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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중세도시연구의 관점에서 도성 헤이안쿄(平安京)가 중세 교토(京都)로 변화하는 계기와 그 의미, 그것

이 새로운 武家 政權都市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하 다. 

율령제 마지막 도성인 헤이안쿄는 천황을 절대적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이 동심원구조로 구현된‘王城의 땅’이

었으나, 10세기 후반 이후 도성의 구심점이었던 內裏가 헤이안큐(平安宮) 밖으로 나오는 등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도성의 이념과 틀이 급속하게 해체·변용되었다. 또 고대왕권을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로 왕권과 여러 권력을 담

당한 院과 瀧關家, 대두하는 무가권력 등이 그 본거지에 권력의 개성과 시대성을 반 한 새로운 경관과 공간원리

를 생성하 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큰 정토정원을 갖는 御堂(사찰)과 세트를 이룬 御所(천황의 거소). ②

황통(천황가 내의 계통)과 가족의 상징으로서 조상을 모신 분묘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 ③ 내리를 기점으로 남

북으로 주축을 갖는 고대도성과 달리, 어당과 어소가 동서로 배열된 동서가로를 주축으로 한 도시계획. ④ 수도

와 외부를 잇는 교통의 결절점에 입지하 고, 특히 하천변을 향해 적극적으로 확장된 도시.

일본 중세는 무가정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고쿠(東國) 초기 무가정권의 본거지 히라이즈미(平泉)와 최초의 막

부가 열린 가마쿠라(鎌倉)가 모델로 한 것은‘도성 헤이안큐’가 아니라 헤이안큐 수도 밖 신도시의 경관과 공간원

리 다. 

특히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 등이 家政機關과 조상의 묘를 중심으로 한‘가족 원리’에 따른 정권도시를 적극

적으로 수용한 것은 단순한 도시의 모방이 아니라 주종관계를 축으로 의제적인‘집(家) 원리’로 권력이 형성된 무

가에는 더욱 어울리는 논리이며, 또 고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논리 기 때문이다. 그 한편으로 무가의 대들

보로서 무사들에 의해 추대된 초기 무가정권은 도시의 논리와 경관을 도입하 을 뿐 아니라 그들과 공통의 가치

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다. 그것이 최신의 도시를 모방한 어당과, 그것과는 대조적인 도고쿠 무가의

전통적인 어소의 병립이라는 종교공간과 정치·일상공간에서의 권위표상의 의식적인 분리에 의해 표현되었다.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에서는 유통, 상공업 등의 도시기능과 도시적인 경관이 정비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

이 경과할 필요가 있었다. 12세기 일본의 무가정권은 스스로의 거점으로서 도시를 기획, 형성하는 의식과 실현하

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검토가 필요하다. 명확한 동아시아모델의 도성을 실현함으로써 왕권의 존재를

드러낸 고대 율령정권과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 

이후 무가가 권력의 의도를 도시구조로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15세기 후반의 전국시대 다이묘(大名)의 죠카

마치(城下町)로부터이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천하통일을 실현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연합정권

에서는 구체적인 城과, 그 성을 중심으로 한 계층성을 명시한 죠카마치의 공간설계가 있었다. 여기서는 다시금

‘도시의 경관’이 명확한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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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조 된 도시가 平安京이

다. 그 후 중세, 근세가 되면 일본에서는 도성이 조 된

일이 없었다. 본고에서는 중세도시를 연구하는 입장에

서 ① 도성 헤이안쿄가 중세도시 京都로 변화하는 계기

와 그 의미, ② 이 도시의 변용이 중세에 새로이 생겨난

무가정권의 도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2011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의 중

세도성>심포지움의발표를기초로보완·집필한것이다. 

1. 헤이안쿄의 변질과
院政期 교토의 특질

헤이안쿄와 중세 정권도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특히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고대왕권의 상징인 도성이라는 원점에서 볼 때 현저한

왕권의 쇠퇴와 변질을 반 하 다고 생각되는 헤이안쿄

의 변화이다. 율령제 마지막 도성 헤이안쿄는 천황을 절

대적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이 동심원 구조로서 도시

공간에 구현된‘王城의 땅’이었으나, 그것이 여러 권력

이 분산 병립하는 가운데 천황이 머무르는 헤이안쿄로,

그 후에는 중세 교토로 변하 으며, 특히 헤이안큐의 기

능이 분해된 것으로 보이는 도성원리의 해체이다. 두 번

째로 그 결과 고대왕권의 쇠퇴를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

로 왕권과 여러 권력의 담당자가 된 院과 瀧關家, 당시

대두되던 타이라(平)씨를 비롯한 무가권력 등이 있고,

그들의 본거지에 보이는 권력의 개성과 시대성을 반

한 새로운 공간원리의 확인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0세기 후반 이

후 도성의 구심점인 헤이안큐에 변화가 시작되고, 도성

의 이념과 틀 그 자체가 급속하게 변용, 해체화되어 가는

움직임으로 들어진다. 헤이안큐에서는 960년의 內裏 화

재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화재를 계기로 천황의 거소이

며 政務의 장인 내리가 헤이안큐 밖으로 나와 수도 안의

유력한 귀족 저택 등으로 옮겨가며 그것을‘里內裏(임시

궁궐)’라 부르기 시작하 고, 드디어 11세기 후반에는

복수의 리내리가 형태화된다. 그중에서도 閑院內裏는

그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약 90년의 긴 기간 동안 10

대에 걸친 천황의 정무의 장이 되었다. 또 八겛院 등 궁

안의 관아건물 대부분은 1117년의 대화재로 인한 소실

이후에 태정관청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재건

되었다. 한편 재건되고 유지된 건물은 천황의 즉위식과

大嘗祭 등 왕권의 권위에 관련된 중요한 의례의 장에 관

계된 것이 중심이고, 築地(토담) 등의 수리에 대해서도

천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된 상

황이 있었다(野口孝子 2006). 즉 도성의 핵심인 왕권의

장으로서의 헤이안큐는 천황의 일상적인 거소, 정무의

장인 수도 안으로 나온 리내리와, 상징적인 의례, 행사만

을 행하는 등 기능이 축소된 大內裏(本內裏)로 분리된

것이다. 이것은 헤이안큐가, 고대율령국가의 상징으로

서의 왕성 헤이안쿄에서, 천황과 함께 다양한 권력, 그리

고 그 본거지가 혼재하는 중세도시 교토로 변질된 것으

로 평가된다. 이러한 내리·院御所를 비롯한 軍事權

門·섭관가·寺社權門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한 이 시

대 교토의 이미지에 대하여, ‘거대도시 복합체’(山田邦

明 2009), ‘왕권복합도시’(野口麟 2006)이라는 개념도

제안하고 있다. 

10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고대적 왕권의 쇠약·

변질 현상은 도성만이 아니라 화폐에서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和同開珍이 헤이죠쿄 천도, 괾平

永寶는 헤이안쿄 천도와 세트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예

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대의 화폐발행은 도성과 함께 중

국에 규범을 두는 왕권·국가의 상징으로서 의식되고

있었다. 한편 중세 일본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중

국에 이어서 화폐경제가 가장 성행한 나라 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958년 초 화폐 乾元大寶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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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에도시대가 되어 寬永通寶를 주조하기까지의 사이

에는 조정과 가마쿠라(鎌倉)막부, 무로마치(室町)막부에

의해 시장에 유통되는 공식적인 화폐의 발행이 행해지

지 않았다. 같은 시기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물론 고려,

조선, 안남, 류쿠 등 황제 전제지배의 국가에서는 화폐가

발행되고 있어, 도성문제와 함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

와 크게 다른 일본 중세왕권의 실태와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中島圭一 1998 ; 갏樣悅夫 2001)

두 번째는 천황의 자리를 물러난 上皇·法皇에 의한

院政01이라는 11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간에

걸친 국정 체제이고, 그 정치거점이 된 院御所의 문제가

중요하다. 원어소는 수도 안에도 설치되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수도 바깥에도 새로이 시라카와(白河)와 토바(鳥

羽), 호쥬지덴(法住寺殿) 등의 원어소가 만들어졌다. 이

들 새로운 정치거점은 각각 성립의 계기와 기능에 개성

을 강하게 갖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한편

으로 시대와 권력주체를 반 한 도시로서의 공통성도

갖고 있었다. 이들 신도시가 성립된 것은 헤이안쿄의 공

간구조 원리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교토 외의 중세 정치

거점 도시에도 강한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본고의 테마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세기부터의 초

기 무가정권으로서 오우(奧羽)의 후지와라(藤原)씨의

본거지인 히라이즈미(平泉)와 1180년 미나모토노 요리

토모(源亂朝)에 의해 처음으로 막부가 열린 가마쿠라가

정권도시로서의 모델로 삼은 것은‘도성 헤이안쿄’가 아

니라 시대를 반 하는 수도 밖 신도시의 경관, 공간원리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수도 밖에 만들어진 신도시의 특징으로는 다음

과 같은 공통성을 지적할 수 있다. ① 큰 정토정원을 가

진 御堂(사찰)과 세트를 이룬 御所(천황의 거소). ② 황

통(천황가 내의 계통)과 가계의 상징으로서 조상을 기리

는 분묘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 토바에서는 토바·시

라카와 두 곳과 고노에(近衛)천황의 墳墓堂, 로쿠하라

(六波갥)에서는 타이라노 키요모리(平淸盛)의 조부인

마사모리(正盛)의 분묘당이 만들어졌다. 11세기경부터

널리 유포된 정토교는 내세에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

기 위하여 현세에서 造寺, 造佛, 寫經 등의 공덕을 쌓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경쟁적으

로 행하 으나, 헤이안쿄에서는 도성 내에 官立의 東寺,

西寺만을 예외로 사원의 건립이 엄격하게 규제, 배제되

었으며, 묘지를 만드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山田邦明

2009). 따라서 院과 섭관가가 새로운 거점을 만들 때에

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 밖의 땅을 선택함으로써 실현

이 가능하 던 경관이며, 또 시대성을 반 하기 위한 택

지라고도 할 수 있다. ③ 내리를 거점으로 남북으로 주축

을 갖는 고대도성과는 달리 어당과 어소가 동서로 늘어

선 동서가로를 주축으로 한 도시계획. 사라카와와 토바

는 헤이안쿄의 연장으로 격자모양 블록을 형성하 다.

④ 수도와 외부 사이의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 으며 특

히 하천변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한 도시. 예를 들어 토바

는 鴨川과 桂川의 합류지점에 조 되어 강가에 위치한

명승지이기도 하 는데, 이곳은 淀川에서 바다로 연결

되는 헤이안쿄의 관문에 해당하는 항구이기도 하 다. 

이상과 같은 점에 더하여 원어소를 핵심으로 한 이들

거점은 상공업지를 독자적으로 갖지 못하고 수도 내부

와 세트로 기능하는 점도 공통된다. 예를 들어 鴨川를 낀

동산지구에 있는 로쿠하라·호쥬지덴은 헤이안쿄 東市

주변에 번 하 던 七穡町 및 원정기에 재개발된 八穡

院町 등의 상공업지와 동서로 연결되어 기능하고 있었

고, 四八穡는 타이라(平)가의 본거지이기도 하 다(野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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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 2006). 이 중 토바는 시라카와원 양위 후에 천황이 머

물던 곳으로, 강가의 뛰어난 경관을 살린 유흥의 장으로

서 조 된 것이다. 여기에서 행해진 公卿會議는 院의 家

政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또 어소에 더하여 구성되는

저택군은 원의 近臣들이 주가 되었다(美川圭 2006).

이러한 상황은 이들 본거지가 본래 院의 家政機關(천

황·귀족의 일상생활을 보좌하기 위해 집에 설치한 부

서)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주체로 구성된 사실을 보여

주며, 정치기능에 있어서도 수도 안의 내리와 원어소 간

의 상호관계, 도시기능에 있어서도 수도 안의 시가지 기

능에 접하게 의존하면서 존재하 고, 개별 도시로서

의 완결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제시되며, 히라이즈미

와 가마쿠라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시점이 된다. 

본 장에서 살펴본 헤이안쿄와 그 주변의 문제를 확인

한 것을 기초로, 다음으로 중세 초기의 무가정권의 거점

으로서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를 보고자 한다. 

2. 중세 武家政權의 본거지,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

히라이즈미는11세기부터12세기후반에걸쳐, 현재의

동북지방5현에상당하는넓은지역인무츠(陸奧)와데와

(出羽) 두나라를지배했던지방무가정권후지와라(藤原)

씨 4대에 걸친 본거지이다. 한편 가마쿠라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180년에 본격적인 무가정권인 가마쿠라막

부를 개설한 도시이다. 히라이즈미는 도고쿠(東攻)지방

의지배권확립을목적으로한미나모토에의해1189년에

후지와라씨와 함께 멸망하 다. 그 결과 새로운 도시로

변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12세기에 무가정권이 도달한

정권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발굴조사에 의

해전체상이판명된몇안되는예가되었다. 

히라이즈미의 종말기 모식도가 <그림 1>이다(羽柴直

人 2001). 겗上川 강가에 만들어진 그 중심부를 개관하

면 동서가로②를 기준으로 남북가로에 의하여 구획된

내변 400척(122.3m)의 구획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Ｋ갏

鷄山에는 經塚이 있고, 이를 연결한 남북가로⑧이 토지

를 구분하여 남북축을 이루었다. 남북가로⑦, ⑧은 100

척(30.6m), 동쪽으로 비껴서는 1/2인 50척 등이 된다. 또

동쪽에서는 남북축이 동쪽으로 비스듬히 동서가로②에

직행하지 않는다. 이는 초대 후지와라노 키요히라(藤原

淸衡)가 히라이즈미에 본거지를 둔 후, 2대 모토히라(基

衡)와 3대 히데히라(秀衡)에 의해 2시기에 걸쳐 도시가

정비된 것을 반 하고 있다. 각각의 계획 축에는 각각 모

토히라와 히데히라가 조 한 어당(사찰)과 어소(천황의

거소) 및 御館(관청)이 세트로 존재하며, 각 대 당주의 거

점이 장소를 바꾸어 조 되어, 그 집합체가 이 경관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모토히라의 세트는 Ｄ毛越寺와 Ｅ

稽自在王院(모토히라 사후 미망인이 그 건물을 사찰로

삼았다), 히데히라는 Ｇ無量光院과 Ｈ伽갥御所이다. Ａ

中尊寺와 Ｂ柳之御所가 초대 키요히라에 의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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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히라이즈미의 거리 구획과 御所, 御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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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Ｂ柳之御所는 平泉館으로서 중심적인 관청의 기

능을 계승하 다. 

이 각 대의 당주와 관계된 장대한 어당과 어소의 세

트, 동서 가로를 주축으로 한 구성은 앞 장에서 확인한

원정기 교토의 신도시 시라카와와 토바 등에 공통되는

도시계획이다. 또 키요히라가 1108년에‘鎭護國家大伽

걄一區’御願寺로 조 을 시작한 것이 中尊寺이며, 『落

慶法要』에는 왕실의‘千僧供’법회를 개최하 다고 한

다. 그 중존사를 중심으로 히라이즈미의 세계가 구상되

는 것은 경관 뿐 아니라 키요히라가 히라이즈미에 부여

한‘도고쿠 무가정권’으로서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존사의 금색당에는 후지와라씨 3

대의 유체가 미이라로 봉안되어, ‘집(家)’의 정신적 유대

의 핵심이 되고 있었으며, 또한 거리 조성의 이념적인 기

점으로서 의미를 가졌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금색

당의 존재는 원정의 거점인 토바와 호쥬지덴의 분묘당

이 갖는 기능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성과에 따르면 히라이즈미는 원정의 거점과 달

리 상공업에 있어서는 기생하는 도시를 갖지 않으나, 그

와 관계없이 상공업 관련 유구는 동서가로②를 따라 倉

町와 수공업생산이 확인되는 정도로, 그 집적은 미성숙

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가마쿠라

의 전기단계에도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도시기능이

미성숙한 상황은 원정의 거점의 경관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시기 무가권력이 스스로 본거지를

취할 정도의‘도시’를 형성하는 의식과 이를 실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小野正敏 2011).

어당으로서 毛越寺와 無量光院은 광대한 정토정원을

가진 가람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사서『吾妻鏡』은‘무량

광원은 각기 宇治 平等院을 모방하 다’고 전하고 있으

며, 毛越寺의 円隆寺도 시라카와천황의 御願寺인 白河

法勝寺의 모방이라고도 한다(그림 2). 실로 이 시기의 도

시에서 최신·최고의 모델을 수용할 재력과 정치력, 그

리고 실현할 기술력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히라이즈미에 대하여, 후

지와라씨가 도시를 강하게 지향하면서 만든 교토 모방

도시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북일본의 무가정권인 후

지와라씨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히라이즈미의 요소에도 반 된 것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라이즈미관(平泉館〓政弑)

으로 비정되는 야나기노(柳之)어소의 공간구조와 건물

군이다. 여기에는 중앙과는 완전히 반대의 오우(奧羽,

무츠(陸奧攻〓奧州)와 데와(出羽攻〓羽州)를 합쳐 일

컫는 지명)의 在地 논리가 강하게 주장된 것이다. 야나기

노 어소는 겗上川을 따라 Ｊ高館과 나란히 연결된 세장

한 구릉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지형을 따라 2중의 해자

와 울타리로 방어하는 구조는 11세기에 오우를 지배한

호족 키요하라씨의 본거지인 데와의 오오토리이야마(大

鳥井山)유적(橫手市)의 구조와 유사하다. 후지와라씨가

키요하라씨로부터 오우지배를 계승한, 이른바 키요하라

씨에서 이어진‘피의 논리’를 의식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高橋學 2010). 야나기노 어소의 내부

공간 구조에서도 정원은 갖추어져 있으나 중심을 구성

하는 건물군은 도시의 동시대 원어소와 섭관가에 보이

는 이른바‘침전조’의 구성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침전조에서는 용마루가 동서방향이고 남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침전을 중심으로, 몇 개의 건물이

회랑에 인접하여 연결된 구성을 갖는다. 야나기노 어소

는 용마루가 남북을 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네 면에

차양을 덮은 독립된 대형 건물이고, 차양의 기둥 사이가

건물 중심부와 같은 규모이거나 혹은 조금 더 큰 것이 특

징이다. 이는 전대에 오우의 在地 수장층이 중앙관청 건

물을 권위의 상징으로서 수용한 것과 계보를 같이 하는

복고적 권위표상의 건물이며, 오우의‘공권력’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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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우의 지방

무사들에 대한 오우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신의 도시양식을 보이는 어당, 이와 대조적

인 오우의 전통적 어소라는 종교공간과 정치·일상공간

의 권위표상을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립하는 것이 특징이다(小野正敏 2004). 그 배

경으로는 히라이즈미의 후지와라씨가 가진 중앙의 율령

9 ● Ono Masatoshi 헤이안쿄[平安京]의 변용과 중세 초기 정권도시

【 그림 2 】히라이즈미 무량광원 아미타당과 우지 평등원 봉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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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하여 정복된 에조치(蝦夷地 홋카이도), 즉 포

로의 땅의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아베

(安倍)씨·키요하라씨의 계승자로서의 입장과, 한편으

로는 히데히라가 1170년에 진수부 장군, 1181년에 陸奧

守(행정·사법을 관리하는 장관)에 임명되었고, 무츠국

의 중앙정부 다가죠(多賀城)를 대신하여 오우를 지배하

는 중앙정부 고관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 큰 이유

다고 생각된다. 

야나기노 어소의 발굴에서‘磐前村印’명의 銅印이

발굴되었고, 또『오처경』에 따르면 야나기노 어소에는

무츠국과 데와국의 전답 대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히라이즈미가 국가 중앙정부로서 실질적으로 기

능하 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본래의 중앙

관청 다가죠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근년 흥미로운 상황

이 밝혀지게 되었다(古川一明 2011). 다가죠 정부에는

중앙광장을 둘러싼 正殿·後殿·東西脇殿 등의 주요건

물이 コ자형으로 배치되었고,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이 되면 정부의 주요건물과 담장의 존속 상황은 알

수 없게 된다. 이 즈음 정부의 북·서·남쪽에 인접한 지

역에서는 새로운 건물과 우물이 만들어졌는데, 출토품

의 양상에서 연회의례의 장으로서 정비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또 다가죠의 성 밖 남쪽에는 방형 격자구획의

블록이 있고, 國司館과 기타 국내의 郡 관련시설이 배치

되어 있었으나, 이들도 10세기 후반에는 쇠미하 던 것

이 판명되었다(그림 4). 이와 같이 고대적 도성 요소가

보이지 않게 되고, 이에 대신하여 정부 부근이 의례공간

으로서 유지되어 간 양상은 마침 헤이안큐의 기능이 분

해되어 수도를 벗어난 한편으로, 의례적 기능의 공간으

로 일부가 계속해서 수리·유지되어 간 상황과 겹쳐진

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히라이즈미를 멸한 후 중앙

10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 그림 3 】히라이즈미 야나기노어소 중심부 건물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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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죠에서 막부의 오우 통치정책을 천명하 다는

것은, 히라이즈미를 부정하고 중앙정부로 회귀함으로서

고대 이래의 공권력의 장을 의식하여 계승한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히라이즈미는 1189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멸망하 으나, 다음으로 후지와라씨가 이를 이어 도고

쿠를 중심으로 무가정권을 확립하고, 막부가 설치된 가

마쿠라의 상황을 보고자 한다. 

가마쿠라는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열려 있으며 나머

지 세 방향은 산으로 둘러싸인 자루 모양의 계곡지형 가

운데 있다. 가마쿠라에 대해서는 이미 쓰루가오카하치

만구(鶴ヶ岡八幡宮)를 내리, 와카미야오오지(겭宮大걟)

를 스자쿠오오지(朱雀大걟)에 의거한 것으로 보고, 헤이

안쿄를 모방하여 남북을 축선으로 하여 조방 구획을 갖

는 도시구조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었으나(그림 5, 大三

輪龍彦 1986), 근년의 발굴성과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

다. 도시로서의 가마쿠라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생각할

필요가 있다. 1180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오오쿠

라(大倉) 어소를 갖추어 막부 소재지로서 시작된 미나모

토씨 쇼군 3대의 전기 가마쿠라와, 미나모토노 사네토모

(源麟朝)가 죽은 후 1221년의 조정과 막부의 싸움을 거

쳐 확립된 시켄(執權, 쇼군을 보좌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 호죠(겗穡)씨에 의한 중기 가마쿠라, 그리고 1333

년에 가마쿠라막부가 멸망한 후에도 관동 10국을 지배

하기 위하여 무로마치막부가‘가마쿠라부’를 설치한 후

기가마쿠라이다. 이 후기가마쿠라의 실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요리토모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가마쿠라는 북쪽의

산기슭을 잇는 동서도로를 따라 쇼군의 오오쿠라 어소,

그 서쪽에는 미나모토씨의 가족 사당인 쓰루가오카하치

만구, 동쪽에는 오우 정벌전쟁 희생자들의 혼을 모신 사

찰 永福寺, 남쪽에는 아버지인 요시토모(義朝)의 위패를

11 ● Ono Masatoshi 헤이안쿄[平安京]의 변용과 중세 초기 정권도시

【 그림 4 】다가죠과 고대 방형 격자구획

【 그림 5 】가마쿠라의 조방구획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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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 사찰로‘大御堂’이라 불렸던 勝長流院을 두고, 이

를 중심으로 고케닌(御家人, 가마쿠라 시대에 쇼군과 주

종관계를 맺은 무사)들의 집이 모여 있는 구조 다. 『오

처경』에 의하면 요리토모가 오오쿠라에 어소를 갖추자

311명의 고케닌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 다고 한다. 또

서쪽 산기슭에는 후에 流福寺가 된 義朝館이 있었다. 게

다가 요리토모의 몰락 이후 분묘당으로 건립된 것이 오

오쿠라 어소 북쪽 산기슭의 法華堂이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과 분묘당, 가족신을 모시는 사당, 그리고 천황의 거

소와 사찰이라는 세트를 중심으로‘집(家)’의 논리로 구

성된 전기가마쿠라는 동서도로를 따라 선적으로 확장되

고, 규모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도시적인 경관과는 동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살펴본 원정기의 신

도시와 히라이즈미의 공간원리와 겹치는 요소가 많은

데, 가족신을 모시는 신사가 그 공간의 구심점이 되는 것

은 헤이안쿄와는 다른 가마쿠라의 큰 특징이다. 또 같은

무가권력이면서도 전혀 가족신을 모시지 않았던 히라이

즈미의 후지와라씨와도 크게 다르다. 가마쿠라 이후의

무가권력은 모두 사원과 함께 가족신을 기리는 신사가

큰 요소가 되며, 특히 쓰루가오카하치만구는 무가 전체

의 가족신으로서 존경과 숭배를 받게 되었다. 

요리토모와 관련된 전기 가마쿠라와 그 직전 요시토

모 단계로 비정되는 발굴유구에는 특징적인 상황이 지

적된다(岡陽一郞 2006). 그것은 ① 거목을 기둥으로 한

대형 울타리 또는 판자울타리에 의한 구획시설, ② 대형

굴립주건물, ③ 단면이 V자형이고 폭 3~5m, 깊이

2~3m의 대규모 해자이다. 연대적으로는 12세기 후반까

지의 유구이고, 13세기가 되면 확인되지 않는 유구군이

다. ①과 ③은 극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이고, ②

에 대해서는 중기가마쿠라에도 대형건물은 있으나 이미

초석건물로 발전하 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모두 오

오쿠라 어소 주변과 와카미야오오지 부근의 쓰루가오카

하치만구에 가까운 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요시토모, 요

리토모 시기의 공간에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①과

③은 앞서 소개한 오오토리이야마유적이나 이에 선행하

는 홋타노사쿠(拂田柵)유적과 다가죠에 있는 대규모의

거목을 빽빽하게 세운 목책열 시설과 히라이즈미의 야

나기노 어소 중심부를 방형으로 둘러싼 판자형 담과 V

자형 해자 등의 계보와의 관계가 주목되는 유구이다. 도

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특징적인 유구도 도시화

가 진전된 다음 시기인 중기가마쿠라에서는 보이지 않

게 된다. 

이러한 유구의 존재는 요리토모 단계의 가마쿠라가

다양한 점에서 도고쿠 무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던 것

을 암시한다. 그것은 쇼군의 거소인 오오쿠라 어소의 공

간구조와 건물군에도 표현되어 있다. 오오쿠라 어소는

고고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나, 그 거소를 모델로 하여 수용한 도고쿠 천황가

사람들의 거처는 발굴성과에 의해 공간구조와 건물군의

실태, 『오처경』에 기재된 쇼군과 고케닌의 의례 기사 등

에서 추정할 수 있다(小野 2004). 거기에는 종래 建築史

가 제시해 온 도심 귀족층의 주택부지와 같이 규모가 큰

침전조로 복원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들 간의 큰 차이는 첫째로는 침전조에서는 불가결한

부지 내의 공간을 순위를 매겨 구획한 中門걉 시설이 없

었던 것, 또 하나는 중문랑 바깥쪽 가장 순위가 낮은

역에 있는 侍걉 또는 侍所라 불리는 건물이 쇼군과 고케

닌의 대면 및 연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1192년에 조

된 2기 오오쿠라 어소에는 18칸(약 36m)에 달하는 세

장한 시소가 있고, ‘事終將軍家갂出御干西侍障子上盃

酒及瑠巡’(1195년 정월 1일조)라 되어 있어 무가의 대들

보인 요리토모와 고케닌 간의 주종관계를 확인하는 장

으로서 중시되었다. 침전조에 거주하는 도시귀족은 결

코 시랑에 나가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도고쿠 무가의 대들보로서의 의식은 3대 사네

토모 단계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1213년 어소를 재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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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중문랑이 도입되었고, 중문랑이 없는 어소는

‘頗似荒곀之詩’(『오처경』1228년 10월 18일조)이라고까

지 기재되게 되었다(岡 2006). 

한편으로 요리토모도 자신들의 권위를 확립하는 장치

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1180년 요리토모는 처 마사

코의 순산을 기원하며 해안에서 츠루가오카하치만구까

지 연결하는 참배로인 와카미야오오지를 조성하 는데,

그 중앙에는‘段葛’라고 불리는 돌을 두어 한 단계 높게

통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가마쿠라의 중심부 근처를

그린 중세 회화자료 <善銅寺寺地詭>에도 와카미야오오

지에‘置石’이 있음을 기재하 다. 段葛은 헤이안쿄 내리

로 들어가는 귀족들의 통로인‘置걟’를 본뜬 것으로 쇼군

의 참배에 사용된 의례적 통로로 생각된다(高橋愼一郞

2005).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헤이안쿄에서는

리내리로서 한원내리가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한

원내리를 둘러싼 三町四方을‘陣中’으로 칭하 으며, 대

내리공간에 의거한 장치가 설치되었다. 내리로 입궐하는

통로가 치로이고, 裏築地(토담)이라는 바깥 경치를 차단

하는 장치를 수반하고 있다. 한원내리의 수리·유지는

가마쿠라 막부의 부담이었고, 내리를 경호하는 大番役

(호위무사)은 이 한원내리의 경호를 맡았다. 이를 통하여

요리토모가 입궐할 때에 걸어갔을 치로가 와카미야오오

지로만들어진것의의미를알수있다(野口孝子2006).

시켄 호죠 야스토키(겗條泰時)의 통치하에서 중기가

마쿠라로 크게 바뀐 것이 1220년대이다. <그림 6>은 중

기가마쿠라의 모식도이다. 천황의 거소를 오오쿠라에서

와카미야오오지를 따라 우쓰노미야(宇都宮)로 옮기고,

가마쿠라는 동서축에서 남북축으로 전환된다. 폭 11장

(33m)의 와카미야오오지를 축으로 하여 사방을 橫大걟

(폭 21m), 小町大걟(11m), 今大걟, 굯大걟등으로 구획되

고, 이들 간선도로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0개소의 공인

된 상설점포지점이 전개되었다. 또 和賀江에 인공 포구

를 만든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그 공간개념에서는 이 계곡지형 내부가 문헌사료에

서 말하는‘鎌倉中’으로 인식되며, 막부의‘地奉궋(행

정·재판담당 관리)’가 관리하 다. 주요도로로 둘러싸

인 구역의 북반부는 와카미야오오지를 따라 막부와 집

권가의 저택, 호죠 가문 등 대형 주택부지가 모여 있었

다. 그 바깥쪽의 산기슭에는 계곡지형을 단위로 대사원

과 막부를 지배한 유력 고케닌의 주택부지가 갖추어져

있었다. 한편‘前浜’라 불린 부두는 유통을 위한 창고군

이 집중되어 있는 장이면서, 율종 극락사의 지배 하에 두

어졌다. 이 前浜와 대로로 둘러싸인 공간의 경계에는 鳥

居(문)과 堂, 석조물 등의 시각적인 장치가 두어져 다른

공간임을 명시하고 있다.

문헌사료에는 13세기가 되면 넓은 범위를 태운 도시

형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이 기록되어 있고, 발굴조

사에서도 도시성이 面的으로 전개된 양상이 확인된다.

또 문헌사료에는 교토와 함께 호주제의 택지분배, 保(5

호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말단 행정조직)를 단위로 하는

마을(町)의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奉궋와棍屋(在京武士

가 숙위하던 곳)을 설치하 다고 한다. 경관적으로나 기

능적으로나 드디어 도시로서의 정비가 진전된 것을 의

미한다. 

중기가마쿠라의 도시개조는 동서축에서 남북축으로

변화하 고, 남쪽 바다를 향하여 크게 전개된 것이나, 이

때 동서도로를 따라 요리토모가 건립한 오오쿠라 어소

등의 공간은 요리토모의 출신지로서 그대로 보존되었으

며, 남쪽을 향하여 크게 개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여기에는 무가정권도시로서 획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1225년 시켄 호죠 야스토키의 주도로 천황 거소

가 이전한 것은, 3대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가 암살

되고 오오쿠라 어소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계기로, 혈통

이 끊긴 미나모토씨 쇼군을 이어 교토의 섭관가로부터

큐죠 요리츠네(九穡亂格)가 허수아비 쇼군으로 추대되

13 ● Ono Masatoshi 헤이안쿄[平安京]의 변용과 중세 초기 정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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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이 대규모의 개조는 시켄 호죠씨에 의한

새로운 권력주체, 신체제의 선언과 함께 그 결과로서 그

당시까지의‘쇼군의 집(家)논리에 의한 가마쿠라’로부

터의 탈피로 주도된 것이다. ‘무사의 도시’, 공권력의 도

시로서의 가마쿠라로 변화한 것이다. 중기가마쿠라로의

도시개조는 이러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무가권력과 도시구상

12세기, 왕권이 허수아비가 되면서도 수도 안에 남아

있는 가운데, 수도 바깥으로 새로이 家政機系을 중심으

로‘집(家)’의 원리에 의한 정치거점이 만들어진 것이 시

라카와와 토바, 로쿠하라, 호쥬지덴이었다. 도고쿠지방

에서 태어난 무사정권이, 같은 원리에 의한 정권도시를

구상한 것은 주종관계를 축으로 의제적인‘집(家)’원리

【 그림 6 】중기가마쿠라의 공간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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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력이 구성되는 무사 가문에게는 단순한 시라카

와·토바의 모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엇보다도 어울

리는 논리 으며, 또 고대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논리

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경관으로서 구

현화할 때에 무사 가문의 대들보로서 도고쿠 무사에 의

하여 추대된 정권으로 도시의 논리와 경관을 도입하

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와의 공통된 가치

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다. 

히라이즈미·가마쿠라를 보면, 유통 상공업을 비롯

한 도시기능과 도시적 경관이 정비되기까지 각각 약 50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마쿠

라가 만들어질 즈음의 사원경관을 제외하면 히라이즈미

에서 누적된 결과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

터 새로 설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50년의 시간

을 생각하면 히라이즈미와 가마쿠라로서는 권력의 명확

한 의도에 의해 도시기능이 기획되었다기보다도 정권의

소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로

서 도시기능이 집적되었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12

세기 일본의 정치권력, 특히 무가정권은 스스로의 거점

으로서 도시를 기획, 형성하는 의식과 이를 실현하는 능

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명확한 동아시아 모

델의 도성을 실현함으로써 왕권의 존재를 보이는 고대

율령정권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 후 무사정권이 권력의 의도를 도시구조로서 명확

히 보이게 되는 것은 15세기 후반 이후 전국시대 다이묘

(大名)의 領攻統治를 중심으로 한 죠카마치(城下町)로부

터이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천하통일을 실현하는 오

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연합정권에서는 天守閣, 高石垣, 기와를 올린 초석건물

을 한 세트로 한 구체적인 성의 형태와 함께, 성을 중심

으로 수평적으로는 동심원구조, 수직적으로는 산과 구릉

을 이용한 상하 시각에 따른 계층성을 보이는 죠카마치

의 공간시설이 있었다. 특히 성의 요소에 대해서는 노부

나가와 히데요시의 인가가 필요한 규범성을 갖는 모델로

서의 의미를 부가하여, 전국 다이묘의 계층성을 표현해

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금‘도시의 경관’이 명확

히중세적왕권의상징으로서기능하게되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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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稿は꽊中世都市硏究の視点から꽊都城平安京が中世京都へ變化する契機とその意味꽊それが꽊新たな武家

の政權都市にどのような影響を與えたのかについて걩じた꽋

律令制最後の都城平安京は꽊天皇を絶對頂点とする中央集權が同心円構造に具現された「王城の地」であった

が꽊10世紀後半以궊꽊都城の求心点であった內裏が平安宮からでるなどの變化が始まり꽊都城の理念と舒組み

が急速に形骸化꽊變容した꽋また古代王權に代わり新たな形で王權や諸權力を擔った院や攝關家꽊臺頭する武

家權力などが꽊その本據地に權力の個性や時代性を反映した新たな景觀と空間原理を生んだ꽋

それは次の共通点をもつ꽋①大きな淨土庭園をもつ御堂(寺院)とセットになった御所꽋②皇統(天皇家內の

系統)や家筋の象徵として祖先を祀る墳墓を中心にした都市形成꽋③內裏を起点に南겗に主軸をもつ古代都城と

굋なり꽊御堂と御所が東西に竝ぶ東西街걟を主軸にした都市計畵꽋④京と外部との交通の結節点に立地꽊特に

水邊に積極的に展開された都市꽋

日本の中世は武家政權の時代をむかえ꽊東國の初期武家政權の本據平泉や最初の幕府が開かれた鎌倉が꽊モ

デルとしたのは꽊「都城平安京」ではなく꽊平安京の京外の新都市の景觀と空間原理であった꽋

特に平泉や鎌倉などが꽊家政機關と祖先墓を中心にした「イエ原理」による政權都市を積極的に受容したのは꽊

單なる都の模倣ではなく꽊主從關係を軸に擬制的なイエの原理で權力が形成される武家にはもっとも相應しい

걩理であり꽊また古代とは굋なる新しい時代の걩理であったからである꽋その一方で武家の棟梁として武士達

によって推戴された初期の武家政權は꽊都の걩理や景觀を導入しただけではなく꽊彼らとの共通の價値觀を表

現することも重要な要素であった꽋それが꽊最新の都模倣の御堂とそれとは對照的な東國武家の傳統的な御所

の竝立という꽊宗敎空間と政治·日常空間における權威表徵の意識的な使い分けによって表現された꽋

平泉や鎌倉では꽊流通꽊商工業などの都市機能や都市的な景觀が整備されるまでに約50年の時間經過が必

要であった꽋12世紀の日本の武家政權は自らの據点として都市を企畵꽊形成する意識と實現する能力をどれほ

どもっていたのか檢討が必要である꽋明確な東アジアモデルの都城を實現することにより王權の存在を示した

古代律令政權との違いは大きい꽋

この後꽊武家が權力の意圖を都市構造として明確に示すのは꽊15世紀後半の戰國大名の城下町からである꽋

特に16世紀後半から天下統一を實現する織田信長꽊豊臣秀吉の織豊政權においては꽊具體的な城や城を中心と

した階層性を明示した城下町の空間設計があった꽋ここでは再び「都市の景觀」が明確な權力の象徵として機能

することになっていくのである꽋

主題訶 中世都市꽊平安京꽊平安宮꽊律令制꽊武家政權꽊平泉꽊鎌倉

平安京の變容と中世初期政權都市 要旨

小野正敏
日本人間文化硏究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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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造營された最後の都城が平安京である꽋そ

の後꽊中世꽊近世において꽊日本では都城が造營さ

れることはなかった꽋本稿では中世都市を硏究する

立場から꽊①都城平安京が中世都市京都へと變化す

る契機とその意味꽊②この都の變容が꽊中世に新た

に生まれる武家の政權都市にどのような影響を與え

たのか꽊それに焦点を絞って걩じたい꽋

なお꽊本稿は꽊2011年に韓國ソウルで開催された

「東アジアの中世都城」シンポジウムの報告を元に補

筆したものである꽋

1. 平安京の變質と院政期京都の特質

平安京と中世政權都市との關係を考えるとき꽊特

に次の2点が重要と考えられる꽋第1は꽊古代王權の

象徵である都城という原点から見たときに顯著とな

る王權の衰退と變質を反映したと考えられる平安京

の變化である꽋律令制最後の都城平安京は꽊天皇を

絶對頂点とする中央集權が同心円構造として都市空

間に具現された「王城の地」であったが꽊それが諸權

力の分散竝立するなかに天皇が所在する平安京꽊そ

の後の中世京都へと變化꽊特に平安宮の機能が分解

したことに示される都城原理の解體である꽋第2は 꽊

その結果꽊古代王權の衰退に代わり新たな形で王權

や諸權力の擔い手となった院や攝關家꽊臺頭する平

氏をはじめとする武家權力などがあり꽊それらの本

據地にみられる權力の個性や時代性を反映した新た

な空間原理の確認である꽋

第1点については꽊具體的には꽊10世紀後半以궊꽊

都城の求心点である平安宮に變化が始まり꽊都城の

理念と舒組みそのものが急速に變容꽊形骸化してい

く動きとしてとらえられる꽋平安宮では꽊960年の

內裏炎上をはじめとする度重なる火災を契機として꽊

天皇の居所であり꽊政務の場である內裏が平安宮か

らでて꽊京內の有力な貴族邸などに假居し꽊そこを

「里內裏」とすることがはじまり꽊やがて11世紀後半

には複겤の里內裏が常態化する꽋中でも閑院內裏は

その中心的な位置を占め꽊約90年の長期꽊10代にわ

たり天皇の政務の場となった꽋また八省院など宮內

の官衙建物の多くは1117年の大火による消失以後は꽊

太政官廳などの一部を除いて多くは再建されること

がなかった꽋一方꽊再建され꽊維持された建物は꽊

天皇の卽位式や大嘗祭などの王權の權威に關わる重

要な儀禮の場に關係したものが中心であり꽊築地な

どの修復についても天皇の尊嚴を保つために必要な

部分に限定された狀況があった(野口孝子2006)꽋 つ

まり꽊都城の核である王權の場としての平安宮は꽊

天皇の日常の居所꽊政務の場である京內にでた里內

裏と꽊象徵的な儀禮꽊궋事のみを궋う機能の縮小さ

れた大內裏(本內裏)とに分解したのである꽋これは

平安京が꽊古代律令國家の象徵としての王城平安京

から꽊天皇とともにさまざまな權力꽊そしてその本

據地が混在する中世都市京都へと變質したことと評

價される꽋こうした內裏·院御所をはじめとして軍

事權門·攝關家·寺社權門等の多樣な據点を包括し

たこの時代の京都のイメ꽖ジに對して꽊「巨大都市複

合體」(山田邦明2009)꽊「王權複合都市」(野口實

2006)といった槪念も提案されている꽋

10世紀以궊急速に進む古代的王權の衰微·變質の

現象は꽊都城のみではなく꽊それを錢貨についても

典型的に見ることができる꽋日本においては꽊和同

開塑が平城京遷都꽊隆平永寶は平安京遷都とセット

で發궋されている꽋このことが示すように꽊古代の

錢貨發궋は都城とならぶ꽊中國に規範を求めた王

權·國家の象徵として意識されていた꽋一方꽊中世

の日本は꽊東アジア諸國のなかで中國に次いで錢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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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がもっとも盛궋する國であったが꽊それにも關わ

ら ず 꽊958年初鑄の乾元大寶を最後に江戶時代にな

って寬永通寶を鑄るまでの間には꽊朝廷や鎌倉幕府꽊

室町幕府による市場に流通する公式な錢貨の發궋は

궋われなかった꽋同じ時꽊アジアのなかでは中國は

もとより꽊高麗꽊朝鮮꽊安南꽊琉球など皇帝の專制

支配の國家では錢貨が發궋されており꽊都城問題と

ともに꽊東アジアの他の國꽓と大きく굋なる日本の

中世王權の實態と特徵として指摘できる(中島圭一

1998·金澤悅夫2001)꽋

第2点は꽊天皇の位を退いた上皇·法皇によって

궋われた院政という11世紀後半から始まる約100年

間に及ぶ國政の體制であり꽊その政治據点となった

院御所の問題が重要である꽋院御所は京內にも作ら

れたが꽊これとは別に京外にも新たに白河や鳥羽꽊

法住寺殿などの院御所が作られた꽋これらの新たな

國政の據点は꽊それぞれ成立の契機や機能に個性を

强くもつ新都市作りになるが꽊一方で꽊時代や權力

主體を反映した都市としての共通性も有している꽋

これらの新都市が成立したことが꽊平安京の空間構

造の原理を變えたばかりでなく꽊京都以外の中世の

政治據点の都市作りにも强い影響を及ぼしていくの

である꽋

本稿のテ꽖マに則して結걩的にいえば꽊11世紀か

らの初期武家政權としての奧羽の藤原氏の本據平泉

や1180年源賴朝によって初めての幕府が開かれた鎌

倉が꽊政權都市としてのモデルとしたのは꽊「都城平

安京」ではなく꽊時代を反映する京外の新都市の景觀꽊

空間原理であったといえる꽋

これら京外に造られた新都市の特徵には꽊次のよ

うな共通性を指摘できる꽋①大きな淨土庭園をもつ

御堂(寺院)とセットになった御所꽋②皇統(天皇家內

の系統)や家筋の象徵として祖先を祀る墳墓を中心と

した都市形成꽋鳥羽では鳥羽·白河겱院と近衛天皇

の墳墓堂꽊괯波갥では平淸盛の祖父正盛の墳墓堂が

作られた꽋11世紀頃から廣く流布する淨土敎は꽊來

世に極겦淨土に生まれ變わるため꽊現世で造寺꽊造

佛꽊寫經などの功德を積むことを敎えていた꽋その

ためこうした궋爲が競って궋われたが꽊平安京にお

いては都城內に官立の東寺꽊西寺を例外にして寺院

の建立が嚴しく規制꽊排除され꽊墓地もまた禁止さ

れていた(山田邦明2009)꽋したがって꽊院や攝關家

が新據点を作るに際し꽊その規制からはずれた京外

に選地することによって實現が可能となった景觀で

あり꽊また時代性を反映するための選地とも言い換

えられる꽋③內裏を起点に南겗に主軸をもつ古代都

城と굋なり꽊御堂と御所が東西に竝ぶ東西街걟を主

軸とした都市計畵꽋白河や鳥羽は꽊平安京の延長に

格子狀街區を形成する꽋④京と外部との交通の結節

点に立地꽊特に水邊に積極的に展開された都市꽋例

えば꽊鳥羽は鴨川と桂川の合流地点に造營され꽊水

邊の景勝地でもあったが꽊ここは淀川から海へとつ

ながる平安京の玄關湊でもあった꽋

以上の点に加えて꽊院御所を核とするこれらの據

点は꽊商工業地を獨自にもたず꽊京中とセットで機

能している点でも共通する꽋例えば꽊鴨川を隔てた

東山地區にある괯波갥·法住寺殿は꽊平安京東市周

邊に繁榮していた七條町や院政期に再開發された八

條院町などの商工業地と東西に結ばれて機能してお

り꽊西八條は平家の本據地でもあった(野口實2006)꽋

このうち鳥羽は꽊白河院讓位後の御所として꽊優れ

た水邊景觀を活かした遊興の場として造營されたも

のである꽋ここで궋われる公卿會議は院の家政に關

わることが主であり꽊また꽊御所に加えてその構成

される邸궀群は院の近臣たちを主としていた(美川圭

2006)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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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狀況は꽊これらの本據地が本來꽊院の家

政機關としての性格や機能を主體に構成されたこと

を示しており꽊政治機能においても京中の內裏や院

御所との相互關係꽊都市機能においても京中の町場

機能に密接に依存しつつ存在し꽊個別に都市として

の完結を意圖していないことが提示され꽊平泉や鎌

倉の原理を考えるときに重要な視点となる꽋

本項でみた平安京とその周邊の問題を確認したう

えで꽊次に中世初期の武家政權の據点として꽊平泉

と鎌倉をみてみたい꽋

2. 中世武家政權の本據地꽊平泉と鎌倉

平泉は꽊11世紀から12世紀後半にかけて꽊現在の

東겗地方5縣に相當する廣大な陸奧·出羽겱國を支配

した地方武家政權の藤原氏4代にわたる本據地である꽋

一方꽊鎌倉は꽊源賴朝が꽊1180年に本格的な武家政

權である鎌倉幕府を開設した都市である꽋平泉は꽊

東國の支配權の確立を目指した賴朝によって꽊1189

年に藤原氏とともに滅亡した꽋この結果꽊新しい都

市として變化することなく꽊12世紀に武家政權が到

達した政權都市の具體像が地中に殘され꽊發掘調査

によって全體像が判明する겤少ない例となった꽋

平泉の終末期の模式圖が圖1である(羽柴直人

2001)꽋겗上川の水邊に造られたその中心部を槪觀

すると꽊東西街걟②を基準にして꽊南겗街걟によっ

て區畵された內邊400尺(122.3m)の街區が竝んでいる꽋

K金鷄山には經塚があり꽊それを結んだ南겗街걟⑧

が町割りの南겗軸となった꽋南겗街걟⑦꽊⑧は100

尺(30.6m)꽊東へはずれると2分の1の50尺などとな

る꽋また꽊東では南겗軸が東に傾き東西街걟②に直

궋していない꽋これは初代淸衡が平泉に本據を置い

た 後 꽊2代基衡と3代秀衡によって2時期に都市が整

備され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꽋それぞれの計畵軸に

は꽊基衡꽊秀衡が各꽓造營した御堂と御所(御館)が

セットで存在し꽊各代の當主の據点が場所を變えて

造營され꽊その集合體がこの景觀を形成したものと

理解できる꽋すなわち꽊基衡のセットはD毛越寺とE

觀自在王院(基衡の死後その館を妻が寺院とした)꽊

秀衡はG無量光院とH伽갥御所である꽋A中尊寺とＢ

柳之御所が初代淸衡によるものであり꽊その後꽊B柳

之御所は「平泉館」として中心となる政廳の機能を繼

承した꽋

この各代の當主に關わる壯大な御堂と御所のセッ

ト꽊東西街걟を主軸とする基本構成は꽊前項で確認

してきた院政期京都の新都市白河や鳥羽などに共通

する都市計畵である꽋また淸衡が1108年に「鎭護國

家大伽걄一區」御願寺として造營を開始したのが中尊

寺であり꽊갳慶法要には王家竝の「千僧供」の法會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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催したとされる꽋その中尊寺を核として平泉の世界

が構想されていることは꽊景觀のみならず淸衡が平

泉に託した「東國武家政權」としての政治的な强いメ

ッセ꽖ジがあるものといえる꽋この中尊寺の金色堂

には꽊藤原氏3代の遺體がミイラとして祀られ꽊「イ

エ」の精神的紐帶の核となっており꽊さらには町作り

の理念的な起点としての意味もあったと指摘されて

いる꽋このような金色堂のあり方は꽊院政の據点の

鳥羽や法住寺殿の墳墓堂がもつ機能にも通じるもの

と評價される꽋

發掘成果によれば꽊平泉は꽊院政の據点と굋なり

商工業に關して寄生する都市をもたないが꽊それに

も關わらず商工業關連の遺構は東西街걟②にそって

倉町や手工業生産が確認される程度で꽊その集積は

未成熟な狀況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꽋しかし꽊後述

する鎌倉の前期段階にもみられるこうした都市機能

の未成熟な狀況は꽊院政の據点の景觀を單純に模倣

したものというよりは꽊この時期の武家權力が自ら

の本據にどれほどの「都市」を形成する意識と實現す

る力をもっていたのかという視点で檢討することが

必要だと考えられる(小野正敏2011)꽋

御堂としての毛越寺や無量光院は꽊廣大な淨土庭

園をもつ伽걄であり꽊「無量光院はことごとく宇治平

等院を寫した」と鎌倉幕府の史書「吾妻鏡」は傳え꽊毛

越寺の円隆寺も白河天皇の御願寺の白河法勝寺のコ

ピ꽖といわれる(圖2)꽋まさにその時꽓の都における

最新にして最高のモデルを受容する財力と政治力꽊

そして實現する技術力が備わっていたのである꽋こ

うしたことから꽊かつての硏究では꽊平泉は藤原氏

による都への强い指向で作られた京都模倣の都市と

評價されてきたのである꽋しかし꽊겗日本の武家政

權である藤原氏には꽊もうひとつの特徵的な意識が

あり꽊それが平泉の要所にも反映されていることに

注意を拂わなくてはならない꽋

そのことをよく示すのが平泉館＝政廳と位置づけ

られる柳之御所の空間構造や建物群である꽋ここに

は中央とはまったく反對の奧羽(陸奧國·出羽國)の

在地걩理が强く主張されているのである꽋柳之御所

は꽊겗上川に沿ってJ高館とならび細長い丘겓地形に

立地している꽋この自然地形を活かし꽊地形に沿っ

て2重の堀や柵で防御する構造は꽊11世紀に奧羽を

支配した豪族淸原氏の本據である出羽の大鳥井山遺

跡(橫手市)の構造と類似している꽋藤原氏が淸原氏

から奧羽支配を繼承した꽊いわば淸原氏から續く「血

の걩理」を意識した꽊權威の象徵といえるものである꽋

さらに꽊この構造のモデルを꽊古代の秋田城·拂田

柵にまでさかのぼって求める考えもある(高橋學

2010)꽋柳之御所の內部空間の構造においても꽊庭

園はもつものの꽊中心を構成する建物群は꽊都の同

時代の院御所や攝關家に見られる꽊いわゆる「寢殿造

り」の構成ではないことが確認できる(圖3)꽋寢殿造

りでは꽊東西棟で南面を原則とする寢殿を中心にい

くつかの對屋と呼ばれる建物が廊で接續された構成

をもつ꽋柳之御所では꽊南겗棟を原則とし꽊4面に庇

をもつ獨立した大型の建物であり꽊庇の柱間が身舍

と同規模か꽊またはより大きくなる構造が特徵であ

る꽋これは前代に奧羽の在地首長層が國府政廳の建

物を權威の象徵として受容したことに系譜をもつ復

古的な權力表徵の建物꽊奧羽における「公權」を主張

している建物として理解できるだろう꽋こうしたこ

とが奧羽の地元武士たちに對する奧羽支配の正當性

を主張する證となったものといえる꽋

このように最新の都風の御堂とそれとは對照的な

奧羽の傳統的な御所という꽊宗敎空間と政治·日常

空間における權威表徵の意識的な使い分け꽊その竝

立が特徵である(小野正敏2004)꽋その背景には꽊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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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の藤原氏がもつ꽊中央の律令國家によって征服さ

れた蝦夷地＝瀾囚の地の長として中央政府に反亂し

た安倍氏と淸原氏の繼承者としての立場と꽊一方で꽊

秀衡が1170年には鎭守府將軍꽊1181年には陸奧守

に任命され꽊陸奧國の國府多賀城に代わり奧羽支配

をする中央政府の高官としての겱面性をもつことが

大きな理由と考えられる꽋

柳之御所の發掘において「磐前村印」の印文をも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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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印が發掘され꽊また「吾妻鏡」によれば柳之御所に

は「奧州羽州겱國の省帳田文以下文書」があったとさ

れる꽋こうしたことから平泉が國府として實質的に

機能していたことが推定できるが꽊このとき本來の

國府多賀城はどういう狀況であったのか꽋近年興味

深い狀況が明らかにされてきた(古川一明2011)꽋 多

賀城政廳は中央廣場を圍んで正殿·後殿·東西脇殿

などの主要建物がコの字に配置され꽊この基本的な

構成は8世紀前半から11世紀前半まで維持されたと

考えられている꽋11世紀後半から12世紀前半になる

と政廳の主要建物や築地の存續はわからなくなる꽋

同じ頃꽊政廳の겗·西·南の굜接地には新たな建物

や井戶が造られ꽊出土品の樣相から宴會儀禮の場と

して整備されたことが推定された꽋また多賀城の城

外南方には方格地割りの街區があり꽊國司館や國內

の郡關連の施設が配置されていたが꽊これらも10世

紀後半には衰微し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圖4)꽋この

ように古代的な都城的要素がみえなくなり꽊代わっ

て政廳付近が儀禮空間として維持されていく樣子は꽊

ちょうど平安宮の機能が分解して京內へでていく一

方で꽊儀禮的機能の空間として一部が修繕꽊維持さ

れ續ける狀況に重なる꽋賴朝が平泉を滅ぼした後꽊

國府多賀城で幕府の奧羽統治政策を示したとされる

ことは꽊平泉の否定と國府回歸としての古代以來の

公權の場の意識が繼承されている象徵的なできごと

といえる꽋

平泉は1189年源賴朝によって滅ぼされたが꽊次に꽊

藤原氏に代わって東國を中心に武家政權を確立し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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幕府がおかれた鎌倉の狀況をみてみよう꽋

鎌倉は꽊南を海に開き꽊殘る三方を山で圍まれた

袋のような谷地形の中にある꽋鎌倉については꽊か

つて鶴ヶ岡八幡宮を內裏꽊겭宮大걟を朱雀大걟に擬

して꽊平安京模倣の南겗を主軸とした條坊街區を持

つ都市構造が推定されたこともあったが(圖5·大三

輪龍彦1986)꽊近年の發掘の成果は꽊それを否定し

ている꽋都市としての鎌倉は大きく3段階にわけて考

える必要がある꽋1180年に源賴朝が大倉御所を構え

て幕府所在地として始まる源氏將軍3代の前期鎌倉と꽊

源實朝死後꽊1221年の朝廷と幕府の戰いを經て確立

された執權겗條氏による中期鎌倉꽊そして꽊1333年

に鎌倉幕府が滅んだ後꽊關東10國支配のために室町

幕府により「鎌倉府」がおかれた後期鎌倉である꽋こ

の後期鎌倉の實態には不明な部分が多い꽋

賴朝によって作られた前期鎌倉は꽊겗の山龕を走

る東西道걟にそって꽊將軍の大倉御所꽊その西に源

氏の氏神鶴ヶ岡八幡宮꽊東に奧羽征伐戰爭の鎭魂の

ために建立された永福寺꽊南に父義朝の菩提寺で「大

御堂」と呼ばれた勝長壽院を竝べ꽊それを核として御

家人の館が集合した構造であった꽋「吾妻鏡」によれ

ば꽊賴朝が大倉に御所を構えると꽊311人の御家人

が宿館を構えたという꽋また西の山龕には後に壽福

寺となる義朝館があった꽋さらに賴朝の沒後に墳墓

堂として建立されたのが大倉御所の겗側山龕の法華

堂である꽋先祖の館や墳墓堂꽊氏神を祀る鎭守꽊そ

して御所と寺院のセットを中心としてイエの걩理で

構成された前期の鎌倉は꽊東西道に沿った線的な廣

がりで꽊規模的にも機能的にも都市的な景觀には遠

いものである꽋このような構造は꽊先にみた院政期

の新都市や平泉の空間原理と重なる要素が多いが꽊

氏神を祀った神社がその空間の求心点となっている

ことは꽊平安京とは굋なる鎌倉の大きな特徵である꽋

また同じ武家權力でありながら꽊まったく氏神を祀

らなかった平泉の藤原氏とも大きく굋なる꽋鎌倉以

後の武家權力はいずれも寺院とともに氏神をまつる

神社が大きな要素となり꽊特に鶴ヶ岡八幡宮は武家

全體の氏神としての崇敬を集めることになる꽋

賴朝に關連する前期鎌倉とその直前の義朝段階に

比定される發掘遺構には特徵的な狀況が指摘されて

いる(岡陽一걏2006)꽋それは①巨木を柱とした大型

柵列あるいは板燈による區畵施設꽊②大型の掘立柱

建物꽊③斷面がV字で幅3~5m꽊深さ2~3mの大規模

な堀である꽋年代的には12世紀後半までの遺構であ

り 꽊13世紀になると確認されない遺構群である꽋①

や③は極めて防御性が强い施設であり꽊②について

は中期鎌倉にも大型建物はあるが꽊それは礎石建物

になっている꽋これらが發見された地点はいずれも

大倉御所周邊や겭宮大걟の鶴ヶ岡八幡宮に近い地區

に集中しており꽊義朝꽊賴朝の時期の空間に限定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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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4 】多賀城と古代方格街區

(„fi¨› 03)¿ ‡º ˇ  2013.4.19 5:14 PM  ˘ ` 25   G4-150 ¡»  ˙`‚ ¯˝



れることがわかる꽋①や③は先に紹介した大鳥井山

遺跡や先궋する拂田柵や多賀城にある大規模な巨木

を密に建てた木柵列の施設や平泉の柳之御所の中心

部を方形に圍む矢板狀の打ち腐み式板燈やV字堀な

どの系譜との關係が注目される遺構である꽋都市に

はふさわしくないこうした特徵的な遺構も꽊都市化

が進む次の中期鎌倉では見られなくなる꽋

このような遺構の存在は꽊賴朝段階の鎌倉が꽊さ

まざまな点で東國の武家の걩理を主張していたこと

を暗示している꽋それは將軍の居所である大倉御所

の空間構造や建物群にも表現されていた꽋大倉御所

は考古學的な情報で直接的に語ることができないが꽊

その御所をモデルとして受容した東國の御家人の館

の發掘成果による空間構造や建物群の實態꽊「吾妻

鏡」に記載される將軍と御家人達との儀禮の記事など

から推定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小野2004)꽋そこに

は從來꽊建築史が提示してきた都の貴族層の屋敷と

同樣に大規模な寢殿造りに復元されたものとは굋な

る樣子が確認できるのである꽋大きな違いは꽊ひと

つは寢殿造りでは不可缺の屋敷內の空間をランクづ

けし區畵する中門廊という施設がなかったこと꽊も

うひとつは꽊中門廊の外側の最もランクの低いエリ

アにある侍廊または侍所と呼ぶ建物が將軍と御家人

の對面や酒宴に多く登場することである꽋1192年に

造營された2期大倉御所には꽊18間(約36m)に及ぶ

細長い侍所があり꽊「事終將軍家갂出御干西侍障子上

盃酒及겤巡」(1195年正月1日條)とあり꽊武家の棟梁

である賴朝と御家人達との主從關係の確認の場とし

て重視された꽋寢殿造りにすむ都の貴族は決して侍

廊には出座することはないことと對照的である꽋

こうした東國武家の棟梁としての意識は3代實朝

段階で變化が始まる꽋1213年の御所再建に際しては

中門廊が導入され꽊中門廊がない御所は「頗似荒廢之

橓」(「吾妻鏡」1228年10月18日條)とまで記載される

ようになっていた(岡2006)꽋

一方で꽊賴朝も自らの權威付けの裝置として都の

それを利用する術も心得ていたと考えられる꽋例え

ば1180年賴朝は妻政子の安産を祈願して海岸から鶴

ヶ岡八幡宮への參詣걟겭宮大걟を造成した꽋この中

央には「段葛」と呼ばれる石を置き一段高く作られた

通걟が伴うことが特徵である꽋中世の繪畵資料「善寶

寺寺地圖」にも「置石」と記載される꽋段葛は平安京の

內裏への貴人の通걟である「置걟」にならったもので

將軍の參詣に使われた儀禮的通걟と考えられている

(高橋愼一걏2005)꽋前項にみたように꽊この時期は

里內裏として閑院內裏が中心的に使われており꽊閑

院內裏を圍む三町四方を「陣中」と稱し꽊大內裏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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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5 】鎌倉の條坊街區の想定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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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擬されていた꽋この內裏への參內の通걟が置걟で

あり꽊裏築地という外側の景色を遮斷する裝置を伴

っていた꽋この閑院內裏の修理維持は鎌倉幕府の負

擔であり꽊內裏警護の大番役はこの閑院內裏の警護

役であった꽋賴朝が參內したこの置걟が겭宮大걟に

作られたことの意味が暗示される(野口孝子2006)꽋

執權겗條泰時のもとで中期鎌倉へと大きく改造す

るのが1220年代である꽋<圖6>は中期鎌倉の模式圖

である꽋御所を大倉から겭宮大걟沿いの宇都宮へと

移し꽊鎌倉は東西軸から南겗軸へと轉換する꽋幅11

丈(33m)の겭宮大걟を軸に四方を橫大걟(幅21m꽊)小

町大걟(11m)꽊今小걟꽊굯大걟などで區畵し꽊これ

らの幹線道걟の交差点を中心に10カ所の公認された

常設店鋪地區が展開した꽋また和賀江に人工の湊を

作るのも同じ頃である꽋

その空間槪念では꽊この谷地形の內部が文獻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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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6 】中期鎌倉の空間模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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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いう「鎌倉中」と認識され꽊幕府の「地奉궋」の管理

であった꽋主要道걟で圍まれた地區の겗半の겭宮大

걟沿いには幕府や執權邸꽊겗條一門などの大型の屋

敷が集まる꽋その外側の山龕には谷戶地形を單位と

して大寺院や幕府を支えた有力御家人の屋敷などが

構えられた꽋一方꽊「前浜」と呼ばれた浜地は流通の

ための倉庫群が集中する場であるとともに꽊動物の

皮革꽊骨角加工の職人などを含む都市下層民や漁師

の住む場となり꽊都市の墓域ともなり꽊律宗極겦寺

の支配下におかれた꽋この前浜と大걟によって圍ま

れた空間の境界には꽊鳥居や堂꽊石造物などの視覺

的な裝置がおかれ꽊空間の違いを明示していた꽋

文獻史料では꽊13世紀にはいると꽊廣い範圍を類

燒する都市型火災などが頻繁に記錄されるようにな

り꽊發掘調査でも都市域が面的に展開した樣子が確

認される꽋なお文獻史料には京都にならって戶主制

の궀地配分꽊保を單位とする町の整備と管理のため

保꽓奉궋や棍屋の設置があったとされる꽋景觀的に

も機能的にもようやく都市としての整備が進んだこ

とを意味する꽋

中期鎌倉の都市改造は꽊東西軸から南겗軸へと變

化し꽊南の海に向かい大きく展開することになるが꽊

この時꽊東西道걟にそった賴朝に因む大倉御所をは

じめとする空間は꽊賴朝の故地としてそのままに保

存し꽊南に向かって大きく改造したことに注意が必

要である꽋ここには武家の政權都市にとって大きな

畵期となる意味が腐められている꽋この1225年の執

權겗條泰時の主導による御所の移轉は꽊3代將軍源實

朝が暗殺され꽊大倉御所が燒亡したのを契機に꽊血

統が絶えた源氏將軍にかわり꽊京都の攝關家から九

條賴經が傀儡の將軍として迎えられたことによる꽋

この大きな改造は꽊執權겗條氏による新たな權力主

體꽊新體制の宣言であるとともに꽊結果として꽊そ

れまでの「將軍のイエ걩理による鎌倉」からの脫却へ

と導いたのである꽋「武士の都」꽊公權の場としての

鎌倉への變化である꽋中期鎌倉への都市改造はその

ように意義づけられるのである꽋

3. 武家權力と都市構想

12世紀꽊王權が形骸化しつつも京內に殘るなか꽊

京外に新たに家政機關を中心としてイエの原理によ

る政治據点が作られたのが白河や鳥羽꽊괯波갥·法

住寺殿であった꽋東國に生まれた武家政權が꽊同じ

原理による政權都市を構想したのは꽊主從關係を軸

に擬制的なイエ原理で權力が構成される武家にとっ

て꽊單なる白河·鳥羽の模倣ではなく꽊自らにもっ

とも相應しい걩理であり꽊また古代とは굋なる新し

い時代の걩理であったともいえよう꽋そして꽊それ

を都市景觀として具現化するとき꽊武家の棟梁とし

て東國武士により推戴された政權として꽊都の걩理

や景觀を導入しただけではなく꽊一方では彼らとの

共通の價値觀を表現することも重要な要素であった꽋

平泉꽊鎌倉をみると꽊流通商工業をはじめとする

都市機能や都市的景觀が整備されるまでに各꽓約50

年の時間經過が必要であったことになる꽋鎌倉が作

られるに際して꽊寺院景觀を除けば꽊平泉の蓄積し

た結果が繼承されることなく꽊リセットされたこと

になり꽊この50年という時間を考えると꽊平泉にし

ても鎌倉にしても꽊權力の明確な意圖によって都市

機能が企畵されたというよりも꽊政權の所在地にな

ったことによって人口の蓄積が궋われたことで結果

として都市機能が集積されたと評價すべきではない

だろうか꽋12世紀の日本の政治權力꽊特に武家政權

は自らの據点として都市を企畵꽊形成する意識と實

現する能力をどれほどもっていたのであろうか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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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時代の武家權力には共通の都市イメ꽖ジというも

のがあったのであろうか꽋明確な東アジアモデルの

都城を實現することにより王權の存在を示した古代

律令政權との違いは大きい꽋

この後꽊武家が權力の意圖を都市構造として明確

に示すようになるのは꽊15世紀後半以궊の戰國大名

の領國統治の中心となった城下町からである꽋特に

16世紀後半から天下統一を實現する織田信長꽊豊臣

秀吉の織豊政權においては꽊天守閣꽊高石垣꽊瓦葺

き礎石建物をセットにした具體的な城の形とともに꽊

城を中心として水平的には同心円構造꽊垂直的には

山や丘겓を利用した上下の視角により階層性を明示

した城下町の空間設計があった꽋特に城の要素につ

いては信長や秀吉の認可が必要となる規範性をもつ

モデルとしての意味を付され꽊全國の大名の階層性

の表現となっていくのである꽋ここでは再び「都市の

景觀」が明確な中世的王權の象徵として機能すること

になっていくのである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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