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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은 왕권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지지하는 지배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일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례의 장으로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적으로 건설

되었다. 그 기원은 중국에서 유래하며, 일본은 律令制를 바탕으로 하는 천황제 고대국가가 실현되는 7세

기 말‘藤原京(후지와라쿄)’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출현한다. 7세기 말부터 거의 1세기 간 複都制가 채택

되었기에‘藤原京’이후 도성은 여러 곳에 건설되었고, 때로는 천도되었다. 그러나 8세기 말‘長岡京(나

가오카쿄)’에서는 複都制를 지양했고, ‘平安京(헤이안쿄)’에 도읍을 정한 이후, 중세·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헤이안쿄-교토에는 1100년에 걸쳐 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지금의‘京都市’(교토시)에

이르게 된다. ‘藤原京’가 고대 일본 최초의 도성이었다면, ‘平安京’는 마지막 도성임과 동시에 중세 도시

로 변모해 가는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藤原京’이래 남북축선에 대한 선대칭 구조를 의식해 도성이 축조 되었고, ‘平安京’에서는 이러한 구

조가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지만, 9세기 초 천황과 관인들의 의식·정무의 동선이나 좌석 배치에 있어서

동서방향이 채용되게 되었고, 이에 더해 9세기 말에는 천황의 거소가 도성의 축선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10세기 중반 경‘平安宮(헤이안큐)’에서는‘內裏(다이리)’를 중심으로 한 잦은 화재가 발생해 천황은

궁외로 거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천황이 궁 바깥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平安宮’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한정적으로 유지 수리가 될 뿐이었으나 결국에는 그것마저 어려워져 폐쇄에 이르게 된

다. 한편 귀족의 저택도 7세기 이래의 남북축선에 대해서 동서의 선대칭 구조로 부터, ‘寢殿造(신덴즈쿠

리)’라고 불리는 건물배치도 공간구성도 비대칭인 건물양식이 주류를 이루어 갔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대 도성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도성‘平安京’는 남북을 축선으로

하는 선대칭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9세기‘平安宮’의 변화를 시작으로 11~12세기에 크게

변모해갔다. 이처럼 고대국가의 도성이 가지고 있었던 남북을 축으로 하는 구조를 버리고 동서방향으로

동선을 취한 움직임은 고대국가의 이념을 탈피하여 다음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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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城01은 왕권과 그것을 지탱하는 지배계층이 모여 거

주하며, 중앙집권적인 통일지배와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례의 장으로서, 전근대의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적으로 건설되었다. 그 기원은 물론 동아시아의 많

은 정치적·문화적 여러 요소와 같이 중국에서 유래하

으나, 일본에서는 6세기 말부터 시작된 대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형성으로의 지향이 율령제에 기초한

천황제 고대국가로서 실현되는 7세기 말, ‘후지와라쿄

(藤原京)’로 처음 지상에 출현하 다. 그 이후 도성은 8세

기에 헤이죠(平城), 쿠니(恭仁), 코우카(甲賀)가 차례로

건설되고, 후지와라(藤原)→헤이죠(平城)→쿠니(恭仁)

→코우카(甲賀)→헤이죠(平城)로 천도가 행해졌다(그림

1 및표 1). 또이때에는일관적으로複都制가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主都와 함께 난바(難波)·호라(保良)·유게

(由義) 등의副都가건설되었다(그림1 및표1). 

그러나 8세기 말 우선 784년 나가오카쿄(長岡京)로

천도하고, 부도 난바쿄를 폐하여 複都制를 지양하고 單

都制로 이행하 다. 이어서 794년 나가오카쿄에서 헤이

안쿄(平安京)로 천도하고, 드디어 이곳으로 도읍을 정하

기에 이르 다.02 그리고 그 후 헤이안쿄가 조 된 땅에

는 중세·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1100여 년에

걸친 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 기 때문에, 헤이안쿄

의 땅은 변모를 이룩하면서 오늘날의 교토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후지와라쿄’가 일본의 고대율령국가 최

초의 도성이었다면, 헤이안쿄는 그 마지막 도성임과 동

시에 중세 도시로 변모해 하는 전환점에 위치하 다. 

헤이안쿄의 연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라마츠 미츠요(裏松光世 1736~1804)가 저

술한『大內裏詭考嗇』(故實叢書 및 新訂增補故實叢書에

수록)은 과거의 헤이안큐(平安宮)와 헤이안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복원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문헌학적 연구

이다. 또 근대가 되어 헤이안 천도 1100년 사업의 하나로

서 유모토 후미히코(湯本文彦 1843~1921)에 의해 편찬

된『平安通志』(京都市굱事會 편)는 근대적인 측량의 성

과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헤이안쿄의 복원도「平安京舊

址實測全圖」를 작성한 점에서, 오늘날 헤이안쿄연구의

기초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헤이안쿄연구는 문

헌학적 연구가 선행되어 시작된 것에 대하여, 발굴조사

에 기초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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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그림 1 】일본고대도성의 변천

01 일본에서는‘都城宮室’이라는 사료상의 표기(『日本書紀』天武 12년 12월 庚午條)와, 일본에서 도성의 구체적인 발전 방식을 답습하여‘宮都’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도성연구에서 저명한 키시 토시오(岸俊男)의 제안에 기초하 는데, 본고에서는‘도성’이 동아시아에 공통된 개념·용어임을 인식하여
‘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02『日本書紀』弘仁元年 9월 丁未조에 기록된 사가(嵯峨)천황의 詔에 새로운 도성을 헤이안쿄·헤이안큐라고 명명하여‘方代宮’으로 정한 것은 헤이안 천도를 실
행한 칸무(桓武)천황 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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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일본고대도성의 천도

서기 천황 야마토 셋츠 카와치 야마시로 오우미 비고

593
603 스이코

토요라 궁
↓

오하리다 궁

630
636

640

640

죠메이

아스카 오카모토 궁
↓

다나카 궁
↓

우마야사카 궁
↓

쿠다라 궁

아스카오카모토궁소실

642
643 코우교쿠

오하리다 궁
↓

아스카 이타부키 궁

645? 코우토쿠
나니와노 나가라노

토요사키 궁

655
655

656

사이메이

아스카 이타부키 궁
↓

아스카 카와라 궁
↓

후 아스카 오카모토 궁

아스카이타부키궁소실

667 텐치 오우미 오오츠 궁

672
672

672

683
686

텐무 시마 궁
↓

후 아스카 오카모토 궁
↓

아스카 키요미하라 궁
나니와 도읍 복수 도읍제 공포

나니와 궁 소실

694

지토우
후지와라 도읍

몬무

710 겐메이
헤이죠 도읍 후지와라 궁 소실

겐쇼우

726?
742
744
745

쇼우무

헤이죠 도읍

나니와 도읍
쿠니 도읍

코우가 궁

재 축조

별궁 시가라키 궁

코우켄

761 쥰닌 북경 호라 궁

769 쇼우토쿠 서경 유게 궁

코우닌

784
793

794

칸무

나가오카 도읍

헤이안 도읍

복수 도읍제 폐지

헤이제이

810 사가 헤이죠 궁 쿠스코의 변

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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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후 다. 일본에서는 고도경제·버블확장의 두

경제성장기에 전국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그에 수반하

여 교토시에서도 각지에서 발굴조사가 끊임없이 실시되

었다. 단 교토시가 헤이안쿄 이후의 긴 역사를 가졌기 때

문에, 지하에는 현대까지 이르는 각 시대의 유적·유구

가 복잡하게 중복되어 존재하고, 또 오늘날에도 약 150

만 명이 거주하는 현대도시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는 곤

란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한 번에 정리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어려우나, (재)교토시매장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관·여러 단체가 발굴조사를 계속 행하여 온03

착실한 연구 성과가 모두 헤이안 建都 1200년을 계기로

편집, 간행된 고대학협회·고대학연구소 편『平安京提

要』(角川書店 1994년)과 (재)교토시매장문화재연구소

편『平安京硏究資料集成１平安宮』(柳原書店 1994년)·

『平安宮 I』(교토시매장문화재연구소 조사보고서 제13책

1995년)의 2권으로 정리되어, 드디어 그 전모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근년에는 헤이안쿄·헤이안큐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는 중요한 발굴조사가 차례로 행

해지고 있다.04

1. 헤이안쿄·헤이안큐의 규모와 구조

헤이안쿄의 조 은 천도에 앞선 792년경 우선 헤이안

큐에서 시작되어, 793년의 귀족·관인들의 궀地班給을

거쳐 794년에 천황이 옮겨옴으로써 천도가 실현되었다

(표 2). 헤이안쿄·헤이안큐로 명명된 수도와 궁의 조

은 천도 후에도 계속되어, 조 개시부터 거의 10여 년을

지나 일단 완성을 보았다고 생각된다.05

1) 헤이안쿄·헤이안큐의 규모·현상

헤이안쿄는 남북 약 5.2km, 동서 약 4.5km의 규모를

갖고, 남북 9條와 북단(1/2조), 동서 각 4坊의 조방으로

이루어졌고(條坊制), 수도의 중앙 최북단에는 남북 2.5

조분 약 1.38km, 동서 2방분 약 1.15km를 점하는 헤이안

큐가 있다(그림 2). 헤이안쿄·헤이안큐는 모두 세로로

긴 장방형의 현상을 보이고, 헤이안큐가 수도의 중앙 북

단에 위치한 것은 헤이죠큐를 답습한 것(겗闕型)이다.

헤이안큐는 사방을 토담(츠이지베이, 築地燈)의 오오가

키(大垣)로 둘러싸고 14개의 궁성문을 냈는데, 헤이안쿄

는 수도의 정문인 羅城門이 유일한 문이고 거기서 동서

로 수도의 남면을 장식하는 시설을 연결하 을 뿐으로,

사방을 둘러싼 방어적인 시설로서의 나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06

헤이안쿄의 인구는 9세기에 12만~13만명 정도 을

것이라는 추정07이 있는데, 그 인구 구성은 대략 천황과

황친들이 수십~2,3백여 명, 五位 이상의 귀족과 가족이

약 1,000~2,000명, 괯位 이하의 관인과 가족이 약 5~6

만명, 기타 이른바 서민(이상 귀족·관인들과 그 가족을

제외한 수도 인구)과 노역을 담당한 서민 등이 수만 명

정도 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위와 같

은 규모의 헤이안쿄 전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9세기의 사료에는 누차 수도 안에 공한지가 있어 그것이

전답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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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永田信一,「平安京跡發掘史（１）－(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設立25 周年を迎えて－」,（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硏究걩集8』에 1981년까지의 헤이안쿄 발굴
의 역사에 대하여 연표·참고문헌 모두를 상세하게 싣고 있다.

04 (재)도쿄시매장문화재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kyoto-arc.or.jp/)에서는 교토시매장문화재조사기요(1976-2007년도, 일부 미게재)·교토시매장문화재
연구소발굴조사보고(2001년 이후) 등의 발굴조사보고가 PDF로 공개되어 있고, 그로부터 헤이안쿄에 관한 근년의 발굴조사 상황과 성과를 대체로 알 수 있게
되었다.

05 헤이안쿄의 남쪽 끝, 동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동서 사원이 완성된 것은 조 개시부터 100년 이상 지난 10세기에 들어서이다. 
06 일본의 고대도성에서 발굴조사에서 京極이 일부라도 확인된 것은 헤이안쿄 이외에‘후지와라’쿄·헤이죠쿄가 있을 뿐이다. 그 조사로 보아도 이들 도성의 둘

레를 나성이라 부르는 시설로 둘러싼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 헤이안쿄의 남면에 있던‘나성’은 헤이죠쿄의 남면에서도 같은 시설이 확인되었다. 
07 井上滿걏, 1992, 「平安京の人口について」『京都市歷史資料館紀要』第10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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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쿄의 발굴조사에서도 조방이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었

을 헤이안쿄 전역에 미쳐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

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헤이안쿄는 이념상 남북으로 세

로길이가 긴 장방형의 형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지

상에 실현된 것은 부정형의 도성이었다고08 생각된다. 

2) 헤이안쿄·헤이안큐의 구조

헤이안쿄의 구조(그림 2) 헤이안쿄의 기본적인 설계

는 조 계획선에서 일정한 규모의 마을(町, 사방 약

120m)과 너비가 다른 도로(12m·24m·30m·36m·

51m·84m)를 구분하고, 그것을 점차 늘려가며 만들었

다고 추정된다.09 이 구조는 10세기 초의 법제서『延喜

式』의 左京職京程 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방

관련 유구도 발굴조사에서 거의 이 규정대로 검출되는

점에서, 헤이안쿄에서는 조 당초부터『연희식』의 규

정대로 조방이 시공되었다고 추정된다.10

헤이안쿄는 북쪽 끝에 있는 헤이안큐의 정문인 朱雀

門에서 남쪽으로 수도의 정문인 나성문까지, 조방도로

로서는 최대폭인 84m의 주작대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

고, 주작대로를 끼고 동쪽이 左京職이 다스리는 左京, 서

쪽이 右京職이 다스리는 右京으로 이루어져 있다.11 작

대로의 동서에 좌경과 우경을 배치한 구조는 천황이 남

쪽을 볼 때 좌경이 왼쪽, 우경이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

인 것은 당연하다. 주작대로를 남북축선으로서 좌·우

경에 東西堀川을 파고, 左右京職, 東西市, 東西寺, 東西

鴻갎館 등 관청의 시설이 선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12

일본의 고대도성에서 이와 같이 관의 여러 시설을 동서

방향의 선대칭으로 구획적으로 배치한 것은 헤이안쿄가

유일하다.13

앞서 서술한 인구구성으로 이루어진 헤이안쿄 주민

의 구체적인 거주지 분포에 대해서는 헤이안시대 전기

는 1町(사방 약 120m) 이상의 면적을 가진 택지가 좌경

의 5조 북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에

5조 이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헤이죠쿄

에서 5위 이상의 귀족은 모두 5조 이북에 거주하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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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헤이안쿄(平安京)의 구조

08 헤이안쿄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성은 아마도 그 전체가 계획상 이념상 장방형(정방형을 포함)이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둘레를 구획하는 京極을 완비한 것
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09 網 伸也, 2012, 「平安京の構造」『恒久の都平安京』, 吉川弘文館, 2011年 ; 『平安京造營と古代律令國家』, 健書房.
10 蔑 純一, 1988, 「平安京の條坊겖原」『京都府埋藏文化財情報』, 第27獄.
11 일본의 도성은 동아시아의 다른 도성과는 달리 지방행정의 기본조직인 國-都-里(鄕)의 계통과 별도로 도성만을 관할하는 특별행정조직으로서 좌경과 우경이

존재하 다. 이러한 도성의 구조와 그게 수반한 통치형태는‘후지와라’쿄가 도성이었던 기간(694~710) 중인 701년에 행해진 대보율령의 시행에 수반하여 처
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전의‘후지와라’쿄에서는 단일 수도인 도성을 유일한 행정기관인 경직이 통치하고 있었다. 또 기본적인 지방행정조직과 다른 특별행
정조직 좌경·우경으로 도성만을 통치하는 방식은 일본 도성제의 특징이다.

12 이밖에 관의 시설로서 左獄·右獄이 있는데, 헤이안쿄에서는 감옥은 당초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9세기 후반에 들어서 옛 나가오카쿄에 남아
있던 감옥이 헤이안쿄로 옮겨져 2개의 감옥 즉 좌옥과 우옥이 수도 안에 설치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때문에 좌우옥은 선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13 헤이안쿄 이전의 도성(헤이죠쿄와‘후지와라’쿄등)에서는 東市·西市와 동서 官大寺는 대체로 동서대칭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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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쿄에서도 1정 이상의 택지는 5조 이북에 한정시켰

던 것에서, 헤이죠쿄에서 나가오카쿄를 거쳐 헤이안쿄

에도 계승된 것이 된다.14

헤이안큐의 구조(그림 3) 헤이안큐는 일본 고대도성

의 발전과정을 계승하여, 바깥에서부터 外重(宮城), 中

重(宮), 內重(內裏)의 삼중구조를 채택하 다. 헤이안큐

의 중추부에는 남반부 중앙에 朝堂院(천황이 행차하는

공간인 대극전과 신하의 공간인 十二朝堂·朝庭으로 이

루어진 국가적 의식의 장), 그 서쪽에 朝갪院(천황이 행

차하는 공간인 豊겦殿과 신하의 장인 四朝堂으로 이루

어진 국가적 향연의 장)이 나란히 배치되었고,15 북반부

중앙에는 중원(황조신과 천황이 신에 대한 제사를 행하

는 상설신전), 그 동쪽에 내리(천황의 거소)가 위치하고,

내리와 중원이 中重에 둘러싸여 존재한다. 중원은 헤이

안큐에서는 처음으로 조 된 시설로, 조당원과 함께 도

성의 축선상에 위치하고, 궁의 거의 중심부를 점한다. 중

중의 서쪽, 도성의 축선을 끼고 내리와 대칭을 이룬 위치

에는‘인연의 솔밭’이라고 불리는 공한지가 있었다. 이

것은 지금까지 내리를 다시 건설할 예정지 다고 생각

되어 왔다. 그러나 헤이안큐 조 당초 神殿이었던 중원

을 궁의 중심에 두고 그 동서에 2명의 천황, 즉 재위 중인

천황과, 옹위한 또 한명의 천황인 太上天皇의 궁전, 즉

내리와 태상천황궁을 나란히 배치한 구상이었으나16 9

세기 초 천황제의 존재 방식이 크게 변하고,17 그에 수반

하여 태상천황이 궁 안에 거주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거

주예정지가 그대로 공한지로 궁전 안에 방치되게 되었

기 때문에‘인연의 솔밭’이 생겨났다고 추정된다.18 또

내리의 동남쪽에는 동궁에 해당하는 東雅院과 西雅院,

‘인연의 솔밭’의 서쪽에는 무관의 의례를 위하여 천황이

출타하는 武德殿을 두었다.19

이들 중추시설의 주위에는 율령제를 지탱하는 여러

관아가 배치되었다. 내리의 주위에는 천황의 생활을 보

좌하는 內廷官司가 배치된 것에 대하여, 궁 주변에는 外

廷官司와 武官司가 배치되었다. 헤이안큐에서의 관아

배치에도 도성의 축선에 대칭하는 것이 있다. 궁의 정문

인 주작문을 들어서면 동·서로 문관과 무관을 각각 총

괄하는 式部겛과 兵部겛이 대칭으로 두어지고,20 무관사

인 左右近衛府·左右兵衛府도 궁의 동서 양쪽에 대칭으

로 배치되었다. 한편 헤이죠큐 이후의 모습을 계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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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헤이안큐(平安宮)의 구조

14 西山良平, 2004, 『都市平安京』,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5 拙稿, 1995, 「平安宮草創期の豊겦院」『平安宮成立史の硏究』, 健書房.
16 후에‘인연의솔밭’또는‘잔치의솔밭’이라고불리게된곳은 8세기이래천황제의존재방식을답습하여설치된태상천황의궁(태상천황궁)의 조 예정지 다.
17 810년에 일어난 구스코(藥子)의 변에 의해 천황과 나란히 옹립된 또 한 명의 천황, 천상태황의 지위가 변하여 천황 아래로 자리매김됨으로써 율령천황제는 크

게 변화되었다. 
18 拙稿, 2009, 「平安宮の中心-中院と「緣の松原」をめぐる憶說-」『平安京とその時代』, 思文閣出版.
19 무덕전이 궁의 서쪽에 가까이 두어진 것은 물론 文이 양이고 武가 음이기 때문이다. 
20 식부성과 병부성을 조당원 앞에 동서로 배치한 것은 이미 나라시대 후반의 헤이죠큐에 기원하는데, 헤이죠큐에서는 궁의 축선〓도성의 축선을 대상의 축으로

서 동서로 배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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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大藏겛과 左右馬寮이다. 또 풍락원의 서남쪽으로 彈

正台·刑部겛 등 죄인을 처벌하는 관사가 집중된 것은

이 단죄가 陰事 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원과 능묘를 관

할하는 치부성 등이 같은 위치에 두어진 것도 역시 같은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헤이안쿄와 헤이안큐 모두 도성의 축선

을 대칭의 축으로 하여 많은 시설이 동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의식과 정치에서 천황과 관인들의

동선·좌석을 다루는 방식이 도성의 축선인 남북축을

기반으로 행해진 것에 따른다.21 일본에서는 6세기 말,

처음으로 남북을 대칭의 축으로 한 구조(‘조 방위의

正方位化’라고도 한다)를 가진 아스카데라(飛鳥寺)가 조

되었으나, 궁전과 호족의 거관 등에서는 지형에 제약

된 조 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남북을 대칭의 축으로 한

구조가 출현한 것은 늦어도 7세기 중엽경, 아스카에 조

된 두 번째 궁인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飛鳥板蓋宮

643~655)가 조 된 이후이다.22 이후 도성의 축선은 남

북축이 기본이 되고, 궁성과 도성의 여러 시설도 남북축

을 축선으로 배치된 것이 되었다. 

2. 헤이안큐의 쇠락·헤이안쿄의 변모

1) 헤이안큐의 쇠락

헤이안큐의 발굴조사성과에 의하면 천황의 거소인

내리·조당원·太政官·中務겛 등 헤이안큐의 주요한

시설과 남면·서면의 담장[大垣]은 12~13세기 초 즈음

까지 수리를 거치면서 유지되었는데, 그 외 대부분의 시

설은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결국은 황폐해졌음이 밝혀

졌다.23 또 수리된 시설에는 그 수리에 다른 파손된 시설

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을 모아서 이를 재사용한 사실과,

수리공사 자체의 곤란함이 지적되고 있다.24 후자는 파

손이 더 큰 파손을 초래하는 부담의 연쇄작용을 가져오

고, 헤이안큐가 전반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전자로부터는 헤이안큐가 전반적으로

쇠약해 가는 와중에 천황의 거소인 내리를 중심으로 더

욱 중요한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는 천황이 전 관인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

고, 내리에 갇혀 숨은 채로 일상적인 정치와 의식 등을

내리에서 행하고자 하게 된 것과 함께, 즉위 의식 등도

극히 제한된 국가적 의식만으로 천황이 대극전에 출타

하여 의식을 봉행해 가게 된 사실과도 잘 부합된다. 

한편 헤이안큐가 존속한 8세기 말부터 13세기 초 사이

에, 헤이안큐가 차차 쇠약해져 간 배경에는 이상의 사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짐작된다. 우선 전반적인 것으로

는 율령제 지배의 후퇴에 수반된 관사제의 실질적 해체

라는 사실이 있다. 9세기에 2차례에 걸쳐 행해진 큰 행정

개혁에 의한 관사의 통폐합과, 官司制의 틀 밖에 令外官

司를 새로이 설치하기에 이른 사태에 의해서, 관사의 배

치에는 당연히 변경이 더해졌고, 단순한 관사의 이동뿐

만 아니라 관사터의 전용과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공한

지의발생이라는사태가발생하게되었다고생각된다.

그러나 헤이안큐의 쇠퇴에 박차를 가한 결정적인 의

미를 갖는 것은 960년의 천덕 멸망 이후 여러 번 내리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된 것이다(표 2). 내리의 화재는 250

여 년 사이에 15차례나 일어났는데, 그 후의 대처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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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는 물론 북쪽을 상위, 남쪽을 하위로 하는 중국사상(『주역』설괘전, 「離」의 괘를 해설하여‘離也者明也꽊…聖人南面而聽二天下一꽊嚮レ明而治’)에 기초한 것
이다. 

22 林部 均, 2008, 『飛鳥の宮と藤原京 よみがえる古代王宮』, 歷史文化ライブラリ꽖249, 吉川弘文館.
23 上村和直, 2007, 「平安宮の衰微」,『硏究紀要』10,（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
24 山本雅和, 2010, 「都の燉貌」『恒久の都 平安京』,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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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이 가능하다.25

(1) 10세기 후반

내리 소실 후 후원(천황 재위 중의 굒宮이면서 양위

후 태상천황이 머무르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걑然院·

一條院·朱雀院 등)으로 옮겨 신속하게 내리의 재건을

도모하 고, 완성 후 내리로 移御하 다.

(2) 11세기

내리 소실 후 천황은 후원과 그 이외의 대저택(邸第,

섭관 등 귀족의 私家. 閑院第·土御門殿·高陽院 등. 

<그림 2>로 이어하 는데, 차차로 그곳에서의 거주가

장기화되고, 내리의 재건·완성을 보지 못한 채 다음 천

황으로 양위되고 말았으며, 겨우 새 천황의 대에 들어서

야 내리 입궐이 실현되었다. 이어하기 전의 후원이나 대

저택은 궁 안의 내리의 형식에 맞추거나 또는 일부 간략

화하여 조 되었고, 머지않아 내리에 더하여 여러 차례

소실되게 된다. 또한 이 즈음부터 천황이 사는 후원·대

저택은 내리·황거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3) 12세기

천황이 후원 외에 대저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

고, 헤이안큐 내리에는 대극전·조당원·태정관 또는

중화원에서의 의식이나 제사 때에만 머무르고, 내리에

짧은 기간 체재하지만 얼마 후 수도 내의 황거·내리로

옮겨가게 되며, 궁 안의 내리에는 머무르지 않게 된다. 

(4) 13세기

내리는 소실 후 파손된 채로 방치되게 되며, 결국‘內

野’라고 불리는 사람도 집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 또

대극전·조당원·중화원도 황폐화되어‘종교적 시설’

로서의 太政官廳·神祇官·眞言院 등이 증축·유지되

는 것에26 지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천황이 내리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가 일반화

되는 와중에, 소실된 내리의 재건이 차차 늦어져 갔을 뿐

아니라, 태정관 이하 주요한 관사가 내리 바깥에 설치된

천황이 머무르는 후원과 황거로 사용된 귀족의 저택에

출장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당연히 헤이안큐 전반을 유

지·보수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게 되었고, 황폐화를 가

속화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사실을 통하여 건축시설과 건조

물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헤이안큐가 10세기 중반

이후 차차 쇠락하고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황과 귀족·관인들의 행동원리·행동규범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헤이안큐는 이미 크게 변화

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이안큐에서도 가장 명확한 것이

어야 할 도성의 남북축선에 의한 선대칭의 구조와, 거기

에 표출된‘북쪽은 상위, 남쪽은 하위’라는 중국적 사상

의 변화이다. 즉 건축 공간구조에서는 남북축에 의한 선

대칭의 구조를 취하면서, 그 구조를 사용한 천황의 일상

생활과 의식·정치에서는 동선과 좌석의 배치가 차차로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변화해 갔다. 이미 나가오카큐

당초부터 내리가 대극전·조당원의 북쪽에 없고, 천황

의 동선이 단순한 남북축이 아니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그대로 헤이안큐에 계승되어, 결국은 천황이 사는 殿舍

가 9세기 말에 仁壽殿에서 淸凉殿으로(그림 4), 즉 내리

의 남북축선상에서 벗어난 위치에, 그것도 용마루가 동

39 ● Hashimoto Yoshinori 헤이안큐[平安宮]·헤이안쿄[平安京]의 구조와 변모

25 西山良平는 앞 주 11번의 저서에서‘내리의 실재와 부재’라는 관점으로 1.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전반, 2. 11세기 후반, 3. 12세기부터 13세기 초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26 高橋昌明, 2006, 「大內裏の燉貌」『院政期の內裏·大內裏と院御所』, 文理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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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향하는것이아니라남북을향하는건물로변한것27

에 의하여, 내리에서 천황의 일상적인 동선과 좌석의 배

치가 동서방향을 축으로 하게 된 것이다. 

내리에서 동서방향의 동선은 천황이 일상적으로 기

거하는 건물의 남북축선 밖으로의 이동에 선행하는 것

으로, 내리에 들어오는 신하들의 움직임에 의해 이미 나

타나고 있다. 헤이안큐에서는 천황에 의한 일상적인 聽

政은 내리에서 행해졌으나, 그때 신하가 내리로 들어오

는 것에 맞추어 사용한 문이 내리의 동면 남문으로 한정

되어 있었다(그림 3).28 이것은 내리가 건물 구조로서는

남북축선에 대하여 선대칭이면서도, 사용하는 상황에서

는 비대칭의 구조 던 것을 보여준다. 

2) 헤이안쿄의 변모

헤이안쿄가 10세기 후반에 크게 변모한 모습은 주지

하는 바와 같이 982년경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시시

게노 야스타네(慶滋保胤 933 이후~1002)의『池亭記』에

기록되어 있다. 『지정기』의 기술과 기타 문헌사료에서

이즈음 우경이 쇠퇴하고 좌경에 사람들이 집중되었으

며, 좌경에서도 특히 4조 이북과 궁성 주변에 귀족들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우경이 쇠퇴한 요인으로서 우경의 중부와 남부가 저습

한 환경이었던 것이 들어져 왔는데, 발굴조사의 진전에

수반하여 차차로 우경이 쇠퇴해 간 양상, 또 헤이안쿄의

전반적인 변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왔다. 

(1) 좌경·우경에서 東京·西京으로, 또 洛陽·

長安으로

일본의 고대도성에서는 701년 대보율령시행 이후, 도

성을 통치하는 행정조직으로서 좌경과 우경이 설치되었

고, 이를 통치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좌경직과 우경직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또한 헤이안쿄에서는 관의 여러 시

설을 남북축선인 주작대로를 끼고 동서대칭으로 명확하

게 배치되어 있던 것은 이미 서술한 대로이다. 그러나 9

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에 걸쳐 좌경·우경에 대신하

여 좌경을 동경, 우경을 서경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

었다는29 것이 문헌사료를 통해 추측된다. 그리고 다소

늦은 10세기 후반이 되면 唐의 東都 낙양, 西京 장안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동경〓좌경을 낙양, 서경〓우경

을 장안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이해가 고정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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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 】헤이안큐 內裏

27 目崎德衛꽊1969꽊「文德·淸和兩天皇の御在所をめぐって-律令政治衰退過程の一分析-」『史元』10꽊1970年; 「仁壽殿と淸凉殿」『宇津保物語硏究會會報』3꽊
1970年; 「宇多上皇の院と國政」『延喜天曆時代の硏究』吉川弘文館.

28 헤이안큐에서는 내리의 정문인 承明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천황이 출입할 때에만 사용되었다. 또 율령제 관료기구의 정점에 있는 태정관이 천황에
진상 등을 행하기 위하여 내리에 들어가는 동면 남문은 9세기 초에 그것을 의미하는‘延政門’으로 명명되었다. 

29 행정조직으로서는 여전히 좌경·우경이 정식 명칭이었으나, 그것을 통치하는 기관도 당연히 좌경직·우경직으로 남아 있었으며, 관사명으로의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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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30 이처럼 동경〓낙양, 서경〓장안이라는 이해

에 앞서, 이미 9세기 중경부터 좌경〓동경, 우경〓서경

이라는 호칭이 생겨나 일반화되었다면, 그것은 천황이

남면하 을 때의 사상적인 호칭인 좌경·우경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관계에 기반한 호칭이 사용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2) 조방도로의 방치와 한정적 유지

발굴조사의 성과에 따르면 좌경과 우경의 2조 이북에

서는 거의 노면과 측구가 확인 가능한 것에 대하여, 우경

에서는 주작대로 서쪽, 2조대로 남쪽에서 11세기 이후의

노면·측구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11

세기에 거리의 정비는 물론 유지·관리가 행해지지 않

고 방치되었다고 생각된다.31 단 七條大걟32 등 해당 시

기에도 사용된 것이 문헌사료에서 확인 가능한 도로에

한해서는 유지·수리가 행해졌고, 결국은 거기에 새로

운 거주자들이 나타났다. 

참고로 중세 교토에서는‘巷所’라고 불리는 조방도

로·택지에 대한 점유행위가 행해졌다. 주작대로에서도

11세기 중엽경에는 항소의 개발이 행해졌으며,33 최대의

조방도로 주작대로에조차 이미 국가의 유지·보수의 힘

이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되어 갔다.34

이상과 같이 조방도로의 유지·관리의 문제는 우경

의 쇠퇴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또한 헤이안쿄의 동서를

가로질러 흐르는 鴨川과 葛野川(大堰川·桂川)의 치수

정책도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鴨川은

국가가 防鴨河使를 두어 직접 치수를 행하 으나, 葛野

川에 대해서는 9세기 중반경을 지나 防葛野川使를 폐하

여 山城國으로 관리를 이동시켰다.

(3) ‘坊牆’의 붕괴와 마치야[町屋]형 건물의 등장

일본의 고대도성에는 야간 통금제도가 있어 그것을

실효화시키기 위하여 거리를‘방장’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채용한 제도인데, 반드시 충분한 것이 아

니라 특히‘방장’은 택지를 토담과 굴립주담, 또는 나무

울타리[生垣] 등 간략한 시설로 둘러쌌을 뿐으로, 도성의

주민을 집단으로 야간에 한하여 거리 안에 가둬두는 한

정적인 문을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불충분한 야

간통금과‘방장’의 제도를 무너뜨린 것은 마치야형 건물

로 불리는 서민주택의 출현이었다.35

헤이안쿄에서도 그 이전의 도성과 같이 신분에 따라

택지가 분급되었다고 생각된다. 택지는 조방도로로 둘

러싸인 1町(方40丈≒120m, 그림 5)의 부지를 동서 4등

분, 남북 8등분한 32구획(1구획이 1호주)를 최소단위로

하 다(四궋八門制, 그림 6). 이 제도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는 이와 다른 택지의 양상도 차차 밝혀져 갔다. 즉 조방

도로를 따라 있어야 할 토담 등 택지의 바깥을 둘러싼 시

설이 없고, 도로에 면하여 한 채씩 독립되어 있으며 가로

너비가 좁고 안길이가 깊은 소규모의 굴립주건물이 나

란히 세워졌고, 각각 앞문과 뒷문을 갖는다(그림 7). 중

세 교토에서는 회화사료 등에서 이처럼 오늘날의 교토

에 보이는 마치야의 원류가 되는 마치야형 건물이 전반

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알려져 있으며, 그것

이 발굴조사에서 검출되어 11세기의 헤이안쿄까지 거슬

러 올라가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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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岸 俊男, 1988, 「平安京と갫陽·長安」『日本古代宮都の硏究』, 岩波書店.
31 山本雅和, 1997, 「平安京の걟について」『立命館大學考古學걩集Ⅰ』.
32 9세기 중반경에 이미 칠조대로 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한 지역이 되어 있었다.（『日本三代天皇實걧』貞觀七年五月十三日癸巳條).
33 馬田겑子, 1975, 「東寺領巷所-莊園領主による都市支配の一考察」『日本史硏究』159.
34 주작대로는 9세기 후반에는 공적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晝爲二馬牛之機巷一, 夜爲二盜賊之淵府一’라는 상태가 되었다(『類聚三代格』卷16貞

觀四年三月八日太政官符).
35 藤田勝也, 2005, 「平安京の變容と寢殿造·町屋の成立」,『古代社會の崩壞』シリ一ズ都市·建築·歷史第2卷꽊東京大學出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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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치야형 건물의 출현 등 거주형태의 변화와 좌

경 동북부로의 집중적인 거주와 함께, 돌림병의 빈발과

대규모의 화재 발생에 따른 넓은 범위의 소실 등이 헤이

안쿄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4) 동서 비대칭 침전조 건축의 등장

7세기 후반 아스카·후지와라 이후 10세기까지의

일본 도성에서 귀족의 저택은 내리 및 관아와 같은 양

상으로 남북축선에 의해 동서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

고 있었다(그림 8). 그러나 11세기가 되면 귀족의 저택

에 이른바 침전조 건축으로 칭해지는 동서 비대칭의 건

물 배치와 공간구조를 가진 건축양식(주문을 남쪽이 아

니라 부지의 동쪽이나 서쪽으로 내고, 침전을 중심으로

몇 동의‘對屋(부속건물)’를 渡殿·걉에서 결합하여 배

치하고, 이들 건축군과 그 남쪽에 있는 정원 및 연못을

가진 정원을 복합시킨 건축양식)이 사용되게 되었다(그

림 9, 그림 10). 이는 귀족의 저택에서 의례와 일상생활

의 동선, 좌석을 정하는 방식이 남북을 축선으로 하지

않고 동서방향을 의식하게 된 결과로 생각되는데, 그

연원은 앞서 살펴본 헤이안큐 내리에서의 건축공간 구

조로서는 남북축으로 선대칭하면서, 9세기 초부터 이

미 동선이 동서방향으로 채용되게 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5) 궋幸 경로의 변화

헤이안큐의 변모와 함께 천황이 행행할 때에 거치는

경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헤이안쿄의 남쪽에 위치

한 카스가(春日)신사·이와시미즈(石淸水)신사로 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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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坊의 구조 【 그림 6 】町의 구조

【 그림 7 】町屋(마치야)형 건물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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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로의 변천에 관한 연구36에 따르면, 11세기까지

는 주작대로를 남행하고 있었으나(천황이 내리에 거주

하고 있던 시기에는 남쪽으로 행행할 때에는 헤이안큐

정문인 주작문에서 나와 주작대로를 남하하고, 헤이안

쿄 정문 나성문으로 나오는 것이 정식 경로), 12세기에

들어 좌경의 남북대로인 오오미야(大宮)대로·히가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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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헤이안시대 중기의 저택

【 그림 8 】헤이안시대 전기의 저택

36 小寺武久, 1969, 「平安京の空間的燉遷に關する考察（１）-궋幸걟次を中心として」·「平安京の空間的燉遷に關する考察（２）-考察」『日本建築學會걩文報告集』16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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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東洞院)대로를 이용하게 되고, 주작대로를 이용하

는 것은 7조 남쪽으로 한정되어 왔다. 오오미야대로·

히가시토오인대로가 이용된 것은 대부분의 후원과 저택

이 좌경에 위치하는 점, 게다가 거기에 내리·황거가 설

치되어 온 것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또 오오미야대로·

히가시토오인대로에서 서쪽으로 행행할 때에 7조대로

가 이용된 것은, 그것이 東市에 접하는 경제상, 교통상

요충지이고, 상술한 것처럼 여기에 새로운 블록(街區)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과 관계된다. 발굴조사의 성과에 따

르면 마치야의 확인도 좌경의 7조·8조에서 현저하다

(그림 7). 

고대국가도 9세기까지는 천황의 행차로로서, 또 외교

의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징적 공간으로서 주작대로

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 으나, 11세기에는 그 남쪽에 뚫

린 헤이안쿄의 정문인 나성문 및 주작대로에 면한 坊城

의 땅으로 뚫린 坊門은 도괴되고 심하게 훼손되어(표 2)

결국 12세기에는 행행을 위한 절대적 경로 던 주작대

로가 거의 이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도성의 축선인 나성

문-주작대로-주작문이라는 남북선을 대칭으로 한 구조

가 무너지기에 이르 다. 

(6) 새로운 블록(시라카와(白河)·토바(鳥羽))의

형성(그림 11)

헤이안쿄의 북쪽 인접지역과 서북쪽 등에서는 이미

9~10세기경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발굴조사에서도 그

것을 보여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10세기 후반경

헤이안쿄의 東京 끝과 그 동쪽을 남으로 흐르는 鴨川과

의 사이에 위치한 땅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

기 시작하 고, 동주작대로로 불리는 남북도로가 통하게

되었으며, 그 주위에 블록이 계속해서 형성되었다. 이러

한 상황을 전제로서 11세기에 들어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藤原道長)가이곳에法成寺를조 하기에이르 다. 

새로운 블록의 형성이 대규모로, 그것도 의도적·계

획적으로 행해진 것은 11~12세기의 시라카와(白河)와

토바(鳥羽)에서 다. 헤이안쿄의 조 에서 그다지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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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１１세기의 헤이안쿄와 주변

【 그림 10 】헤이안시대 말기의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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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헤이안큐 헤이안쿄 약연표(平安宮·平安京 겫곐表)

연 월 일 헤이안큐(궁성) 헤이안쿄(경성)

793. 1.15 천도를 위하여 山城國 葛野郡宇太村의 땅을 구하 다.

1.21 나가오카큐(長岡宮) 해체를 위하여 천황이 東院으로 옮겼다.

9. 2 새로운 수도에 택지를 반급하 다.

794.10.22 천황이 새로운 수도로 옮겼다.

10.28 천도의 詔를 발포하 다. ‘葛野乃大宮乃地’

11. 8
詔에 따라 山背國을 고쳐 山城國으로 하 고,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겼다. 또 近江國 滋賀郡 古津을 大津으로 고쳤다.

805.12. 7
天下德政相걩에 따라 군사(蝦夷와의 전쟁)와 작업(헤이안쿄 조 )
정지를 결정하 다. 

12.10 궁궐을 건설하는 직책을 폐하 다.

810. 9. 6
헤이죠(平城) 태상천황이 헤이죠(平城)천도를 도모하고, 헤이죠큐를
나와 관동지방으로 향하는 길이 차단되어 헤이죠큐로 거처를 옮
김.(쿠스코의 변)

816. 8.16
밤에 큰 바람이 불어 나성문이 파괴되었다.
(수도 시설이 파괴된 기록의 初出)

818. 4.18
전각과 여러 문의 이름을 고쳐 짓고 편액을 걸었다.
(내리·궁성구조의 고정화)

847. 8.21
西京 衛士町에 화재. 민가 30여호가 소실되었다.
(수도에 화재가 일어난 기록의 初出)

848. 3. 5
作物所에 화재. 연소하여 永安門 서쪽 회랑을 태웠다.
(내리·궁성 화재의 初出)

866. 3.10
밤에 應天門에 화재가 있었고, 棲鳳걹, 翔걁걹 두 건물이 불탔다.
(응천문의 변)

5.21
左右京職으로 하여금 수도 안의 버려진 땅을 청원하는 자에게 주
도록 하 다.

875. 1.28
걑然院에 화재. 54채의 집이 불탔다. 비각에 소장된 그림, 문서 등
이 많이 소실되었다.(후원 소실의 初出)

876. 4.10
大極殿에 화재. 小安殿, 蒼龍걹·白虎걹, 延休堂 및 겗門, 겗·
東·西 3면의 회랑이 불탔다. 불길이 며칠간 잡히지 않았다. 

960. 9.23
내리 소실①‘내리의 소실은 난바큐(難波宮), 후지와라큐(藤原宮)에
이은 세 번째로서 헤이안쿄 천도 후 170년만의 화재 다.

976. 5.11 내리 소실②

976. 6.18 대지진. 八겛院, 豊겦院, 宮城의 여러 관청이 붕괴 대지진. 東寺, 西寺등의 여러 사찰, 좌경·우경의 가옥이 많이붕괴

976. 7. 9 바람이 거세게 불어 궁 문이 넘어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성문이 넘어졌다. 나성문은 폐해지기에 이르
다. 

980.11.22 내리 소실③

982.11.17 내리 소실④

986. 1.18 좌경에 큰 불. 1조대로 남쪽, 中御門 북쪽의 여러 마을이 전소

989. 8.13
폭풍. 궁성의 문이 많이 무너짐. 朝集堂, 應天門, 會昌門, 儀걁門,
豊겦殿의 동·서회랑, 美福門·朱雀門·皇嘉門·偉鑒門·達智門,
眞言院의 여러 관청이 불에 탔다. ‘대화재, 고금에 비할 바가 없다’

폭풍. 좌·우경의 민가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셀 수 없다. 게다
가 賀茂上下社, 石淸水八幡, 東西山寺가 모두 파괴. ‘대화재, 고금
에 비할 바가 없다’

990  西寺 소실

994. 4.24
수도 안의 길거리에 병자가 많아 좌우감독장들로 하여금 약왕사에
수용하도록 하 다. 그러나 사망자가 길거리에 넘쳐 해골이 거리를
막았다. 

999. 6.14 내리 소실⑤

1001.11.18 내리 소실⑥ 이 해의 겨울부터 이듬해 7월에 걸쳐 돌림병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았다. 길거리에 죽은 자의 시체를 두었다.

1005.11.15 내리 소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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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헤이안큐(궁성) 헤이안쿄(경성)

1009.10. 5
황거 一條院 소실. 延喜연간(901~923), 天磨연간(947~957)의
기록 및 누대의 보물이 소실되었다.

1010.11. 4 수도 안에 큰 불이 나서 7백여 호가 소실되었다.

1014. 2. 9 내리 소실⑧

1016.11.17 내리 소실⑨

1017. 7. 2 鴨川에 큰 홍수가 나서 富小걟 동쪽이 동해와 같았다.

1020. 7.22
바람이 많이 불어 내리와 八겛院 동쪽 회랑, 延걤堂, 左近衛府 서
문, 待賢門, 藻壁門, 殿宮門, 修理職 서문, 織部司 大炊舍, 창고, 大
膳職倉, 무기고 및 기타 셀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다.

1023. 6.11
(8)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가 법성사 안 동쪽에 장당을 새로
건립하는 데에, 건물의 초석으로 궁중 여러 관청의 돌을 가져다 사
람들로 하여금 끌어다 썼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가 법성사 안 동쪽에 장당을 새로
건립하는 데에, 건물의 초석으로 神泉苑의 문 및 乾臨閣의 돌, 그
리고 坊門, 갥城門, 左右京職, 여러 사찰의 돌을 가져다 사람들로
하여금 끌어다 썼다.

1024. 3.27

關白 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賴通), 大納言 후지와라노 타다노부
(藤原齊信), 또 가까운 재상 등이 新大堂과 탑의 기둥돌을 끌어다
썼다. 神泉苑 乾臨閣, 또 동문의 여러 관청, 穀倉院등 돌이 남아 있
는 곳이 없다. 

關白 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賴通), 大納言 후지와라노 타다노부
(藤原齊信), 또 가까운 재상 등이 新大堂과 탑의 기둥돌을 끌어다
썼다. 神泉苑 乾臨閣, 또 동문의 여러 관청, 穀倉院 등 돌이 남아
있는 곳이 없다. 

1027. 1. 3 수도 안에 큰 불이 나서 천여 호가 불탔다. 

1034. 8. 9
~12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어 곳곳이 많이 파손되었다. 八겛堂, 巽角
걉, 應天門, 豊겦院 淸暑堂, 儀걁門, 美福門, 皇嘉門, 達智門, 郁芳
門, 左衛門을 제외한 五衛府, 大膳, 掃部 등이 모두 쓰러졌다. 中
院, 大學, 紀傳明法曹司, 穀倉院도 쓰러지고, 또 右馬寮 藏町舍도
파괴되었다.

1039. 6.27 내리 소실⑩

1040. 9. 9
황거 위쪽 東門院(京極院)이 소실되었다. 이후 몇 번에 걸쳐 내리
외의 황거가 소실되었다.

1041.12. 8 내리 소실⑪

1044
이 해에 1월부터 6월까지 돌림병이 유행하여 시체가 길거리에 넘
쳤다.

1048.11. 2 내리 소실⑫

1054.12. 8 황거 경극전에 화재

1055. 6. 7
걑泉院을 헐고 옮겨서 일조원을 조 하 다. → 일조원을 새로 조
하 다.(1056.2.22)

1058. 2.26 내리 소실⑬ 神嘉殿이 천도 이후 처음으로 소실됨.

1059. 1. 8 황거 일조원 소실

1063. 3.22
霽景걹 서북쪽 복도에서 불이 나서 豊갪院이 소실되었고 이후 폐
해졌다. 

1071. 3.27 修理左右宮城使를 다시 설치. 左右坊城使의 예에 준하게 하 다.

1068.12.11 황거 二條殿 소실

1082. 7.29 내리 소실⑭ 더위로 인하여 황거의 조 을 중지하 다.(8.17)

1082. 여름 수도 안에 기근이 들어 사망자가 수만명에 이르 다.

1085.7 
수도 안의 거리마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檢非違使에 의
해 파괴되었다. 

1086. 6.26 서경 내 삼백여 정의 풀을 베어 소와 말을 먹 다.

1086.10.20

근년 천황가와 9조 이남의 토바산장(鳥羽山莊)에 새로이 후원을 건
설하 다. 대략 100여 정을 점을 쳐서 정했고, 재상 이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택지를 하사하여 가옥을 조성하는 것이
마치 천도하는 것과 같았다. 연못의 너비는 남북 약 8정, 동서6정,
수심은 약 8척여로 거의 구중의 연못과 같았다. 혹은 바다를 모방
하여 섬을 만들고, 혹은 산을 본떠 첩첩이 바위를 겹쳐 두고, 배를
띄워 돛을 나부꼈다. (토바의 개발) → 白河上皇이 새로 만든 토바
이궁으로 행차(1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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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도 안에 큰 화재. 大炊御門의 북쪽, 일조 남쪽, 서동원 동쪽, 무
로마치(室町) 서쪽의 동쪽 작은 집 등이 소실되었다.

4. 7 수도 안에 堂舍 건축을 금지하 다.

12.29
수도 안에 큰 화재. 中御門 東洞院에서 近衛富小걟에 이르 다. 左
衛門督의 새 집도 소실되었다.

1088. 6.22
수도 안 곳곳의 도로에 담장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더러움을 청소
하도록 명하 다.

1091.여름 주작대로에서 耕作을 하 다.  

1096.11.24 수도 안에 큰 지진이 있었다.

1098. 6. 2 鴨川이 범람하여 인가가 떠내려갔다.

1103.11.16 수도 안에 큰 불이 나서 수백 호가 소실되었다.

1105. 5.14 鴨川·桂川이 범람하여 홍수가 있다.

1112. 5.13 황거 高陽院이 전소되었다. 남은 곳은 御倉, 馬場殿, 御鋤神室이다.

8. 3 황거 大炊殿(東殿) 소실

1115. 3.20
針小걟 북쪽으로 東寺 巷所(헤이안쿄에서 거리가 도로로서의 기능
을 상실한 공한지가 된 것을 의미)가 생겨남.(巷所가 처음 등장)

1116. 8.17 황거 大炊殿 소실

1117.11.10
천황이 행차한 새로 지은 土御門 烏丸殿이‘대략 대내에 비슷하기
로는 承明門에 대신할 것이 없다.’

12.5

수도 안에 큰 불이 났다. 불이 五條坊門·油小걟에서 나와 동북쪽
으로 퍼져나갔고, 유소로 3-4조 동쪽, 2조 강변의 모래밭에 이르
는 모래밭 서쪽의 90여 정을 태웠다. 公卿(대신) 및 朝士, 大夫(5품
관직) 이하의 집 60여 호가 잿더미로 변했다. 지은 지 500여 년이
된 六角堂도 불에 탔다.

1127. 2.14
醬司小屋에서 불이 났다. 陰陽寮, 勘解由使廳, 宮內겛, 園韓神社,
神祇官, 八神殿, 郁芳門 등이 소실되었다. 

1134. 3
이 달에 새로운 제도를 따라 수도 안의 條里(거리 구획)를 수정하
다. 

5.17 鴨川·桂川·西洞院川이 범람하여 수도 안에 홍수가 났다.

1135. 여름 수도에 돌림병이 유행하고 굶어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 

1138. 2.24 황거 이조전 소실

3. 5 수도 안에 큰 화재가 나서 수천 호가 소실되었다. 

1138.11.24 황거 土御門殿 소실

1142. 6.18
근년 鴨川을 수리하지 않고 귀천의 무리가 鴨水 동쪽에 거주하여,
동쪽 절벽에 제방을 쌓았다. 수도에 때때로 홍수 피해가 있었다.

9. 2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홍수가 났다. 축담이 모두 무너
지고 八겛院, 會昌門 서쪽의 회랑이 무너졌다.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홍수가 났다. 천변의 민가가 유
실되고, 며칠 내로 鴨川의 절벽이 깎여 여울이 되었다. 토바와 주
작대로가 큰 강과 같았다. 축담이 모두 무너졌다.

1143. 5. 5

이보다 앞서 섭정 후지와라노 타다미치(藤原忠通)가 근위병에게
鴨川의 물을 끌어오도록 하 다. 이 때문인지 제방이 무너지고 鴨
水의 물이 범람하여 천황의 거소 북쪽까지 물에 잠겼고, 청량전
동쪽 정원을 통해 남전의 馳道까지 물이 찼다. 

이보다 앞서 섭정 후지와라노 타다미치(藤原忠通)가 근위병에게 鴨
川의 물을 끌어오도록 하 다. 이 때문인지 제방이 무너지고 鴨水
의 물이 범람하여 천황의 거소 북쪽까지 물에 잠겼고, 청량전 동쪽
정원을 통해 남전의 馳道까지 물이 찼다. 

1148. 6.26 황거 土御門殿 소실

1151. 6. 6 황거 四條 東洞院이 방화로 소실

10.18 황거 小괯條가 방화로 소실

12.12 궁성 내의 左馬寮, 典藥寮, 中和院 등이 소실 大炊御門 靭負에서 大宮에 이르기는 사이까지 소실되었다. 

9.27 황거 五條殿 소실

1066. 여름 平家에 의해 8조 주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연 월 일 헤이안큐(궁성) 헤이안쿄(경성)

(„fi¨› 04)˙ˇ‰ˆ‚ ¯ –„  2013.4.19 5:19 PM  ˘ ` 47   G4-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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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10. 5

궁성 동서로 배열된 주작대로, 7조에 이르기까지의 흙길을 청소하
고 수리하 다. 도랑을 파고 밭을 경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좌우경
직, 檢非違使(경찰, 재판 업무를 하는 관직)로 하여금 중지하도록
하 다.

1175.11.20

東寺의 승려 마사요시(正禎)의 喜壇所에서 불이 나, 불꽃이 閑院 內
裏(이조 남쪽, 유소로 동쪽)의 西裏檜邊에까지 이르 다. 내리의 건
물들이 여러 곳(유소로 서쪽) 파괴되었다. 그리고 押小걟 동쪽(북쪽
또는 남쪽), 유소로 서쪽에 이르기까지 잿더미가 되었다.

1177. 4.28

수도 안에 큰 불이 났다.(‘太걏燒亡’라고 불리는 대화재) 무릇 (중
략) 북쪽은 대내가 모두 소실되었다. 미증유의 큰 불이었다. 곳곳
이 불에 타고 대내리는 대극전 이하 八겛院이 모두 소실되었다.
會昌門, 應天門, 朱雀門, 神祇官, 民部겛, 主計寮, 主稅寮, 式部겛,
眞言院, 主水司, 大膳職,등이다. 오조 남쪽의 불이 八겛諸司에 미친
것은 미증유의 일이다.

수도 안에 큰 불이 났다.(‘太걏燒亡’라고 불리는 대화재) 癌口· 宮
小걟에서 불이 났다. 무릇 동쪽은 富小걟, 남쪽은 육조, 서쪽은 주
작 서쪽, 북쪽은 대내가 모두 소실되었다. 미증유의 큰 불이었다.
大學寮, 勸學院 등 곳곳이 불에 탔다. 대신은 관백 이하 다수, 전상
인 이하도 헤아릴 수 없다. 오조 남쪽의 불이 八겛諸司에 미친 것
은 미증유의 일이다.

1178. 4.24

수도 안에 큰 불이 났다.(‘次걏燒亡’라 불리는 대화재) 밤에 칠조
북쪽, 東洞院 동쪽 안, 洞院 남쪽이 소실되었다. 불은 서남쪽에서
일어나 북소로 남쪽을 한계로, 남쪽은 칠조 남쪽, 동동원 서쪽 모
서리(故家經御堂), 팔조방문 주작대로에 이르기까지 불에 탔다. 북
소로 남쪽은 주작대로 칠조대로에 이르 다. 남북(혹은 동서쪽)쪽
은 동동원에서 주작대로에 이르기까지 불에 탔다. 

2.14
수도 안에 큰 불이 났다. 高蔑 북쪽, 万里小걟 서쪽에서 불이 났다.
불은 겑小걟 남쪽, 万里小걟 동쪽에서 오조· 경극에 이르는 사이
가 모두 소실되었다.

1180. 6. 2

천황,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法皇), 다카쿠라 천황(高倉上皇)이 타
시라노키요모리(平淸盛)의 福原別業으로 행차하 다. 신분이 높은
이들과 낮은 이들이 모두 平安宮城를 나와 攝津國으로 향하여 갔
다.‘알현하는 무리들 대부분이 머물 곳이 없어 도로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천황이 머무는 수도는 和田, 印南野, 昆陽野 등이 들어
졌는데, 和田는 거리를 구획하기에 충분치 않고, 좌경이 부족하고
우경은 없으며 궁성은 비좁았다. 또 印南野는 물이 없고 昆陽野에
새 도시의 땅을 알아보자니 福原로 정하 다.(후쿠하라 천도계획
6.15) → 후쿠하라 내리로 옮겨갔다(11.11)  → 교토 천도를 의논
하다(11.12)  → 교토로 천도를 위하여 행차하다.(11.24) 한편 수도
에 살던 사람들이 줄지어 후쿠하라로 떠나 교토가 황폐해졌다.

1182. 1
기근으로 고아와 아사자가 길에 넘쳐나고, 밤마다 도난과 곳곳에
방화가 많았다.

10. 2
수도 안의 집들이 전 해 여름부터 파괴되고 퇴락하여 민가가 없는
것과 같았다. 檢非違使로 하여금 이를 정비하도록 하 으나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부터의 기근에 의해 수도 안에 아사, 병사자가 수만명에 이
르 다. 또 도난이 횡행하 다.

1185. 7. 9 수도 안에 큰 지진이 났다. 

1188. 여름 神泉苑이 황폐화되었다.

1191. 3.28 거리를 경작하거나 巷所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 다.

1205. 7. 6 주작원에 축담을 쌓고 상황이 사냥을 하며 노니는 곳으로 하 다.

1208. 4.15
수도 안에 큰 화재가 났다. 칠조 동서 12정, 주작남북 12정, 육조
동동원에서 오조 방문 주작변이 소실되었다. 

1211.10.22
주작문이 유례없이 파괴되었다. → 주작문을 조 하는 동안 다시
파괴되어 일을 중지하 다.(11.13)

1213. 2.12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가 새로 조성한 閑院 내리에서
安鎭法(천황의 거소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는 의식)을 행하
다. 한원 내리는 지형이 좁고 紫宸殿의 칸수도 줄어들었다. 전과

비슷하게 淸凉殿·宜陽殿·校書殿 등의 전각과 陣座, 활터 등 필요
한 건물을 지었다.

연 월 일 헤이안큐(궁성) 헤이안쿄(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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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9세기에는 사가노(嵯峨野) 및 아와타(粟田)·카타

노(交野) 등 헤이안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교외’에 별

장이 설치되어, 태상천황과 그 일가 또는 귀족이 거주하

거나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시라카와나 토바는

이들과 달리 모두 헤이안쿄에 인접하거나 또는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지역이었다. 

발굴조사에서는 鴨川의 동쪽에 형성된 시라카와 지

구의 양상이 밝혀지고 있다. 시라카와에서는 헤이안쿄

남면의 동서도로 2조대로의 연장선상에 法勝寺가 조

된 뒤, 통틀어 六勝寺라 불리는 사찰군이 조 되었으며,

또 북전·남전으로 불리는 천황의 거소가 차례로 건설

되었고, 그 주위로도 확장되고 있었다. 단 조 방위는 헤

이안쿄와 달리 북쪽에서 다소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블록도 헤이안쿄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를 갖지 않는다.   

한편 토바는 주작대로의 남쪽 연장선상에 있는 鳥羽

作道를 거리 형성의 축으로 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

이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행해졌다. 문헌사료에는 후원

으로서 헤이안쿄의 남쪽에 조 되었고 그 규모는 100여

町으로, 재상을 비롯하여 지위고하의 구별 없이 택지로

지급되어 마치 수도를 옮기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

다. 토바에서는 겗殿·南殿·田中殿 등 토바전의 중심

전각과, 여기에 수반된 정원의 연못이 발굴되어 유적으

로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블록의 구조 등은 아직 명

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헤이안쿄는‘후지와라쿄’이후 도성의 남북축선에 대

하여 선대칭의 구조를 가장 강하게 의식하여 조 되었

고, 헤이안큐도 역시 이 원칙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9세기 초 헤이안큐에서는 도성의 남북축선에 의한 선대

칭의 구조가 이를 사용하여 의식과 정치를 행하는 천황

및 관인들의 동선과 좌석 배치에서 변화하여, 동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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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4.10
외기청을 수리하기 위하여 결정소를 태정관청으로 옮겼다.
(『皇帝紀抄』)

1218. 4.21
수도에 큰 불이 났다. 삼조·유소로에서 불이 나 서쪽 170여 정을
태웠다.

1219. 4. 2
近衛町 옆에서 불이 났다. 出雲걟 동쪽까지 이르러 川原에서 나왔
다. 尊勝寺, 最勝寺, 法成寺, 근위 관백의 집들이 소실되었다.

1219. 7.13 내리 소실⑮ 천황의 거소에 일어난 화재가 이로서 15차례나 되었다. 

1220. 4.27
中御門町에서 불이 났다. 陽明門, 左近衛府, 左兵衛府, 東獄 등을
모두 각각 태웠다.

1227. 4.22

土御門町 옆에서 불이 났다. 남으로는 勘解由小걟에 이르 다. 동
풍에 의해 불꽃이 천황의 거소까지 미쳐, 천도 이후 불이 나지 않
았던 結政南所가 소실되었다. 內藏寮의 寶藏 외에도 죠큐(承久)의
후반에 새로 건설한 천황 거소의 전각과 문 등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土御門町 옆에서 불이 났다. 남으로는 勘解由小걟에 이르 다.

1233 西寺의 塔이 소실되어 이후 폐하 다.

1242. 이후 주작문이 폐하여졌다.

연 월 일 헤이안큐(궁성) 헤이안쿄(경성)

맺음말

37 藤原道長(후지와라노 미치나가)·賴通(요리미치)父子에 의해서 손을 댈 수 있었던 宇治(우지)의 개발은, 그 후도 계속되어 12·13 세기 무렵에는 도시적 경관을
가지기에 이른다. 그것이 攝關家(셋칸게)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었다면, 白河(시라카와)·鳥羽(토바)의 전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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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선이 채용되게 된다. 또한 9세기 말에는 천황의 거

소가 도성의 축선에서 벗어나 내리의 서쪽, 남북방향의

건물인 淸凉殿으로 옮겨간 것에서 이 움직임은 결정적

인 것이 되었다. 10세기 중반경 처음으로 내리가 소실된

이후 내리와 헤이안큐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 으며, 천

황은 궁 밖에 거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천황

이 궁 바깥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헤이안큐

는 의식을 행하는 장으로서 한정적으로 유지·수리가

행해졌으나 결국은 이것도 곤란하게 되어 중단되기에

이르 다.

한편 헤이안쿄에서는 10세기에 우경이 크게 쇠퇴하

고 중심은 좌경으로 이동되었다. 11세기에는 특정한

조방도로만이 유지되었으며 블록의 전체적인 정비·유

지가 방치되는 와중에, 블록을 블록답게 하는‘방장’

제·야간통금제와 사행팔문제가 붕괴되어, 도로에 면한

마치야형 건물이 배열되게 되었다. 귀족의 저택도 7세기

이후 남북을 축선으로 하여 동서로 선대칭되는 구조에

서, 침전조로 불리는 건물배치와 공간구조가 모두 비대

칭인 건축양식이 주류가 되었다. 이어서 11~12세기에는

귀족 저택이 좌경 동북쪽에 집중됨에 따라 천황의 행행

경로에도 변화가 생겨, 좌경의 주된 저택 소재지를 둘러

싸는 방식으로 변화하 다. 게다가 院政과 함께 헤이안

쿄에 인접한 시라카와·토바에서는 새로이 규모가 큰

블록의 건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대도성이 가지고 있던 남북을

축선으로 한 선대칭의 구조, 그것이 가장 현저하게 확인

되는 마지막 도성인 헤이안쿄가 이미 9세기의 헤이안큐

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11~12세기에 크게 변모하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도성이 가지고 있던 남북

을 축선으로 한 선대칭의 구조를 버리고 동서방향으로

동선을 취한 움직임이야말로, 고대국가의 이념을 탈피

하여 다음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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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槪報集』꽊1977-Ⅰ·1978-Ⅰ꽊1977~1978

•『平安京跡發掘調査槪報』꽊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槪報集 1978-Ⅱ꽊1978

•『硏究紀要』第1號~第10號꽊1995~

•(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編꽊『つちの中の京都』1~4꽊

•(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監꽊2008꽊『紫式部の生きた京都 - つちの中から 源氏物語千年紀記念出版』꽊京都·ユニプラン

•詳細は(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 HP參照 http://www.kyoto-arc.or.jp/ 

•『埋藏文化財發掘調査槪報』(1964~)꽊1964~

•『京都府遺跡調査報告書』第1~36冊

•『京都府遺跡調査槪報』第1~125冊

•『京都府遺跡調査報告集』第126~147冊

•平安京跡硏究調査報告第1輯~第16輯

•『平安京提要』角川書店꽊1994

•『平安時代史事典』角川書店꽊1994

•平安博物館硏究紀要 第1輯~第7輯

•『平安京古瓦圖걧』雄山閣出版꽊1977

•京都文化博物館調査硏究報告書 第1集~第16集

(6) 심포지움·연구교류회

•平安建都1200記念シソポジュウム「平安京 - 古代都城の變遷を探る -」꽊1994年11月20日

•京都發掘30年記念講演會·シンポジュウム「長岡京と平安京 - 後期都城をめぐって -」꽊2006年11月18日

•源氏物語千年紀事業文化財講演會「源氏物語の風景 - 寢殿造 -」꽊2008年10月5日

•プレ·イベント1「寢殿造シンポジウム」꽊1993年4月11日

•プレ·イベント2シンポジウム「京都と平家」꽊1993年7月31日

•第3回「初期平安京の都市構造とその展開」꽊1995年3月18日

•第4回「平安京·京都の葬制·墓制」꽊1995年10月7日

•第5回「八條院町とその周邊」꽊1996年4月7日

•第9回「白河·六勝寺の盛衰 - 都市·宗敎·政治 -」꽊1999年3月7日

•第11回「後白河院政と法住寺殿 - 內갺期の都市京都 -」꽊2000年9月24日

•第12回「平安京の庭と人びと」꽊2001年9月29日

•第14回「院政期王權の風景 - 大內裏·閑院·六條殿 -」꽊2003年5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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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都城は꽊王權が存在するだけでなく王權を支える支配階層が集住する地であり꽊また中央集權的統一支配を

實現するための政治·儀禮の場として꽊前近代の東アジア世界において共通して建設された꽋その起源は中國

に由來するが꽊日本では律令制に基づく天皇制古代國家が實現する7世紀末꽊「藤原」京ではじめて地上に出現し

た꽋7世紀末からほぼ一世紀のあいだ複都制が採用されていたため꽊「藤原」京以後꽊都城は次꽓に建設され꽊時

には遷都も궋われた꽋しかし8世紀末꽊長岡京で複都制を止揚し꽊次いで平安京に定都して以後꽊中世·近世

を經て近代に至るまで꽊平安京－京都には1100年余に亘り王權が存在し續け꽊今日の京都市に至った꽋「藤原」

京が古代日本で最初の都城であるなら꽊平安京はその最後の都城であるとともに꽊中世都市へと變貌して궋く

轉換点に位置していた꽋

「藤原」京以來꽊南겗軸線に對して線對稱の構造を意識して都城が造營され꽊平安京ではこのような構造が最

も强く表現されたが꽊9世の初め꽊天皇と官人たちの儀式·政務での動線や座席の配置において東西方向が採

られるようになり꽊さらに9世紀末には天皇の居所を都城の軸線から外すようになった꽋また꽊10世紀半ば以

궊꽊平安宮では內裏を中心としてしばしば火災が發生し꽊天皇は宮外に居所を移すようになった꽋これ以後꽊

天皇の宮外での居住が常態化し꽊平安宮は儀式を궋う場として限定的に維持·修理が궋われるだけとなったが꽊

やがてそれも困難となり廢絶するに至った꽋一方꽊貴族の邸궀でも꽊7世紀以來の南겗軸線に對して東西に線

對稱の構造から꽊建物配置も空間構造も非對稱の寢殿造と呼ばれる建築樣式が主流となってゆく꽋

以上のようにして꽊日本の古代都城が持っていた南겗を軸線とした線對稱の構造꽊しかもそれを最も顯著に

認めることができる最後の都城平安京が꽊旣に9世紀の平安宮で變化を始め꽊11世紀~12世紀に大きく變貌し

ていった꽋このような古代國家の都城が有していた南겗を軸線とする線對稱の構造を放棄し꽊東西に動線を採

るようになる動きにこそ꽊古代國家の理念を脫し꽊次の時代へと轉換する重要な一步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꽋

主題詞 都城꽊王權꽊平安京꽊藤原京꽊中軸線

平安宮·平安京の構造と變貌
-  古代都城から中世都市へ -

橋本義則
日本·山口大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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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城01は꽊王權が所在するだけでなく꽊それを支

える支配階層が集住し꽊中央集權的統一支配とその

思想を實現するための政治·儀禮の場として꽊前近

代の東アジア世界において共通して建設された꽋そ

の起源は꽊もちろん東アジアの多くの政治·文化的

諸要素と同樣に中國に由來するが꽊日本では꽊6世紀

末から始まった大王を頂点とする中央集權的國家形

成への志向が律令制に基づく天皇制古代國家として

實現する7世紀末꽊「藤原」京ではじめて地上に出現し

た꽋それ以後꽊都城は8世紀に平城·恭仁·甲賀と相

次いで建設され꽊「藤原」→平城→恭仁→甲賀→平城

と遷都が궋われた(圖1および表1)꽋また꽊この間一

貫して複都制が採用されていたため꽊これらの主都

と竝궋して難波·保良·由義と꽊副都が建設された

(圖 1および 表1)꽋

しかし꽊8世紀末꽊まず784年長岡京に遷都し꽊副

都難波京を廢して複都制を止揚し單都制に移궋した꽋

ついで794年長岡京から平安京に遷都し꽊遂にここ

に定都されるに至った꽋02 そしてこれ以後꽊平安京

が營まれた地には中世·近世を經て近代に至るまで꽊

1100年余に亘り王權が存在し續けた꽋それゆえに꽊

平安京の地は變貌を遂げながらも今日の京都市に至

ることとなった꽋このように꽊「藤原」京が日本の古

代律令國家の最初の都城であるなら꽊平安京はその

最後の都城であるとともに꽊中世都市へと變貌して

궋く꽊轉換点に位置した꽋

さて꽊平安京の硏究は18世紀に遡り꽊なかでも裏

松光世(1736~1804)が著した『大內裏圖考證』(故實

叢書および新訂增補故實叢書に所收)は꽊往時の平安

宮と平安京を細部に至るまで復原しようと試みたも

っとも重要な文獻學的硏究である꽋また꽊近代にな

り꽊平安遷都1100年事業の一つとして湯本文彦

(1843~1921)によって編纂された『平安通志』(京都

市參事會編)は꽊近代的な測量の成果を地圖上に갳と

し腐み꽊平安京の復元圖「平安京舊址實測全圖」を作

成した点で꽊今日の平安京硏究の基礎を築いたと言

える꽋このように꽊平安京硏究は꽊文獻學的硏究が

先궋して始まったのに對して꽊發掘調査に基づく硏

究が本格的に궋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꽊第二次世

55 ● 橋本義則 平安宮·平安京の構造と變貌

はじめに

【 圖 1 】日本古代都城の變遷

01 日本では꽊「都城宮室」という史料上の表記(『日本書紀』天武12年12月庚午條)と꽊日本における都城の具體的な發展のあり樣を踏まえ꽊「宮都」という
語が使われる꽋これは꽊日本の都城硏究で著名な岸俊男の提案に基づくが꽊本稿では꽊「都城」が東アジアに共通した槪念·語彙であるとの認識にた
ち꽊「都城」の語を用いることとする꽋

02『日本後紀』弘仁元年9月丁未條に引かれた嵯峨天皇の詔に꽊新しい都城を平安京·平安宮と命名し「万代宮」と定めたのは꽊平安遷都を實궋した桓武
天皇自らであったと記されている꽋

(„fi¨› 05)˙ˇ‰ˆ‚ ¯ ˇ  2013.4.19 5:19 PM  ˘ ` 55   G4-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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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表 1 】日本古代都城の變遷

西曆 天皇 大和 攝津 河內 山城 近江 備考

593
603 推古

豊浦宮
↓

小治田宮

630
636

640

640

舒明

飛鳥岡本宮
↓

田中宮
↓

廐坂宮
↓

百濟宮

飛鳥岡本宮燒亡

642
643 皇極

小墾田宮
↓

飛鳥板蓋宮

645? 孝德 難波長柄豊紘宮

655
655

656
齊明

飛鳥板蓋宮
↓

飛鳥川原宮
↓

後飛鳥岡本宮

飛鳥板蓋宮燒亡

667 天智 近江大津宮

672
672

672

683
686

天武

嶋宮
↓

後飛鳥岡本宮
↓

飛鳥淨御原宮
(難波京) 複都制詔發布

難波宮燒亡

694 持統 「藤原」京

文武

710 元明
平城京 藤原宮燒亡

元正

726?
742
744
745

聖武

平城京

(難波宮)
恭仁京

甲賀宮

再造營

離宮紫香겦宮

孝謙

761 淳仁 (겗京保良宮)

769 稱德 (西京由義宮)

光仁

784
793

794

桓武

長岡京

平安京

複都制廢止

平城

810 嵯峨 <平城宮> 藥子の變

淳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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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大戰後であった꽋日本では高度經濟·バブル膨張

겱經濟成長期に全國で開發が進み꽊それにともない

京都市でも各所で發掘調査が間斷なく實施された꽋

ただ꽊京都市が平安京以來の長い歷史を有するため꽊

地下には現代に至る各時代の遺跡·遺構が複雜に重

複して存在し꽊また꽊今日も約150万人が居住する

現代都市であることによって꽊發掘調査は困難を極

めている꽋それゆえに꽊一氣にまとまった成果を上

げることは難しいが꽊(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

を中心とした發掘調査機關や發掘調査團體が發掘調

査を繼續して궋ってきた03 地道な硏究の成果が꽊い

ずれも平安建都1200年を契機に編集·刊궋された꽊

古代學協會·古代學硏究所編『平安京提要』(角川書店꽊

1994年)や(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編『平安京硏

究資料集成1平安宮』(柳原書店꽊1994年)·『平安宮

Ⅰ』(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調査報告第13冊 꽊1995

年)の2冊にまとめられ꽊ようやくその全貌を伺うこ

とが可能となった꽋さらに近年は꽊平安京·平安宮

の具體的な樣相を明らかにする重要な發掘調査が相

次いで궋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꽋04

1. 平安京·平安宮の規模と構造

平安京の造營は꽊遷都に先立つ792年頃꽊まず平

安宮から始まり꽊ついで793年の貴族·官人たちへの

궀地班給を經て꽊794年に天皇が遷御して遷都が實現

した(表2)꽋平安京·平安宮と命名された京と宮の造

營は遷都後も繼續され꽊造營開始からほぼ10겤年を

經て꽊ようやく一應の完成を見たと考えられる꽋05

1) 平安京·平安宮の規模·形狀

平安京は南겗約5.2㎞꽊東西約4.5㎞の規模をもち꽊

南겗9條と겗邊(1/2條)꽊東西各4坊の條坊からなり

(條坊制)꽊京の中央最겗端には꽊南겗2.5條分約1.38

㎞꽊東西2坊分約1.15㎞を占める平安宮がある(圖2)꽋

平安京·平安宮はともに縱長長方形の形狀を呈し꽊

平安宮が京の中央겗端に置かれたのは꽊平城宮を踏

襲したもの(겗闕型)である꽋平安宮は四周を築地燈

の大垣で圍まれ꽊十四の宮城門を開いていたが꽊平

安京は京の正門갥城門が唯一の門であり꽊そこから

東西に京の南面を飾る施設「갥城」が延びていただけ

で꽊四周をめぐる防禦的な施設としての城壁を持っ

てはいなかった꽋06

平安京の人口は9世紀に12万~13万程度であった

とする推定07があり꽊その人口構成はおおよそ꽊天

皇と皇親らが겤十~二꽊三百人꽊五位以上の貴族と家

族が千~二千人ほど꽊괯位以下の官人と家族が約五~

괯万人ほど꽊その他꽊いわゆる庶民(以上꽊貴族·官

人らとその家族を除いた京戶)や就役の民などが겤万

人程度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꽋しかし꽊これらの人

꽓が上記のような規模の平安京の全域に亘って居住

していたのではなく꽊9世紀の史料にはしばしば京中

に空閑地があり꽊それが田珊に轉用されていたこと

57 ● 橋本義則 平安宮·平安京の構造と變貌

03 永田信一「平安京跡發掘史(1)-(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設立25周年を迎えて-」(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硏究걩集』8に꽊1981年までの平安
京發掘の歷史について꽊年表·參考文獻とともに詳しく書かれている꽋

04 (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のHP(http://www.kyoto-arc.or.jp/)では꽊京都市埋藏文化財調査槪要(1976~2007年度꽊一部未揭載有)·京都市埋藏文
化財硏究所發掘調査報告(2001年度以궊)などの發掘調査報告がPDFで公開されており꽊それらから平安京に關する近年の發掘調査の狀況と成果をお
およそ伺い知ることができる꽋

05 平安京の南邊꽊朱雀大걟を挾んで東西對稱に置かれた東西겱寺(圖2)の完成は꽊造營開始から100年以上を經た10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꽋
06 日本の古代都城で꽊發掘調査によって京極が一部でも確認されているのは꽊平安京以外に「藤原」京·平城京があるに過ぎない꽋それらの調査をもっ

てしても꽊これらの都城の四周を갥城と呼ばれる施設で圍っていたことは確認できていない꽋ただ平安京の南面にあった「갥城」は꽊平城京の南面に
おいても同樣の施設が確認されている꽋

07 井上滿걏꽊1992꽊「平安京の人口について」『京都市歷史資料館紀要』第10號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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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記され꽊また平安京における發掘調査でも꽊條坊

がそもそも計畵されたであろう平安京全域に及んで

施工されていなかった事實が判明してきている꽋こ

のように꽊平安京は꽊理念上南겗に縱長の長方形で

計畵されたが꽊實際地上に實現したのは不正形の都

城であった08と考えられる꽋

2) 平安京·平安宮の構造

平安京の構造(圖2) 平安京の基本的な設計は꽊造

營計畵線から一定の規模の町(約120m四方)と幅員の

굋なる道걟(12m·24m·30m·36m·51m·84m)

を割り振り꽊それらを積み重ねて궋われたと推定さ

れている꽋09 この構造は꽊10世紀初めの法制書『延喜

式』の左京職京程條に詳しく規定され꽊條坊關連遺構

も發掘調査でほぼこの規定通りに檢出されることか

ら꽊平安京では造營當初から『延喜式』の規定通りに

條坊が施工されたと推定されている꽋10

平安京は꽊겗端にある平安宮の正門朱雀門から南꽊

京の正門갥城門まで條坊道걟で最大の幅員約84mを

有する朱雀大걟が一直線に延び꽊朱雀大걟を挾んで

東が左京職の治める左京꽊西が右京職の治める右京

からなる꽋11 朱雀大걟の東西に左京と右京を配する構

造は꽊天皇が南面した時に꽊左京が左꽊右京が右に

位置することによ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꽋

朱雀大걟を南겗軸線として꽊左右겱京に東西堀川を

掘削し꽊左右京職·東西市·東西寺·東西鴻갎館な

ど官の施設を線對稱に配置している꽋12 日本の古代都

城で꽊このように官の諸施設などを東西に꽊線對稱

で規畵的に配するのは꽊平安京が唯一である꽋13

先述した人口構成からなる平安京の住民の具體的

な居住地の分布については꽊平安時代前期は1町(約

120m四方)以上の面積を有する궀地が左京の五條以

겗に集中する特徵がみられる꽋このうち五條以겗に

集中する傾向については꽊平城京で五位以上の貴族

は全て五條以겗に居住し꽊長岡京でも1町以上の궀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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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2 】平安京

08 平安京だけでなく꽊日本の都城は꽊恐らく꽊その全てが計畵上꽊理念上では長方形(正方形を含む)とされたが꽊現實には四周を畵す京極を完備した
ものは存在しなかったと思われる꽋

09 網 伸也꽊2011꽊「平安京の構造」『恒久の都平安京』吉川弘文館; 2012꽊『平安京造營と古代律令國家』健書房꽋
10 蔑 純一꽊1998꽊「平安京の條坊復原」『京都府埋藏文化財情報』第27號꽋
11 日本の都城は東アジアの他の都城とは굋なり꽊地方궋政の基本組織である國-郡-里(鄕)の系統と別に都城だけを管轄する特別궋政組織として左京と

右京が存在した꽋このような都城の構造とそれに伴う統治形態は꽊「藤原」京が都城であった期間(694-710)の途中꽊701年に궋われた大寶律令の施
궋にともなって初めて採用された꽋それ以前の「藤原」京では單一の京からなる都城を唯一の궋政機關である京職が統治していた꽋なお꽊基本的な地
方궋政組織と굋なる特別궋政組織左京·右京で都城のみを統治する方式は꽊日本の都城制の特徵である꽋

12 これらのほかに平安京內には官の施設として左獄·右獄があるが꽊平安京では獄は當初一つだけ設けられていた꽋しかし꽊のち9世紀後半に入って
長岡舊京に殘されていた獄が平安京に移され꽊二つの獄꽊すなわち左獄と右獄が京內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と推定される꽋そのため꽊左右獄は線
對稱に配置さていない꽋

13 平安京以前の都城(平城京や「藤原」京など)では꽊東西겱市や東西の官大寺はおおよそ東西對稱の位置に配されていたが꽊嚴密に對稱の位置にはない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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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五條以겗に限られることから꽊平城京から長岡京

を經꽊平安京にも繼承されたことになる꽋14

平安宮の構造(圖3) 平安宮は日本の古代都城の發

展過程を承け꽊外から外重(宮城)꽊 中 重(宮)꽊 內 重

(內裏)の三重構造を採る꽋平安宮の中樞部には꽊南半

中央に朝堂院(天皇出御の場である大極殿と臣下の場

である十二朝堂·朝庭からなる國家的儀式の場)꽊 そ

の西に豊겦院(天皇出御の場である豊겦殿と臣下の場

である四朝堂からなる國家的饗宴の場)が竝置され꽊15

겗半中央には中院(皇祖神と天皇が神事を궋う常設神

殿)꽊その東に內裏(天皇の居所)が位置し꽊內裏と中

院が中重に圍まれて存在する꽋中院は平安宮ではじ

めて造營された施設で꽊朝堂院とともに都城の軸線

上に置かれ꽊宮のほぼ中心部を占める꽋中重の西꽊

都城の軸線を挾み內裏と對稱の位置には「緣の松原」

と呼ばれる空閑地があった꽋これは從來內裏の立替

え豫定地であると考えられてきた꽋しかし꽊平安宮

の造營當初꽊神殿である中院を宮の中心に置き꽊そ

の東西に二人の天皇꽊すなわち在位中の天皇と讓位

したもう一人の天皇である太上天皇の宮殿꽊內裏と

太上天皇宮とを竝置させる構想があった16が 꽊9世紀

初めに天皇制のあり方が大きく變わり꽊17 それにと

もなって太上天皇が宮內に居住しなくなったことに

よって꽊その居住豫定地がそのまま空閑地として宮

內に取り殘されることになったために꽊「緣の松原」

が生まれたと推定される꽋18 また꽊內裏の東南には

東宮に當たる東雅院と西雅院꽊「緣の松原」の西には

武の儀禮のために天皇が出御する武德殿が東に向い

て置かれた꽋19

これら中樞施設の周圍には律令制を支える諸官衙

が配置された꽋內裏の周圍には天皇の生活を支える

內廷官司が置かれたのに對して꽊宮の周緣には外廷

官司や武官司が配置された꽋平安宮での官衙の配置

にも都城の軸線に對稱のものがある꽋宮の正門朱雀

門を入った東西には文官と武官をそれぞれ統括する

式部省と兵部省が對稱に置かれ꽊20 武官司である左

右近衛府·左右兵衛府も宮の東西겱邊に對稱に配置

されている꽋一方꽊平城宮以來のあり方を繼いでい

るのは꽊大藏省と左右馬寮である꽋また꽊豊겦院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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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3 】平安宮

14 西山良平꽊2004꽊『都市平安京』京都大學學術出版會꽋
15 拙稿꽊1995꽊「平安宮草創期の豊겦院」『平安宮成立史の硏究』健書房꽋
16 のちに「緣の松原」あるいは「宴の松原」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場所は꽊8世紀以來の天皇制のあり方を踏襲して設けられた太上天皇の宮(太上天皇宮)

の造營豫定地であった꽋
17 810年に起きた藥子の變によって꽊天皇と竝び立つもう一人の天皇꽊太上天皇の身位が變갂され꽊天皇の下に位置付けられるようになり꽊律令天皇

制は大きく變化した꽋
18 拙稿꽊2009꽊「平安宮の中心-中院と「緣の松原」をめぐる憶說-」『平安京とその時代』思文閣出版꽋
19 武德殿が宮の西邊に近く置かれたのは꽊勿걩꽊文が陽であるのに對して武が陰であることによる꽋
20 式部省と兵部省を朝堂院前方東西に配置することは꽊旣に갘良時代後半の平城宮に걃觴があるが꽊平城宮では宮の軸線＝都城の軸線を對象の軸とし

て東西に配置してはいない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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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南に彈正臺·刑部省など斷獄の官司が集中するの

は斷獄が陰であるからである꽋おそらく寺院や겓墓

を管轄する治部省などが同樣の位置に置かれている

のも꽊同樣の考え方に基づくものであろう꽋

以上のように꽊平安京も平安宮もともに꽊都城の

軸線を對稱の軸として꽊多くの施設が東西に線對稱

で配置されている꽋これは꽊儀式や政治における天

皇や官人たちの動線·座席の取り方が都城の軸線で

ある南겗軸に基づいて궋われたことによる꽋21 日本

では6世紀末꽊はじめて南겗を對稱の軸とする構造

(「造營方位の正方位化」とも言う)をもつ飛鳥寺が造

營されたが꽊宮殿や豪族の居館などにおいては地形

に制約された造營が引き續き궋われ꽊南겗を對稱の

軸とする構造が出現するのはやや遲れて7世紀中頃꽊

飛鳥に營まれた二番目の宮꽊飛鳥板蓋宮(643∼655)

以궊のことである꽋22 これ以後꽊都城の軸線は南겗

が基本となり꽊宮城や都城の諸施設も南겗を軸線と

して配置されることになった꽋

2. 平安宮の衰微·平安京の變貌

1) 平安宮の衰微

平安宮の發掘調査成果によれば꽊天皇の居所であ

る內裏·朝堂院·太政官·中務省など平安宮の主要

な施設と南面·西面の大垣は꽊12世紀~13世紀初頭

まで修理を受けながら維持されていったが꽊そのほ

かのほとんどの施設は破損したまま放置され꽊やが

て荒廢して廢絶に至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꽋23

また꽊修理された施設においても꽊修理には他の破

損した施設で用いられていた石材などを寄せ集め꽊そ

れを再利用していた事實や修理工事自體の亂雜さが

指摘されている꽋24 後者は꽊破損がさらなる破損を生

み出してゆく負の連鎖をもたらし꽊平安宮が全般的

に衰頹してい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꽋一方꽊前者

からは꽊平安宮全般が衰頹して궋く中で꽊天皇の居

所である內裏を中心になお主要な施設が維持されて

いった狀況を伺うことができる꽋これは꽊天皇が全

官人の前に姿を現さなくなり꽊內裏に閉じ걬もって

日常的な政治や儀式などを內裏で궋うようになって

いくとともに꽊卽位儀などきわめて限られた國家的

儀式だけに天皇が大極殿に出御して儀式を擧궋して

いくようになる事實ともよく符合している꽋

ところで꽊平安宮が存續した8世紀末から13世紀

初めの間に꽊平安宮が次第に衰微していった背景に

は上記の事態以外に꽊なお樣꽓な要因が考えられる꽋

まず꽊全般的なことでは꽊律令制支配の後退にとも

なう官司制の實質的解體という事態がある꽋9世紀に

궋われた二度の大きな궋政改革による官司の統廢合

や꽊官司制の舒外に令外官司を新たに設置するに至

る事態によって꽊官司の配置には當然變갂が加えら

れ꽊單なる官司の移動だけでなく꽊官司跡地の轉用

や官司の存在しない空閑地の發生という事態が生じ

たと考えられる꽋

しかし꽊平安宮の衰頹に拍굯を掛け꽊そして決定

的な意味をもったのは꽊960年の天德の燒亡以궊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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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これは꽊もちろん꽊겗を上位꽊南を下位とする中國思想(『周易』說卦傳꽊「離」の卦を解說して「離也者明也꽊…聖人南面而聽二天下一꽊嚮レ明而治꽊」)に
基づいている꽋

22 林部 均꽊2008꽊『飛鳥の宮と藤原京 よみがえる古代王宮』歷史文化ライブラリ꽖249꽊吉川弘文館꽋
23 上村和直꽊2007꽊「平安宮の衰微」『硏究紀要』10꽊(財)京都市埋藏文化財硏究所꽋
24 山本雅和꽊2010꽊「都の變貌」『恒久の都 平安京』吉川弘文館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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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びたび內裏が燒亡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る(表

2)꽋內裏の燒亡は250年余りの間に15回にも上るが꽊

その後の對處のあり方などによって꽊おおよそ次の

ような時期區分が可能である꽋25

(1) 10世紀後半

內裏燒亡後꽊天皇は後院(天皇在位中の離宮である

とともに꽊讓位後太上天皇として住むために置かれ

た施設꽋걑然院·一條院·朱雀院など꽋圖2)に移御

し꽊速やかに內裏の再建を圖り꽊完成後內裏に入御

する꽋

(2) 11世紀

內裏燒亡後꽊天皇は後院やそれ以外の邸第(攝關な

ど貴族の私第꽋閑院第·土御門殿·高陽院など꽋圖

2)に移御するが꽊次第にそこでの居住が長期化し꽊

內裏の再建·完成を待たずに次の天皇に讓位してし

まい꽊ようやく新天皇の代になって內裏入御が實現

する꽋移御先の後院·邸第は宮內の內裏の仕樣にあ

わせ꽊あるいは一部簡略化して造作され꽊やがて內

裏に增してしばしば燒亡するようになる꽋なお꽊こ

のころから天皇が住む後院·邸第は內裏·皇居とも

呼ばれるようになる꽋

(3) 12世紀

天皇の後院以外の邸第での居住が通常化し꽊平安

宮·內裏には大極殿·朝堂院·太政官廳あるいは中

和院での儀式·神事の時だけ遷幸し꽊內裏に短期滯

在することがあるものの꽊しばらくすると京內の皇

居·內裏に遷り꽊宮內の內裏には定在しなくなる꽋

(4) 13世紀

內裏は燒亡後꽊破損したまま放置されるようにな

り꽊やがて「內野」と呼ばれる無人無住の荒れ地とな

る꽋また꽊大極殿·朝堂院·中和院も廢絶し꽊「宗敎

的施設」としての太政官廳·神祇官·眞言院などが修

築·維持される26に過ぎなくなる꽋

このようにして天皇の內裏不在が常態化する中꽊

燒亡時の內裏再建が次第に遲れてゆくだけでなく꽊

太政官以下主要な官司が內裏外に設けられた天皇の

住む後院や皇居に宛てられた貴族の邸第に出先機關

を設け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事實を見逃してはなら

ない꽋そして꽊このような事態が當然平安宮全般の

維持·修理の必要性を減じ꽊荒廢·廢絶を加速化し

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꽋

以上のような樣꽓な事實から꽊建築施設·建造物

などハ꽖ドウェアの点で꽊平安宮が10世紀半ば以궊

次第に衰頹していったことは推定できる꽋しかし꽊

實際には天皇や貴族·官人たちの궋動原理·궋動規

範などソフトウェアの面で平安宮は旣に大きく變化

していた꽋それは꽊平安宮で最も明確になったはず

の都城の南겗軸線による線對稱の構造と꽊そこに表

出される「겗を上位꽊南を下位」とする中國的思想の

變化である꽋すなわち꽊建築の空間構造では南겗軸

に對して線對稱の構造をとりながら꽊それらを用い

た天皇の日常生活や儀式·政治における動線や座席

の配置が次第に南겗軸から東西軸に變化して궋った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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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西山良平は꽊前揭の註11著書で꽊「內裏の實在と不在」という觀点から꽊1꽊10世紀後半から11世紀前半꽊2꽊11世紀後半꽊3꽊12世紀~13世紀初頭
に3時期區分している꽋

26 高橋昌明꽊2006꽊「大內裏の變貌」『院政期の內裏·大內裏と院御所』文理閣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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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に長岡宮の當初から內裏が大極殿·朝堂院の겗に

なく꽊天皇の動線が單純な南겗軸でなくなっていた

が꽊その事態はそのまま平安宮に繼承され꽊やがて

天皇の住む殿舍が9世紀末に仁壽殿から淸祺殿へ(圖

4)꽊すなわち內裏の南겗軸線から外れた西寄りの位

置で꽊しかも東西棟でない南겗棟の建物へと遷った27

ことによって꽊內裏における天皇の日常的な動線や

座席の配置が東西方向を軸とするようになった꽋

內裏における東西方向の動線は꽊天皇が日常起居

する建物の南겗軸線外への移動に先立ち꽊內裏に參

入する臣下の動きにおいて旣に現れていた꽋すなわ

ち꽊平安宮では天皇による日常的な聽政は內裏で궋

われたが꽊その時臣下が內裏へ參入するに當たって

用いる門が內裏の東面南門に限定されていった(圖3)꽋28

このことは꽊內裏が構造としては南겗軸線に對して

線對稱であるが꽊使用の實態からは非對稱な構造と

な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꽋

2) 平安京の變貌

平安京が10世紀後半になって大きく變貌していた

樣子は꽊周知のように꽊982年頃の成立と推定され

る慶滋保胤著『池亭記』に記されている꽋『池亭記』の

記述とその他の文獻史料から꽊この頃꽊右京が衰退

して左京に人꽓が集まり꽊左京でも特に四條以겗と

宮城周邊に貴族だけでなく꽊多樣な人꽓が群れ住む

ようにな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꽋右京が衰頹した要

因として꽊右京の中部や南部が低濕な環境にあった

ことが擧げられてきたが꽊發掘調査の進展につれて

次第に右京が衰頹していった樣相꽊さらに平安京の

全般的な變貌ぶりが具體的に明らかとなってきた꽋

(1) 左京·右京から東京·西京ヘ꽊さらに갫

陽·長安へ

日本の古代都城では701年大寶律令施궋以後꽊都

城を統治する궋政組織として左京と右京が設けられ꽊

それを統治する궋政機關として左京職と右京職が置

かれた꽋そして꽊平安京ではさらに꽊官の諸施設を꽊

南겗軸線である朱雀大걟を挾み東西對稱に明確に配

置していたことは꽊旣に述べた通りである꽋しかし꽊

9世紀中頃から10世紀初めにかけて左京·右京に代

わり꽊左京を東京꽊右京を西京と呼ぶことが一般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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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4 】平安宮內裏

27 目崎德衛꽊1970꽊「文德·淸和겱天皇の御在所をめぐって-律令政治衰退過程の一分析-」『史元』10꽊; 1970꽊「仁壽殿と淸祺殿」『宇津保物語硏究會
會報』3꽊; 1969꽊「宇多上皇の院と國政」『延喜天曆時代の硏究』吉川弘文館꽋

28 平安宮では꽊內裏の正門承明門は通常用いられることがなく꽊天皇の出入時だけに用いられた꽋また꽊律令制官僚機構の頂点にある太政官が天皇に
奏上などの궋爲を궋うために內裏に入る東面南門は꽊9世紀初めにそのことを意味する「延政門」と命名された꽋

29 궋政組織としては依然として左京·右京が正式の名稱であり꽊それを統治する機關も當然左京職·右京職のままで官司名に變갂はない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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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いった29ことが文獻史料から伺える꽋そして꽊

やや遲れて10世紀後半になり꽊唐の東都갫陽·西京

長安の知識に基づき꽊東京＝左京を갫陽꽊西京＝右

京を長安に當てる意識や理解が固定化していったと

される꽋30 このように꽊東京＝갫陽꽊西京＝長安と

する理解に先立って꽊旣に9世紀中頃から左京＝東京꽊

右京＝西京との呼稱が生まれ꽊一般化していったと

するなら꽊それは天皇が南面した時の思想的な呼稱

である左京·右京ではなく꽊相對的な位置關係にもと

づく呼稱が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꽋

(2) 條坊道걟の放棄と限定的維持

發掘調査の成果によれば꽊左京と右京の二條以겗

ではほぼ걟面と側溝が確認出來るのに對し꽊右京で

は朱雀大걟以西꽊二條大걟以南で11世紀以궊の걟

面·側溝をほとんど檢出できず꽊この地域では11世

紀に街區の整備はもちろん꽊維持·管理が放棄され

たと考えられている꽋31 ただ꽊七條大걟32など當該期

にも用いられたことが文獻史料で確認出來る限られ

た道걟だけは維持·修理が궋われ꽊やがてそこに新

しい居住者たちが現れてくることになる꽋

ちなみに꽊中世の京都では巷所と呼ばれる條坊道

걟·궀地に對する占有궋爲が궋われた꽋朱雀大걟でも

11世紀中頃には巷所の開發が궋われていたとされ꽊33

最大の條坊道걟朱雀大걟にさえ旣に國家の維持·管

理の力が及ばない狀態となっていた꽋34

上記したように꽊條坊道걟の維持·管理の問題は

右京の衰頹の問題と關連するが꽊さらに꽊平安京の

東西を流れる鴨川と葛野川(大堰川·桂川)の治水政

策もこれに深く關與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꽋すなわ

ち꽊鴨川は國家が防鴨河使を置いて直接に治水を궋

ったが꽊葛野川については9世紀半ば過ぎに防葛野川

使を廢して山城國に管理を移している꽋

(3) 「坊牆」の崩壞と町屋型建物の登場

日本の古代都城には夜禁の制があり꽊それを實效

たらしめるために街區を「坊牆」で圍っていた꽋それ

らは中國から採り入れられた制度であるが꽊必ずし

も十分でなく꽊特に「坊牆」は궀地を築地燈や掘立柱

燈で圍うだけで꽊都城の民を集團として夜間限られ

た街區內に閉じ腐めうるような限定的な門の設置な

どは궋われなかった꽋このような不十分な夜禁と「坊

牆」の制を崩したのは꽊町屋型建物と言われる庶民住

궀の出現である꽋35

平安京でもそれ以前の都城と同樣に꽊身分に應じ

て궀地が班給されたと考えられる꽋궀地は條坊道걟

で圍まれた方1町(方40丈≒120m꽊 圖5)の敷地を東

西4等分꽊南겗8等分した32區畵(1區畵が1戶主)を最

小單位とした(四궋八門制꽊圖6)꽋この制度が實際に

궋われていたことは發掘調査で確認されているが꽊

一方でこれから外れた궀地のあり方も次第に分かっ

てきた꽋すなわち꽊條坊道걟に沿ってあるべき築地

燈など궀地の外周を圍む施設がなく꽊道걟に面して1

棟づつ獨立した꽊間口が狹く奧궋の長い小規模な掘

立柱建物が建ち竝び꽊それぞれがオモテとウラ(オ

ク)をもつ(圖7)꽋中世の京都では꽊繪畵史料など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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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岸 俊男꽊1988꽊「平安京と갫陽·長安」『日本古代宮都の硏究』岩波書店꽋
31 山本雅和꽊1997꽊「平安京の걟について」『立命館大學考古學걩集』Ⅰ꽋
32 旣に9世紀半ば頃には꽊七條大걟の衢は人꽓が集まる殷賑な地となっていた(『日本三代天皇實錄』貞觀七年五月十三日癸巳條)꽋
33 馬田겑子꽊1975꽊「東寺領巷所-莊園領主による都市支配の一考察」『日本史硏究』159꽋
34 朱雀大걟は꽊9世紀後半には公的管理が궋き屆かなくなりつつあり꽊「晝爲二馬牛之機巷一꽊夜爲二盜賊之淵府一」る有り樣であった(『類聚三代格』卷

16貞觀四年三月八日太政官符)꽋
35 藤田勝也꽊2005꽊「平安京の變容と寢殿造·町屋の成立」『古代社會の崩壞』シリ꽖ズ都市·建築·歷史第2卷꽊東京大學出版會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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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꽊このような現在の京都の町屋の源となる町屋型

建物が全般的に存在していたことは旣に知られていた

が 꽊それが發掘調査で檢出され꽊11世紀の平安京ま

で遡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꽋

さらに꽊町屋型建物の出現など居住形態の變化や

左京東겗部への集中的な居住にともなって꽊疫病の

頻發や大規模な火事の發生による廣域の燒亡などが

平安京に大きな影響を與えたと考えられる꽋

(4) 東西非對稱の寢殿造建築の登場

7世紀後半꽊飛鳥·藤原以來꽊10世紀までの日本

の都城では꽊貴族の邸궀は內裏や官衙と同樣に꽊南

겗の軸線によって東西對稱に建物を配置していた(圖

8)꽋 しかし 꽊11世紀になると貴族の邸궀にいわゆる

寢殿造建築と稱される東西非對稱の建物配置と空間

構造をもつ建築樣式(主たる門を南ではなく敷地の東

西いずれかに設け꽊寢殿を中心に겤棟の對屋などを

渡殿·廊で結合して配し꽊これらの建築群とその南

に庭と池をもつ庭園を複合させた建築樣式)が用いら

れるようになる(圖9·圖10)꽋これは꽊貴族の邸궀

における儀禮や日常生活での動線や座席の取り方が

南겗を軸線とせず꽊東西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結

果と考えられるが꽊その淵源は旣に見た平安宮內裏

における꽊建築空間の構造としては南겗軸に線對稱

でありながら꽊9世紀初めから旣に動線が東西方向に

採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ことに求めうる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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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5 】坊の構造 【 圖 6 】町の構造

【 圖 7 】町屋型建物の出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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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궋幸걟次の變化

平安京の變貌とともに꽊天皇が궋幸する際に用い

る걟次にも大きな變化が起こってくる꽋平安京の南方

に位置する春日·石淸水겱社への궋幸걟次の變遷に關

する硏究36によると꽊11世紀までは朱雀大걟を南궋し

ていた(天皇が內裏に居住していた時期には꽊南方へ

【 圖 9 】平安時代中期の邸궀

【 圖 8 】平安時代前期の邸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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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小寺武久꽊1969꽊「平安京の空間的變遷に關する考察(1)-궋幸걟次を中心として」·「平安京の空間的變遷に關する考察(2)-考察」『日本建築學會걩文
報告集』165·166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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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궋幸は平安宮正門朱雀門から出て朱雀大걟を南下し꽊

平安京正門갥城門で出京するのが正式の걟次)が 꽊12

世紀に入ると左京の南겗大걟である大宮·東洞院겱大

걟を用いるようになり꽊朱雀大걟の利用は七條以南に

限定されてくる꽋大宮·東洞院겱大걟が使われるのは꽊

多くの後院や邸第が左京に位置していること꽊さらに

はそこに內裏·皇居が設定されてゆくことがその主な

要因であった꽋また꽊大宮·東洞院겱大걟から西궋す

る時に七條大걟が用いられたのは꽊それが東市に接す

る經濟上꽊交通上の要衝であり꽊上述したように꽊こ

こに新たな街區が生まれていたことと關わる꽋發掘調

査の成果によれば꽊町屋の確認も左京の七條·八條で

顯著である(圖7)꽋

古代國家も9世紀までは天皇の궋幸걟として꽊ま

た外交儀禮などのために必要な象徵的空間として朱

雀大걟の維持に懸命であったが꽊11世紀にはその南

端に開く平安京の正門갥城門や朱雀大걟に面した坊

城の地に開く坊門は倒壞して荒廢を極め(表2)꽊 12

世紀には遂に궋幸のための絶對的걟次であった朱雀

大걟が殆ど用いられなくなり꽊都城の軸線である갥

城門-朱雀大걟-朱雀門という南겗線を對稱とする構

造が壞れるに至る꽋

(6) 新街區(白河·鳥羽)の形成(圖11)

平安京の겗方굜接地や西겗方などでは旣に9~10世

紀頃から開發が進み꽊發掘調査でもそれを示す成果

があげられている꽋さらに꽊10世紀後半ころ꽊平安

京の東京極とその東を南流する鴨川との間の地が開

發されて人꽓が住み着き始め꽊東朱雀大걟と呼ばれ

る南겗道걟が通り꽊その周圍に街區が形成されつつ

あった꽋このような狀況を前提にして꽊11世紀に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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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11 】11世紀の平安京と周邊

【 圖 10 】平安時代末期の邸궀

37 藤原道長·賴通父子によって手を付けられた宇治の開發は꽊その後も繼續されて12·13世紀頃には都市的景觀をもつに至る꽋それが攝關家による
計畵的な都市開發であったならば꽊白河·鳥羽の先瑄となったと評することができる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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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 】平安宮·平安京 略年表

年 月 日 平安宮(宮城) 平安京(京城)

793. 1.15 遷都のため꽊山城國葛野郡宇太村の地を相る꽋

1.21 長岡宮解體のため꽊天皇꽊東院に遷る꽋

9. 2 新京に궀地を班給する꽋

794.10.22 天皇꽊新京に遷る꽋

10.28 遷都の詔發布꽋「葛野乃大宮乃地」

11. 8
詔によって꽊山背國を改めて山城國とし꽊都を平安京と稱す꽋
また近江國滋賀郡の古津を大津と改稱す꽋

805.12. 7
天下德政相걩によって꽊軍事(對蝦夷戰爭)と造作(平安京造
營)停止を決定꽋

12.10 造宮職を廢す꽋

810. 9. 6
平城太上天皇꽊平城遷都を圖り꽊平城宮を出て關東に向かう
も遮られて平城宮に還御꽋(藥子の變)

816. 8.16 夜꽊大風吹き꽊갥城門倒壞꽋(京城施設倒壞の初見)

818. 4.18 殿閣諸門の號を改め꽊額を揭げる꽋(內裏·宮城構造の固定化)

847. 8.21 西京衛士町火災꽋民家30余戶燒失꽋(京城火事の初見)

848. 3. 5
作物所失火꽋延燒して永安門西廊を燒く꽋(內裏·宮城火事
の初見)

866. 3.10 夜꽊應天門に火ありて꽊棲鳳꽊翔걁겱樓に延燒꽋(應天門の變)

5.21 左右京職をして京中閑廢の地を願人に賜う꽋

875. 1.28
걑然院燒失꽋延燒54宇꽋秘閣收藏の圖籍꽊文書など多く灰燼
となる꽋(後院燒亡の初見)

876. 4.10
大極殿燒亡꽋小安殿꽊蒼龍·白虎겱樓꽊延休堂および겗門겗
東西三面廊に延燒꽋火겤日消えず꽋

960. 9.23
內裏燒亡①「內裏の燒亡は꽊難波宮꽊藤原宮に次いで3度目に
して꽊平安京遷都後170年目の災なり」꽋(內裏燒亡の初見)

976. 5.11 內裏燒亡②

976. 6.18 大地震꽋八省院꽊豊겦院꽊宮城諸司倒壞꽋 大地震꽋東寺꽊西寺など諸寺꽊겱京舍屋多く倒壞꽋

976. 7. 9 大風で宮門顚倒꽋 大風で갥城門顚倒し꽊갥城門は廢絶に至る꽋

980.11.22 內裏燒亡③

982.11.17 內裏燒亡④

986. 1.18 左京大火꽋一條大걟南꽊中御門겗の겤町を燒く꽋

989. 8.13
궅風꽊宮城の門舍多く倒壞꽋朝集堂꽊應天門꽊會昌門꽊儀걁
門꽊豊겦殿東西廊꽊美福·朱雀·皇嘉·偉鑒·達智各門꽊眞
言院꽊諸司꽋「大災害꽊古今無比なり」꽋

궅風꽊左右京の人家の轉倒꽊破壞計り知れず꽋さらに꽊賀茂
上下社꽊石淸水八幡꽊東西山寺みなもって倒壞꽋「大災害꽊古
今無比なり」꽋

990 西寺燒亡꽋

994. 4.24
京中걟頭に病人多く꽊左右看督長らに藥王寺へ收容させる꽋
しかし死亡者걟頭に滿ち꽊骸骨巷を塞ぐ꽋

999. 6.14 內裏燒亡⑤

1001.11.18 內裏燒亡⑥
この冬より翌年7月にかけて疾疫流궋し꽊死者甚だ多し꽋道
걟に死骸を置く꽋

1005.11.15 內裏燒亡⑦

1009.10. 5
皇居一條院燒亡꽊延喜꽊天磨二代御記および걽代の御物꽊燒
失꽋神鏡は災を免る꽋

1010.11. 4 京中大火あり꽊七百余軒燒亡꽋

1014. 2. 9 內裏燒亡⑧

1016.11.17 內裏燒亡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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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月 日 平安宮(宮城) 平安京(京城)

1017. 7. 2 鴨川大洪水꽋富小걟以東海の如し꽋

1020. 7.22
大風により內裏のほか꽊八省院東廊꽊延祿堂꽊左近衛府西門꽊
待賢門꽊藻壁門꽊殿宮門꽊修理職西門꽊織部司大炊舍꽊倉꽊
大膳職倉꽊兵庫倉꽊そのほか破壞計り知れず꽋

1023. 6.11  
(8)

藤原道長꽊法成寺內の東に長堂を新造するにつき꽊堂の礎石
として宮中諸司の石を取り꽊諸人に曳かしむ꽋

藤原道長꽊法成寺內の東に長堂を新造するにつき꽊堂の礎石と
して神泉苑の門竝びに乾臨閣の石꽊あるいは坊門꽊갥城門꽊左
右京職꽊寺꽓の石を取り꽊諸人に曳かしむ꽋

1024. 3.27
關白藤原賴通꽊大納言藤原齊信꽊また親弓の卿相など新大堂竝
びに塔などの柱石を曳く꽋神泉苑乾臨閣꽊竝びに東門諸司꽊穀
倉院などの石殘るところ無きか꽋

關白藤原賴通꽊大納言藤原齊信꽊また親弓の卿相など新大堂竝
びに塔などの柱石を曳く꽋神泉苑乾臨閣꽊竝びに東門諸司꽊穀
倉院などの石殘るところ無きか꽋

1027. 1. 3 京中大火あり꽊千余軒燒亡꽋

1034. 8. 9
~12

궊雨大風により꽊所꽓多く破損あり꽋八省堂꽊巽角廊꽊應天
門꽊豊겦院淸暑堂꽊儀걁門꽊美福門꽊皇嘉門꽊達智門꽊郁芳
門꽊左衛門を除く五衛府꽊大膳꽊掃部などみな轉倒꽋中院轉
倒꽋

궊雨大風により꽊所꽓多く破損あり꽋大學꽊紀傳明法曹司꽊
穀倉院轉倒꽊また右馬寮藏町舍轉倒꽋

1039. 6.27 內裏燒亡⑩

1040. 9. 9
皇居上東門院(京極院)燒亡꽋以後꽊たびたび內裏外の皇居が
燒亡꽋

1041.12. 8 內裏燒亡⑪

1044 この年꽊1月より6月に至るまで疾疫流궋し꽊死骸道걟に滿つ꽋

1048.11. 2 內裏燒亡⑫

1054.12. 8 皇居京極院火災꽋

1055. 6. 7
걑泉院を壞し移して一條院を造營꽋→一條院新造成る꽋
(1056.2.22)

1058. 2.26 內裏燒亡⑬神嘉殿は遷都以來初めて燒く꽋

1059. 1. 8 皇居一條院燒亡꽋

1063. 3.22 霽景樓西겗廊より出火して豊겦院燒亡し꽊以後廢絶꽋

1068.12.11 皇居二條殿燒亡꽋

1071. 3.27 修理左右宮城使を始めて設置꽋左右坊城使の例に准ず꽋

1082. 7.29 內裏燒亡⑭ →炎旱のため皇居の造營を停止꽋(8.17)

1082.頃 京中飢饉により꽊死者겤万人に及ぶ꽋

1085. 7. 京中蔑꽓で祠を祀るが꽊檢非違使によって破壞される꽋

1086. 6.26 西京內三百余町の草を頒らせて牛馬の飼料となす꽋

10.20

近年꽊公家꽊九條以南の鳥羽山莊に新たに後院を建つ꽋およ
そ100余町を卜し꽊卿相以下꽊雜人に至るまで家地を賜り꽊
舍屋を營造することあたかも遷都の如し꽋池の廣さ南겗8町꽊
東西6町꽊水深8尺有余꽊ほとんど九重の淵に近し꽋あるいは
蒼海を模し꽊嶋を作る꽋あるいは蓬山を寫し꽊巖を疊み꽊船
を浮かべて帆を飛ばす꽋(鳥羽の開發)→白河上皇꽊新造の鳥
羽離宮に遷幸(1087.2.5)꽋

1087. 2.12
京中大火꽋大炊御門겗꽊一條南꽊西洞院東꽊室町西の東の小
屋など燒失꽋

4. 7 京中の堂舍建設を禁止꽋

12.29
京中大火꽋中御門東洞院より近衛富小걟に至る꽋左衛門督の
新궀燒失꽋

1088. 6.22
京中條꽓內の道걟上における垣や渠を整備せしめ꽊汚穢淸掃
の宣下あり꽋

1091. 頃 朱雀大걟で耕作あり꽋

1096.11.24 京中大地震꽋

1098. 6. 2 鴨川氾걃꽋人家流さる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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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1.16 京中大火あり꽊겤百軒燒亡꽋

1105. 5.14 鴨川·桂川氾걃し洪水꽋

1112. 5.13 皇居高陽院全燒꽋殘る所꽊御倉꽊馬場殿꽊御鋤神屋なり꽋

8. 3 皇居大炊殿(東殿)燒亡꽋

1115. 3.20 針小걟以겗に東寺巷所できる(巷所の初見)꽋

1116. 8.17 皇居大炊殿燒亡꽋

1117.11.10
天皇が遷幸した新造土御門烏丸殿꽊「大略大內に模すも承明門
代はなし」꽋

12. 5

京中大火꽋五條坊門·油小걟より出火꽊火は東겗に廣がり꽊
油小걟三~四條東꽊二條河原に及ぶ河原以西の90余町を燒亡꽋
公卿および朝士꽊大夫以下の家60余所灰燼となる꽋괯角堂
(草創500余歲)も類燒꽋

1127. 2.14
醬司小屋より出火꽋陰陽寮꽊勘解由使廳꽊宮內省꽊園韓神社꽊
神祇官꽊八神殿꽊郁芳門など燒亡꽋

1134. 3. この月꽊新制によって京中條里を修正꽋

5.17 鴨川·桂川·西洞院川が氾걃꽊京中洪水꽋

1135.頃 京中で疫病流궋꽊飢餓者多겤꽋

1138. 2.24 皇居二條殿燒亡꽋

3. 5 京中大火꽊겤千戶燒亡꽋

11.24 皇居土御門殿燒亡꽋

1142. 6.18
近年꽊鴨川の修復なく꽊貴賤の輩꽊鴨水の東に居住し꽊堤防
を東岸に築く꽋京갫たびたび水害を受く꽋

9. 2
大雨꽊大風により꽊洪水꽋築垣ことごとく崩れ꽊八省院꽊會
昌門以西の回廊轉倒す꽋

大雨꽊大風により꽊洪水꽋川邊の民家流失꽊日頃掘削の鴨川
の淵꽊變じて瀨となる꽋鳥羽꽊朱雀大걟꽊大河の如し꽋築垣
ことごとく崩れる꽋

1143. 5. 5
これより先꽊攝政藤原忠通꽊近衛第に鴨川の水を引く꽋この
ためか꽊堰堤決壞し꽊鴨水にわかに氾걃して禁裏겗陣より浸
水꽊淸祺殿東庭を通り南殿の馳道に滿つ꽋

これより先꽊攝政藤原忠通꽊近衛第に鴨川の水を引く꽋この
ためか꽊堰堤決壞し꽊鴨水にわかに氾걃して禁裏겗陣より浸
水꽊淸祺殿東庭を通り南殿の馳道に滿つ꽋

1148. 6.26 皇居土御門殿燒亡꽋

1151. 6. 6 皇居四條東洞院꽊放火により燒亡꽋

10.18 皇居小괯條꽊放火により燒亡꽋

12.12 宮城內の左馬寮꽊典藥寮꽊中和院など燒亡꽋 大炊御門靭負꽊大宮に至る間꽊燒亡꽋

9.27 皇居五條殿燒亡꽋

1066.頃 平家による八條周邊開發始まる꽋

1168.10. 5
宮城東西竝びに朱雀大걟꽊七條に至るまでの泥途を淸掃꽊修
理する꽋溝渠開掘꽊田畝耕作など違걃するもの꽊左右京職꽊
檢非違使をして停止せしむ꽋

1175.11.20

東寺の僧正禎喜壇所より出火し꽊余炎閑院內裏(二條南·油小
걟東)の西裏檜邊に及ぶ꽋內裏の屋舍겤箇所(油小걟面西邊)破
却꽋なお꽊押小걟東(겗あるいは南か)꽊油小걟西に至るまで
灰燼となる꽋

1177. 4.28

京中大火(太걏燒亡)꽋凡そ꽊－－－꽊겗は大內꽊倂せて燒亡꽋
古來未曾有のことなり꽋燒亡所꽓꽊大內裏は南面大垣꽊大極
殿以下八省院一切燒失し廢絶꽋會昌門꽊應天門꽊朱雀門꽊神
祇官꽊民部省꽊主計寮꽊主稅寮꽊式部省꽊眞言院꽊主水司꽊
大膳職など꽋五條以南の火が八省諸司に及ぶは未曾有꽋

京中大火(太걏燒亡)꽋癌口·宮小걟に出火꽋凡そ꽊東は富小
걟꽊南は괯條꽊西は朱雀以西꽊겗は大內꽊倂せて燒亡꽋古來
未曾有のことなり꽋燒亡所꽓꽊大學寮꽊勸學院など꽋公卿は
關白以下多겤꽊殿上人以下も겤知れず꽋五條以南の火が八省
諸司に及ぶは未曾有꽋

1178. 4.24

京中大火(次걏燒亡)꽋夜꽊七條겗꽊東洞院東中ばかり꽊洞院
南(面か)燒亡꽋火は꽊西南方に起こり겗小걟南邊を限り꽊南
は七條南꽊東洞院西角(故家經御堂)꽊八條坊門朱雀大걟に至
るまで燒亡꽋겗小걟南邊は꽊朱雀大걟七條大걟に至る꽋南겗
(東西か)は꽊東洞院より朱雀大걟に至るまで灰燼となる꽋

年 月 日 平安宮(宮城) 平安京(京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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って藤原道長はここに法成寺を造營するに至った꽋

新しい街區の形成が大規模に꽊しかも意圖的·計

畵的に궋われたのは꽊11~12世紀の白河と鳥羽にお

いてであった꽋37 平安京の造營からあまり隔たらな

い9世紀には嵯峨野や粟田·交野など꽊平安京からや

や距離のある「郊外」に別莊·別業が設けられ꽊太上

天皇やその緣に列なる者たち꽊あるいは貴族が居住

したり遊興したりしていた꽋しかし꽊白河や鳥羽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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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月 日 平安宮(宮城) 平安京(京城)

2.14
京中大火꽋高蔑겗꽊万里小걟西より出火꽋火は꽊겑小걟南꽊
万里小걟東より五條·京極に至る間꽊燒亡꽋

1180. 6. 2

天皇꽊後白河法皇꽊高倉上皇꽊平淸盛の福原別業に向けて進
發꽋貴賤上下꽊平安宮城を出でて攝津國に赴く꽋「參入の輩多
く宿所なく꽊道걟に立つが如し」→帝都は꽊和田꽊印南野꽊昆
陽野につき評定あるも꽊和田は條里不足で꽊左京足らず꽊右
京は無きか꽊宮城を縮るか꽊また꽊印南野は水なし꽊昆陽野
に新都の地を相するも꽊福原と定む(福原遷都計畵꽊6.15)→
福原內裏に遷幸(11.11)→京都還都を議す(11.12)→京都へ還
都のため進發(11.24)一方꽊都人相괽いて福原に向かいした
め꽊京都荒廢す

1182. 1
飢饉により꽊棄兒꽊死者꽊道걟に滿ち꽊夜꽓强盜꽊所꽓放火
多し꽋

10. 2
京中の人屋꽊昨夏より取り壞して沽却し꽊人家なきが如し꽋
檢非違使をして制止するも效果なし꽋

この年
昨年來の飢饉により꽊京中の餓死꽊病死者겤万人に及ぶ꽋ま
た꽊强盜橫궋꽋

1185. 7. 9 京中大地震꽋

1188.頃 神泉苑荒廢꽋

1191. 3.28 街걟の耕作·巷所の企てを禁止꽋

1205. 7. 6 朱雀院に築垣を築き꽊上皇の遊獵地となす꽋

1208. 4.15
京都大火꽋七條東西12町꽊朱雀南겗12町꽊괯條東洞院より
五條坊門朱雀邊燒亡꽋

1211.10.22
朱雀門꽊故なくして轉倒꽋→朱雀門造營中꽊再び轉倒し꽊作
事を止む꽋(11.13)

1213. 2.12
將軍源實朝造進の新造閑院內裏で安鎭法を修す꽋閑院內裏は꽊
地形狹く꽊紫宸殿の間겤を縮む꽋大內に模して꽊淸祺·宜
陽·校書殿꽊弓場꽊陣座など꽊必要建物を建造꽋

1214. 4.10 外記廳修理のため꽊結政所を太政官廳に移す꽋(皇帝紀抄)

1218. 4.21

1219. 4. 2

7.13 內裏燒亡⑮大內の炎上は꽊今度を加えて15度目なり꽋

1220. 4.27
中御門町出火꽋陽明門꽊左近衛府꽊左兵衛府꽊東獄などみな
ことごとく燒亡꽋

1222. 4. 朱雀大걟の耕作禁止꽋

1227. 4.22

土御門町邊出火꽋南は勘解由小걟に至る꽋東風により余炎大內
に及び꽊遷都以來未燒の結政南所燒亡꽋內藏寮寶藏のほか꽊承
久以後半作大內の新造の殿門など꽊ことごとく灰燼となる꽋
(內裏廢絶)

土御門町邊出火꽋南は勘解由小걟に至る꽋

1233. 西寺塔燒亡꽊以後廢絶꽋

1242.以降 朱雀門廢絶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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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と違い꽊ともに平安京に굜接したり꽊あるい

はその延長上にある地域であった꽋

發掘調査では꽊鴨川の東に形成された白河街區の

樣相が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る꽋白河では平安宮南

面の東西道걟二條大걟の延長上に法勝寺が造營され

たのち꽊總じて괯勝寺と呼ばれる寺院群が營まれ꽊

さらに겗殿·南殿と呼ばれる御所が次꽓と建設され

て周圍へも廣がっていった꽋ただ꽊造營方位は平安

京と굋なって겗でやや東に振れ꽊街區も平安京とは

違い一定した規模をもっていない꽋

一方꽊鳥羽は朱雀大걟の南延長である鳥羽作道を

街걟形成の軸として꽊極めて大規模な開發が當初か

ら意圖的に궋われた꽋文獻史料には꽊後院として平

安京の南に造營され꽊その規模は100余町で꽊卿相

をはじめ上下なく家地を支給され꽊あたかも遷都の

ようであると記されている꽋鳥羽では겗殿·南殿·

田中殿など鳥羽殿の中心殿舍とそれに伴う園池が發

掘され꽊遺跡として整備が進んでいるが꽊街區の構

造などはまだ不明な点が多い꽋

平安京は꽊「藤原」京以來の꽊都城の南겗軸線に對

して線對稱の構造を最も强く意識して造營され꽊平

安宮もまたこの原則によって建設された꽋しかし꽊9

世紀の初め꽊平安宮において꽊都城の南겗軸線によ

る線對稱の構造が꽊それを用いて儀式や政治を궋う

天皇や官人たちの動線や座席の取り方において變化

し꽊東西方向の動線が採られるようになった꽋さら

に 꽊9世紀末には天皇の居所が都城の軸線から外れて

內裏の西方꽊南겗棟建物の淸祺殿に移ることでこの

動きは決定的となった꽋10世紀半ばに初めて內裏が

燒亡して以궊꽊しばしば內裏と平安宮で火災が發生

し꽊天皇は宮外に居所を求めるようになった꽋そし

て꽊やがて天皇の宮外での居住が常態化し꽊平安宮

は儀式を궋う場として限定的に維持·修理が궋われ

るが꽊やがてそれも困難となり廢絶するに至る꽋

一方꽊平安京では10世紀に右京が大きく退轉し꽊

中心は左京に移って궋った꽋11世紀には꽊特定の條

坊道걟だけが維持され꽊街區の全體的な整備·維持

が放棄される中꽊街區を街區たらしめていた「坊牆」

制·夜禁の制や四궋八門制が崩れ꽊道걟に面して町

屋型建物が立ち竝ぶようになる꽋貴族の邸궀も7世紀

以來の南겗軸線に對して東西に線對稱の構造から꽊

寢殿造と呼ばれる建物配置も空間構造も非對稱の建

築樣式が主流となってゆく꽋次いで11~12世紀には꽊

貴族邸궀の左京東겗部への集中によって天皇の궋幸

걟次にも變化が生じ꽊左京にある主要邸궀所在地を

めぐるように變化する꽋さらに꽊院政とともに平安

京に굜接した白河·鳥羽では新しく大規模な街區の

建設が計畵的に進められていった꽋

以上のようにして꽊日本の古代都城が持っていた

南겗を軸線とした線對稱の構造꽊それが最も顯著に

認められる最後の都城平安京が꽊旣に9世紀の平安宮

で變化し始め꽊11世紀~12世紀に大きく變貌したと

考えられる꽋このような古代國家の都城が有してい

た南겗を軸線とする線對稱の構造を放棄し꽊東西に

動線をとる動きこそ꽊古代國家の理念を脫し꽊次の

時代へと轉換する重要な一步であったと考える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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