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이 고적 미학 순례길

역사의 보루

廣告

잠재적인 특색
홍마오청은 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의 하나로 역사, 문화, 지리와 경제 등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홍마오청과 그 주위 역사 건축물들이 대만
세계유산으로 평가될 만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호평받았다.

주소 : 신베이시 단수이구 중정로 28항 1호
전화：02-2623-1001
개관시간：
실내전시장
월요일 ~ 금요일09:30至17:00
토요일 ~ 일요일09:30至18:00
타다에이키치 고택의

관내 배치와 동선

4월부터 10월은 20:00까지 연장개관

안내 서비스센터

기념품 판매점

전청(前清)영국영사관 관저

관광객 서비스센터

옛 대포 전시구역

남문

안토니오 성보(城堡)

교류의 문

화장실

야외정원
휴관：매월 첫번째 월요일, 섣달그믐,
설날 그리고 박물관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시간

교통정보 :
단수이 홍마오청으로 가려면 MRT 각 노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가거나 단수이 역에서 내려 갈아타는데 위런마터우
방향으로 홍26번 혹은 836셔틀버스를 타고 홍마오청(진리대학)정류장에서 내린다.

단수이 홍마오청
(좌) 1925년 홍마오청

건축양식

홍마오청
일반적으로 홍마오청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홍마오청고적구」로, 성보(城堡)를 포함하여 서양
양식의 영사관저와 청대 건축의 남문 등을 가리킨다. 성보는 콘크리트 벽돌 공법으로 지었고,
사방성채인데 내부는 아래 위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반원통의 아치형구조를 택하였다.
상하층의 아치형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성보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영국인이
들어와서 주둔한 후 뾰족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든 것 이외에 동북과 서남쪽의 모퉁이 위치에
성루를 증설하였다. 2층에서 단수이 강과 관음산을 마주볼 수 있는 남측에 발코니를 새로
건설하였고, 치첩(雉堞)과 총안의 시설을 갖추어 높은 곳에서 굽어보면서 방위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견고한 구조에 방위 수비의 기능까지 설계되어 홍마오청은 단수이 하구를 쉽게 수비하며
침략을 어렵게 하는 군사 보루로 자리잡게 되었다.
칭수이(淸水) 붉은 벽돌로 발코니를 쌓았고, 지리안(唭哩岸) 암석을 사용하여 치첩의 재료로
삼았으며, 관음산 돌을 이용하여 「남문」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취득한 재료의 건축
양식은 충분히 독특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입구의 남문은 현재 그나마 남아 있는 중국풍의
건축물이고, 문미(門楣)의 「남문」이란 두 글자는 옛날 그대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홍마오청과 영사관저를 통과하면 한 쪽에 17세기에서 19세기의 옛 대포가 일렬로 진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가경18년 여름에 명을 받아 대만 북로 단수이영(營)에 무게 800근 대포 한
대를 주조하였다」
라는 대포는 청나라 가경년간에 주둔하여 방어했던 단수이 해군 수비 병영에서 남겨 둔 것으로
한때 단수이 군사발전 양상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영국영사관저의 7가지 우수한 특색
1. 아치형 회랑
영사관저는 전형적인 영국 식민지식의 건축으로 관저 회랑은 돔식 설계를 하여 1층 회랑안은 원고형이고 2층은 반원형
아치를 이룬다.
통일된 가운데에도 변화를 엿 볼 수 있는 충분히 우수한 설계이다. 회랑은 햇볕과 비를 가리는 효과를 겸비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그때 당시 관저내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철재 아이빔(I beam)과 물결 모양의 철판 아치의 혁신적인 기술
영사관저 1층의 동서 양측 회랑 천장판은 특수한 마루판의 방법을 취하였는데 물결 모양인 철판 아치의 구조로 「철재
아이빔」 위에 가설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구조는 19세기 말의 발명이라 할 만하며, 방화 기능의 건축 기술까지도 겸하고
있어, 철근 시멘트가 보급되기 전이기도 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벽돌 조각의 미
영사관 정문 양측은 모두 12폭으로 그 가운데 벽돌에 「VR1819」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VR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Victoria Regina)의 영문 약자이고 1891은 영사관 준공 연대를 나타낸다.
특별한 것은 벽돌 조각위에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엉겅퀴꽃과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장미의 도안으로 조각 기술의
능수능란함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4. 건축기반 설계
관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면 약간 솟아있는 기반을 볼 수 있다. 중국식의 동전 통기공 같은 이러한 설계는
통풍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부유함과 귀함이라는 상서로움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풍의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축공법이다.

5. 4개의 경사식의 비스듬한 지붕
영사관의 지붕 설계를 「4개의 경사식의 비스듬한 지붕」라 칭하는데 지붕 상면에 민남(閩南)의 붉은 기와를 깔아 만든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더욱이나 채광을 더하는 지붕창을 설계한 것은 배수를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단열 작용이 되게끔 한 것으로 건축 기술상의 훌륭한 설계이다.

6. 건재, 무늬타일 장식, 광택나는 초록색 병모양 난간
영사관저의 칭수이(清水)벽돌 담장표면과 민남의 붉은 기와 지붕은 건축재료 대부분이 각 지방으로부터 온 것이고, 응접실과
현관, 주방 바닥의 기하학적 무늬 타일은 수입되어 온 것으로 발걸음을 멈추어 자세히 감상할 만하다. 단수이 석양 아래 붉은
벽돌과 초록색 광택 난간이 서로 잘 어울려 전체 건축물의 색채가 선명하고 우아한 경치를 만들어 내며,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7. 건축내부 장식
실내로 들어선 뒤에 관저 내부 장식품을 둘러 보고 나면, 1층 서쪽은 응접실과 서재, 동쪽은 식당, 뒤쪽으로는 화장실과 여러
채의 고용인의 방이 보인다. 1층 들어서는 입구에는 굴절계단이 2층으로 통하여 있고, 2층에는 세 칸의 침실과 다락 창고
그리고 보모의 방이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영국 빅토리아 시기의 가구 양식과 장식을 본떠서 만든 것이며, 관저 회랑은 오후가 되면 차 마시는
장소로, 이곳에서 당시의 영국 영사관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회상할 수 있게 한다.

역사기록
17세기부터 단수이성은 대만과 서양 문명이 연결된
중요한 관문이 되었다.
1628(명나라 숭정원)년 스페인은 군사를 단수이에
주둔시키기 위해 「산토도밍고성보: Fort Santo
Domingo」를 건축하고 군사, 정치, 무역, 선교의
근거지로 삼았다.
1642(명나라 숭정15)년 네덜란드인이 북상하여
지롱(현재 기륭)을 공격하여 스페인을 격퇴하고
같은 해에「산토도밍고성보」를 헐고 원래 있던
성보의 부근에 새로운 성보를 신축하여 「
안토니오성보: Fort Antonio 」라 명명하였다.
1661(명나라 영력15)년 정청공(鄭成功)이 대만을
접수하여, 세력이 약해진 네덜란드인들을 스스로
홍마오청에서 철수하게끔 하였는데, 떠나기 전
그들은 성 구조와 대포를 파괴하였다. 그 후에
명나라 정청공 군대가 주둔하면서 다시 성을
개축하였지만,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홍마오청은 꽤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채 황폐하였다.
1724(청나라 옹정2)년 단수이 관청 동지(同知)인
왕쳰(王汧)이 건축물을 보수하여 병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외벽에 4개의 성문을 증축하였는데,
각각 동서방향에 2개의 큰 문과 남북 방향에 2개의
작은 문을 건축하였으나 남문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
청나라 함풍년간에 영불연군(英佛聯軍)과의 전쟁후
계속적으로 톈진

(天津)조약, 베이징(北京)조약 등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대만북쪽 근대사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1863(청나라 동치2)년 영국이 복건성 순무인
쉬종간(徐宗幹)으로 하여금 홍마오청을 임대하여
영사관사무실과 거주하는 장소로 99년간
임차하였다.
홍마오청은 정식으로 영국의 조차지가 되었다.
뒤이어 새롭게 내부 공사가 들어갔고, 홍마오청 2
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아래층은 4칸의 감방과
죄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영국 영사관은 강제
폐쇄되었고, 전쟁 후에 영국인이 다시 홍마오청으로
되돌아 왔으나 1972년 영국이 영사관을 철수하면서
홍마오청은 다시 호주, 미국 등에 의해 관리되었다.
1980년에 와서 지방과 중앙 정부가 노력하여 쟁취한
후에 바로 건축 조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정식으로
대만 정부의 소속이 되면서 1983년에 단수이
홍마오청은 대만 민남지역 1급 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개방하여 참관할 수
있게 하였다.
2004년 3월에 이르러 다시 정비하였고, 2005년 11
월에 다시 개방하였다.
홍마오청은 단수이 역사 문화 변천의 지표성
건축물로 상징될 뿐 만 아니라 대만 300여년 발전의
살아 있는 증거 자료이다.

1911년 단수이 영국 영사관 관저 서남 방향 사진,
직접적인 차양기능을 하는 테라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