포함된

다. 이에 따른 제안서와 시공사례를 분석하면 다소 조

선족주거와 한족주거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유형 조선족 주거 한족주거

평

면

도

입

면

도

개

조

전

개

조

후

표 10. 조선족과 한족의 위험주거 개조사례

한족 주거와 조선족 주거는 서로 다른 평면구성과

지붕형태를 가진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평면구성에서

출입구를 남북중심축으로 한족의 평면구성은 대칭적

평면구성이지만 조선족 평면구성은 비대칭구성이다.

그리고 제안서의 주거에서 조선족과 한족 주거의 차이

는 조선족 주거문화의 특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

으나 정확한 조선족 주거문화의 표현은 아니다. 조선

족 전통주거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제안서의 조선족주거에서는 팔작지붕의 유지, 창호

의 위치, 평면의 구성 등 부분에서만 주거문화를 유지

하고 있지만 기타 부분에서 아직 많은 단점이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구성요소도 계승 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표사례로는 인방재의 표현에서의 차이이

다. <표 10> 입면도에 근거하면 조선족과 한족의 입

면에서 인방재에서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족

전통주거의 상인방, 하인방 등 인방재는 목부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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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거에서의 인방재는 목부재가 아닌 단순히 조적

조 구조에서 벽돌을 사용하여 인방재 부위를 돌출시켜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으로 인방재를 표현하였다. 즉

주거문화의 계승에서 입면 구성요소의 표현에만 집중

하고 재료의 정체성, 부재의 크기 등 그리고 입면 구

성요소의 표현에서도 부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주거문화의 요소 적용의 축소현상은 장기적인 발전과

정으로 보았을 때 문화소실과 동화위험이 있다.

4 맺음말

조선족사회에서 근년 적지 않은 사람들 더욱이 젊은

세대들이 외래문화에 편승하면서 민족문화와 민족공동

체 생활에 일치감치 흥미가 없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주거는 역사적 기록물이면서도 문화를 함축한 유형

유산이기도 하다. 즉 주거문화의 정체성 정립은 잃어

가는 문화정체성을 응집하는 역할을 하므로 농촌주거

를 신축하거나 개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문화에 근

거하여 주거문화를 계승하여야 한다. 특히 조선족의

역사는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또 농촌문화는 조선족문

화 형성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길림성 농촌 위험주거 개조공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신농촌건설, 향촌진흥전략 등 정책으로

위험주거 개조에 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

히 주거의 내부환경과 건물내진 등 부분에서 현저히

제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단일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주거문화의 단일화 현상은

주거의 다양성 문화의 소실을 뜻하기도 하므로 조선족

전통주거 문화요소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화

접변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출은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문화선택의 결과이며 문

화적립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거문화의 다양

한 요소에서 부분적 문화의 소실은 장기간누적 측면에

서 문화의 동화 혹은 민족정체성의 소실 가능성도 있

기에 주거문화 정체성 정립은 조선족 주거문화보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위험주거 개조는 농민의 자원적인 의지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민의 개인능력부족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위

험주거를 자발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농민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독거노인으로서 자건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기본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시공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와 설계기준방안으

로 진행되어 농촌의 주거는 단일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량주거 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일정

한 지원금 상한이 있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건물의 안전성을 주요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주거의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전통표현과 계승은 무

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선족 주거사와 주거문화 정체성에 대한

정립⋅분석⋅이론화하고 이를 다시 지역현황에 근거하

여 디자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제

안을 하여 단일적으로 변화하는 현황에 보다 많은 선

택 다양성을 제공하여 농민들의 이념과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농촌주거의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서 많은

단점이 있다. 사례수의 부족의 한계점이 있지만 현단

계에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단점을 나열하는 것과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주거문화에 대한 정체

성 정립의 연구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문화에 대한 형

태적 정체성, 재료적 정체성 행위적 정체성, 정서적 정

체성, 적응성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족 주거

문화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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