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歷代都市圖의 變遷
－이미지와 현실－

세오 다쓰히코(妹尾達彦) 

1. 연구 현황과 이후 과제 

２. 중국 도성의 도시지도 역사와 세계인식의 역사

３. 도성의 도시도 변천－長安・開封・北京－

맺음말－권력에서 교류로－

東 ․ 亞 ․ 文 ․ 化 ․ 46





105

中國歷代都市圖의 變遷
－이미지와 현실－

세오 다쓰히코(妹尾達彦)*

  본고에서는 현실의 도시 건축구조의 변천과 도시에1)대한 인식변
화와의 상관관계를, 中國都市圖의 변천을 사례로 들어 논하고자 한
다. 
  중국대륙의 도시를 표현한 도시도의 변천을 개관하면 다른 지역
과 똑같이 중국에서도 도시 역사와 도시도의 역사는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낀다. 전근대 각 시기에 일어난 도시의 변
천이나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의 근본
적 전환도 중국의 도시도 변천에서도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도시도는 도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 건축구조의 변천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면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방위인식에서는 南北軸과 方形을 중
시하기 때문에 실제 자연지형에 따라 복잡한 외형을 띠고 있는 도
시임에도 도시도를 작성할 때에는 남북축을 기준으로 해서 正北을 
향한 方形의 성곽도시로 그리곤 한다. 또한 도성을 묘사한 도시도
에서는 周禮 考工記 등에 기술된 중국 전통의 理想都市의 이미지
에 이끌려 현실의 도시구조와 다른 모습도 종종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도시도에 표현된 공간인식도 도시 건축구조의 변천과 
똑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 고 그 인식 변화가 도시도 자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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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속에 반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현실의 도시 건축구조의 변천과 도시에 대한 인식 변
화가 중국대륙의 도시도 변천 속에 어떻게 병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괴리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
다. 이 때 입지조건이 다른 수많은 중국도시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무의미하므로 분석의 주된 대상을 역대 
대표적 都城, 즉 長安・洛陽・開封・南京・北京을 나타낸 도시도로 
한정한다. 
  물론 도성은 정권의 소재지로서 일반도시와는 다른 지위가 부여
된 곳이므로 도성의 도시도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 도시의 일반적 
특색을 명확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성을 그린 도시도에는 위정
자의 정권정통성에 대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도성의 
도시도는 공간인식에 투 된 정치권력의 존재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도성을 그린 지도는 일반도시의 도시도
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도시도의 변천을 계통적으로 조
사할 때 유효한 자료를 제공한다. 일반도시의 도시도와 신중하게 
비교하면서 도성의 도시도의 특색을 탐색한다면 중국 도시도의 역
사적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1. 연구 황과 이후 과제 

  중국 도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최근 역사지도 변천과 관련된  
분야로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지도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논
집으로서 유명한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eds.)의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ume Two, Book Two,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에서 余定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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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ll D. K. Yee)은 中國地圖學史를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 이 책은 오랜 기간동안 중국지리학・지도학의 대표적 개론서로
서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조셉 니담(Joseph Needham)의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vol. 3, Mathematics and the science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과 함께 중국지도학사를 연구할 때 기본서가 되었다.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 역대 지도나 도시도를 수록한 책이 연이
어 간행되었다. 중국의 역대지도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를 수록한 
曹婉如 等編 中國古代地圖集　戦國－元(北京, 文物出版社, 1990), 
同編 中國古代地圖集　明代(北京, 文物出版社, 1994), 同編 中國
古代地圖集　清代 (北京, 文物出版社, 1997)이 간행되어 전근대 중
국지도연구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 다. 역대도성의 그림을 수록한 
葉驍軍 編 中國都城歴史圖録 第1集－第4集(蘭州, 蘭州大学出版
社, 1986－1987)이나 曹婉如 等 編著에는 없는 地圖도 수록한 鄭
錫煌 編 中國古代地圖集(西安, 西安地圖出版社, 2005), 현대도시
의 연혁을 지도로 나타낸 中國城市地圖集編輯委員会編集 中國城市
地圖集 上下冊(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4・1996) 등도 차례차
례 간행되었다. 일본의 도시도 변천에 관해서는 高橋康夫・吉田伸
之・宮本雅明・伊藤毅 編 圖集日本都市史(東京大学出版會, 1993)
나, 都市史圖集編集委員會 編 都市史圖集(東京, 彰國社, 1999) 
등이 출판되어 연구자에서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 으며 최근에는 
중국 역대도시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의 도록이 작성되고 있어 
연구환경이 전반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개별도시의 都市圖集을 살펴보면, 西安에 대해서는 史念海 主編
의 西安歴史地圖集(西安, 地圖出版社, 1997), 北京에 관해서는 
侯仁之 主編의 北京歴史地圖集 (北京, 北京出版社, 1988), 同編 

1) 余定國의 집필 부분은 국어로도 출 되었다.(余定國 著,  姜道章 譯, 中國

地圖學史, 北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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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北京歴史地圖集 二集(北京,  北京出版社, 1997)이 간행되었
다. 洛陽・開封・南京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지도집이 출판될  
예정이어서 중국 역대 대표적 도성의 도시도가 집대성되고 있다. 
근대도시에 관해서는 地圖資料編纂會 編의 近代中國都市地圖集成
(東京, 柏書房, 1986)이 간행되어 대표적인 근대도시의 도시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鄭錫煌 編의 中國古代地圖集에서는 대표적 도성의 도시
도의 변천을 개론한 논고가 첨부되어 있다. 즉, 北京에 대해서는 閻
崇年의 ｢北京城市的歴史演進｣(同上書 230‐240쪽)과 孫果清의 ｢彩
色道光北京内外城全圖｣(241‐244쪽), 南京에 대해서는 王煦桱의 ｢南
京考略｣(269‐275쪽), 杭州(臨安)에 대해서는 闕維民의 ｢杭州城市発
展與杭州城池地圖概略｣(276‐284쪽), 開封에 대해서는 呉海涛・韓茂
莉의 ｢開封｣(292‐299쪽), 洛陽에 대해서는 史爲樂의 ｢洛陽城的歴史
発展及其變遷｣(300‐305쪽), 西安(長安)에 대해서는 任雲英・朱士光
의 ｢古城西安的発展變遷｣(341‐348쪽) 등 도시와 도시도의 변천을 
논한 전문 논문이 첨부되어 있어 현재 연구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역대도시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리가 진전되어 앞
으로 진행될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시사의 
변천과 도시도의 변천과의 상관관계를 계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찍이 야모리 카즈히코(矢守一彦)가 都市圖の歴史　世界編(東
京, 講談社、1975)나 都市圖の歴史　日本編(東京, 講談社, 1975)
에서 도시도의 변천을 통해 도시사회 자체의 변천을 분석하기는 했
지만 중국사 분야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전개되지 못했다. 
  필자는 중국도시사를 전공하면서 특히 隋唐 長安・洛陽城이나 明
清西安府, 現代 北京의 도시구조 변천 가운데 일부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중국도시도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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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으나,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도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필자의 도시사 연구를 덧붙여 도시사연구자의 입장에서 중국 
도시도의 변천의 특색에 대해 초보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２. 국 도성의 도시지도 역사와 세계인식의 

역사

  앞에서 서술했듯이, 도시도의 변천에는 공간인식과 건축구조의 
변화가 반 되어 있기에 우선 인간의 인식 변화와 都市・王權과의 
관계를, 매우 엉성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우선 정리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세계인식의 변천과 왕권・도시와의 관계를, 중국을 사례
로 정리하면 圖１世界認識의 變遷과 王權・都市圖과 같다. 인류의 
역사는 이 그림처럼 동식물이 서식하는 自然界, 신들이 사는 超自
然界, 사람이 거주하는 人間界가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합된 
세계에서 서서히 인간계가 독립하여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인간의 세계인식의 기반 위에서 인간계가 
독립해 가는 과정과 도시도의 탄생 및 이후  변천는 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 인간계・자연계・초자연계라는 인식의 창조와 都市圖의 탄생

  사람이 거주하는 인간계라는 인식은 인간을 둘러싸고 압도하는 
자연의 존재에 대해 인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이 주장함으로
써 탄생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 集落의 형성이
다. 집락이야말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창조물을 상징하기 때문이
다.(圖１의 Ⅱ 인간계와 자연계의 창조) 집락은 사람이 사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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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식의 변천 변천의 개념도 정치조직의 변천과   
           도시도

Ⅰ 세계의 시작 인류의 탄생
Ⅱ 인간계와 자연계의 
창조 집락의 형성

Ⅲ 초자연계의 창조-
왕권이론의 성립, 기원
전 1000년～기원후 3
세기: 殷․周․秦․漢

도시와 국가의 형성
*｢兆域圖｣, ｢馬王堆城
邑圖｣, ｢寧城圖｣, ｢繁
陽縣城圖｣ 등

Ⅳ 세계종교의 정복-
왕권이론의 수용, 4․5
세기～9세기: 五胡十
六國․南北朝․隋․唐

정복왕조의 형성
*불교적 도시도, ｢長安
圖｣ 등

Ⅴ 인간주의의 진전-
‘理’의 창조, 10세기～
19세기: 宋․元․明․淸

국가와 사회의 세속화
*｢淸明上河圖｣, ｢平江
圖｣, ｢靜江府圖｣ 등

Ⅵ 인간계의 성립
20세기: 中華民國․中華
人民共和國

圖 1 세계인식의 변천과 왕권·도시·도시도 (妹尾 2007)

가 자연계와 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공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
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연계에 대치한다는 가치
를 지닌 인간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이 시기 인간의 집락과 공
간에 대한 인식은 세계 각지에 남겨진 洞窟畵에서 엿볼 수 있다.

  집락의 탄생은 보다 규모가 큰 인간의 集住空間인 도시를 탄생시
켰다. 도시의 탄생으로 도시도가 작성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문명을 탄생시킨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사상 가장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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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시도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의 탄생은 복잡하고 고도로 발달한 정치조직의 탄생과 서로 
연관되었다. 인간은 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여 초자연계를 창
조하 다.(圖１의 Ⅲ 초자연계의 창조) 인간계와 자연계 위에 하늘
(天)과 신들이 사는 초자연계가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에 자연계에 
대해 인간계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격상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이 되면 유목지역에 가까운 농업지역에 초기 도시망이 형성
되고 자연계와 인간계를 분별하는 사고가 생겨나고 정교해졌다. 
  초자연계라는 개념이 체계화된 것은 복수의 도시를 통치하에 넣
은 국가가 탄생했을 때 다. 초자연계라는 개념의 형성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 있던 古典期 국가는 초자연계와 인간계의 위정자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정통화를 도모하
다. 왕권 이론이 형성되고 정교화된 것도 이 때 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경때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兆域圖｣는 戦國時代 中山
王國의 王陵(河北省)에서 출토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설계도
이며 일종의 도시도이다. ｢兆域圖｣에는 중국 초기의 왕권사상이 응
축되어 있다. 
  중국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秦漢의 古典王朝期에는 天・地・人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사상이 天命思想이라는 형태로 체계화되고 왕
권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前漢과 新의 長安이나 後漢 洛陽의 도시
구조에는 이 사상이 투 되어 있다. 
  현시점에서는 도시도가 발견된 사례가 적어 상세한 것은 밝혀지
지 않았지만 春秋戦國時代의 도시국가의 형성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도시도가 탄생하 고 秦漢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도시도의 규격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湖南省長沙 馬王堆에서 출토된 
漢初 長沙國의 都市圖(城邑圖)나 内蒙古 和林格爾에서 발견된 ｢寧
城圖｣와 ｢繁陽県城圖｣에는 漢代 지방도시가 일정한 규격을 가진 것
처럼 그려져 도시도 작성의 규범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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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漢代에 시행된 관료제도의 정비와 병행된 현상일 것이다. 

(2) 세계종교의 유입과 都市圖의 수용

  그런데 4・5세기에서 6・7세기에 걸쳐 유라시아대륙의 유목민의 
이동에 따른 인간집단의 대이동으로 古典期의 정권이 똑같이 타격
을 받아 종족이나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거주하는 혼란기가 
벌어졌다. 이 시기야말로 불교나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라는 보편주
의에 입각한 세계종교가 아프로・유라시아대륙에 널리 전파된 시기
이다. 
  기존의 인간집단이 있는 곳에 새롭게 외부에서 다수의 인간집단
에 이주하여 유라시아대륙에는 복수의 征服王朝가 탄생했다. 이전
에는 없던 복잡하게 착종된 인간집단을 통치하는 정복왕조는 국가
종교로서 보편주의적 세계종교를 이용했다. 동시에 세계종교는 일
반민중에게도 점차 널리 그리고 깊숙이 침투하 다. 
  또한 세계종교의 초월신은 종래 고전왕조기의 신들과 대립하고 
융합하며 종래 초자연계의 신들의 변용을 야기했다.(圖１의 Ⅳ 세
계종교의 정복) 도시도에는 세계종교의 건축물이나 사상이 표현되
었고 개인구제를 내건 세계종교의 관념도 도시도에도 반 되었다. 
그 결과 도시도에는 개인의 감상과 감정이입을 충족시킬 만한 세속
적 내용이 점차 늘어났다. 
  北魏의 平城과 洛陽, 唐初期 長安의 도시구조에는 이 혼란기의 
사상적 混淆性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도시를 묘사한 지도는 
세계종교의 圖像이 매우 많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 종교적 寓意
로 가득차 있었다. 敦煌 벽화 등에 잔존하는 불교적 도시도가 이 
시기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개인구제를 내걸고 광대한 우주론을 전개한 불교의 

향을 받아서 개인구제가 아니라 집단 구제를 주장하고 있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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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교도 개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개혁에 착수했다. 原始
儒敎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교는 인간계나 자연계・초자연계의 상위 
개념으로서 새롭게 ‘理’라는 개념을 창조하여 ‘理’라는 커다란 질서 
속에 하늘(天)과 황제, 일반민중, 동식물,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포
함시켰다.(圖１의 Ⅴ 인간주의의 진전-‘理’의 창조)
  新儒教의 사고에 의하면 개인이 있는 힘을 다해 유교에 기반한 
자기수양을 거듭하면 理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에
서도 집에서 신앙활동을 하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인하여 中
國化가 진전되었고 浄土宗과 禅宗이 유행했다. 이러한 유교나 불교
의 동향은 사상의 세속화라고 할 만하다. 
　 理概念의 창조로 인간계는 초자연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인간계의 독립 기운이 한층 더 높아졌다. 宋
의 王都인 開封이나 臨安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무대 다. 
벽도 없이 개방적인 거주구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업
으로 번창한 길거리의 속세적 모습에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새겨져 
있었다. 北宋末 開封의 번 을 묘사한 ｢淸明上下圖｣는 이런 사상의 
전환을 낳은 시대의 회화로서 그 이전 시대에서는 출현할 수 없었
던  것이다.
　 北宋에 이르러 출현한,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가 형성된다는 합리
적 정신은 과학기술의 진전을 촉진하고 도시도의 작성 기법을 향상
시켰다. 북송때 돌 위에 8세기전반의 장안성을 새긴 呂大防의 ｢長
安圖｣이나 南宋 蘇州를 그린 ｢平江圖｣, 桂林을 새긴 ｢静江府｣은 이 
시기에 탄생한 정치한 작도기법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南宋의 ｢華夷圖｣(1136년)나 ｢禹跡圖｣(1136년), 중국 최초
의 역사지도집인 歴代地理指掌圖(1140년경) 등의 지도가 제작된 
것도 송대라는 기술혁신시대에 어울리는 현상이었다. 중국 전체가 
長城을 北壁으로 하는 方形의 성곽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도성은 중
국이라는 성벽에 둘러싸인 거대한 성곽의 중핵을 이룬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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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인간계의 독립과 近代都市圖의 탄생

  인간계가 자연계나 초자연계를 몰아내고 세계 그 자체라고 등식
화되기에는 근대국가의 형성을 기다려야만 했다. 인간을 주체로 하
는 근대사상은 서구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사상에 기반한 세계지도
나 도시도의 작성법은 16・17세기이후 서구 열강의 중국 대륙 진
출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 기존의 인식과 기술 체계를 동요시켰
다.
  16・17세기 이후의 변동은 4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서 중국 대륙
이 경험한 변동과 여러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도시도도 서
구의 제작 기술과 국민주권의 근대사상을 수용하면서 변모하 다. 
이 변화는 明淸에서 현대에 이르는 北京의 도시지도의 변천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 즉 淸末부터 中華民國까지 중국은 서구
의 근대국가와,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근대국가를 형성한 일본으로
부터 자극을 받아 國民-民族國家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최초의 근대국가인 中華民國의 탄생을 계기로, 황제제도는 부정되
고 국민주권의 사고가 침투하기 시작하여 점차 인간계가 세계의 주
인공이 되었다. 근대국가의 정통성은 국민에게 주권을 두어야만 획
득된다. 그 때문에 국민국가의 개념이 도시 공간 속에 표현되었다. 
  도시도도 왕권의 소재를 명시하는 전근대의 도시도에서 국민국가
를 명시하는 근대의 도시도로 전환했다. 국민주권의 도시공간은 다
양한 公的 空間(國民廣場이나 의회, 시청, 중앙역, 공원, 박물관, 미
술관, 운동장, 동물원 등)으로 표현되었다. 국민광장을 비롯한 공적 
공간은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위정자의 전유물로서 일반인
에게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 때에서야 비로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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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왕의 도시에서 국민・시민의 도시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 
  그렇다면 天安門廣場을 중핵에 둔 현재 북경의 지도와 실제 도시
구조는 근대에서 인간계의 독립을 명시한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현대 북경지도를 살펴보면 수도에 대한 현정권의 
복잡한 공간인식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북경지도에서 
표현된 천안문광장의 묘사와 현실의 북경 천안문광장을 비교하면 
도시도가 탄생한 기원전 4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0년 넘
도록 맺어온, 도시와 도시도의 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든다.

３. 도성의 도시도 변천－長安・開 ・北京－

  이 절에서는 제2절에서 논했던 왕권・도시・도시도의 변천을 포
함하여 隋唐王朝의 都城 長安과 北宋의 都城 開封, 元王朝이래 王
都인 北京 등 세 도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
으로 도성의 도시도의 변천을 분석하려고 한다. 南京과 洛陽, 杭州
(臨安)의 도시도에 대해서도 長安・開封・北京과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長安・開封・北京・南京・洛陽 등 다섯 도성은 五大古都라고 불
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성이다. 각 도성의 변천에는 중국의 역사
적 전개가 집약되어 있다. 
  唐代 都城인 長安의 경우 武則天의 周王朝(690－705)에 의한 왕
조의 단기적 단절을 거쳐 8세기에 들어서면 대외적으로는 吐蕃과 
위구르의 대두에 따라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
로는 대운하와 육로 교통개혁이 성공함에 따라 장안의 도시망이 점
점 충실해져 정치・군사・경제의 집권체제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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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기 중반에 이르러 장안은 중국사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집약적
인 도성으로 변모하여 일찍이 東都 洛陽이 분담했던 도성기능도 장
안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행정의 집권도를 높인 8세기 전반의 장안
의 도시구조를 너무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北宋 呂大防(1027－
1097)의 ｢唐長安總圖｣이다. 이 그림이 도성의 도시경관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그린 최초의 도시도가 된 것도 장안이라는 도성이 왕권의 
거점으로서 일찍이 없었던 화려함을 구가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
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우선 중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도성의 도시
도이며, 후대 도시도에 적지않은 향을 준 呂大防의 ｢唐長安總圖｣
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도성의 都市圖 誕生-呂大防의 ｢唐長安総圖｣(1080)-

  呂大防의 ｢唐長安総圖｣란 무엇인가?
  도시사회지에 해당하는 문헌으로서는 이미 北魏 洛陽의 번 을 
기록한 楊衒之의 洛陽伽藍記나 隋 洛陽城의 화려함을 서술한 大
業雑記이 존재하지만 도성의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한 도시도는 도
시문화가 난숙한 盛唐期에 들어서서 비로소 탄생했다. 
  殘石의 탁본이 현존하는 北宋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는 元豊 3年
(1080)에 당시 존재했던 ｢旧長安圖｣(呂大防의 題記에는 ｢旧圖｣라
고 약칭되어 있다.)와 韋述의 兩京新記(8세기 전반에 편찬된 唐
代 長安과 洛陽 兩京의 도시지)의 西京 長安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그 외 관련문헌과 유적도 조사하여 돌에 새긴, 唐代 長安에 관한 
도시도이다. 呂大防의 ｢唐長安總圖｣ 題記에는 성안을 표현할 때는 
1里(약 5.5km)를 2寸(약 6cm)로 그렸으나 성밖을 그릴 때는 이 
축척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北宋 呂大坊의 ｢唐長安總圖｣가 바탕으로 삼은 ｢旧長安圖｣는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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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반 長安의 도시정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대에 작성
된 것이 아니면 당대에 작성된 그림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唐代 ｢長安圖｣는 韋述의 兩京新記가 편찬된 開元 10年(722)이후
에 韋述의 기술도 참조하여 작성되어 長安城内의 관청에 돌에 새겨 
세워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呂大防은 ｢唐長安總圖｣ 작성과 병행하여 ｢太極宮圖｣, ｢大明
宮圖｣, ｢興慶宮圖｣, ｢三宮合爲一圖｣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唐代 長
安城의 전모를 표현하고자 했다. 唐 長安城에 대한 呂大防의 깊은 
애착이 느껴진다. 11세기 開封에서는 唐文化에 대한 동경심이 고조
되어 각 방면마다 唐文化로 돌아가자는 復古運動이 일어났다. 唐 
長安城과 洛陽城의 도시사회지로서 유명한 北宋 宋敏求의 長安志
(1076년)와 同著 河南志(1083년)가 편찬된 시기도 呂大防의 ｢長
安圖｣ 작성시기(1080년)와 가깝다. 
  呂大防의 ｢唐長安総圖｣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唐 長安城의 성안뿐
만 아니라 長安의 근교(특히 南郊)의 경관을 상세하게 새겨 넣어 8
세기전반 玄宗 開元年間(713-741)의 長安을 復元할 때 중요한 일
급 자료이다.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는 본래 돌에 새겨져 北宋 永興軍路 京兆
府公署(唐長安城 皇城部分에 위치) 앞에 세워졌지만 히라오카 타케
오(平岡武夫)의 고증에 의하면 늦어도 13세기이전에 전란 때문에 
파괴되어 탁본만 유포되었다.(平岡武夫編 長安と洛陽　 地圖 解説
篇,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56, p.47) 清末에 파괴된 ｢長安總
圖｣ 石刻의 殘石 15편이 발견되었는데 그 뒤 殘石은 흩어져 없어지
고 탁본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殘石의 일부가 中華民國 23年
(1934)에 西安城内에서 재발견되었다. 덧붙여 말하면, 清末에 발견
되었던 ｢長安総圖｣ 殘石의 가장 좋은 탁본은 현재 北京大學圖書館
에 소장되어 있다.2)

2)　종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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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２ 呂大防｢長安総圖｣石刻断片拓本寫眞
【出典】東方考古学叢刊甲種刊行会編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
の発掘調査(東京・雄山閣, 1981年、初版1939年)挿圖4 宋刻唐長安
城圖
(1)何士驥 ｢石刻太極宮曁府寺坊 殘圖大明宮殘圖 慶宮圖之研究｣( 古 報 1‐

1, 國立北平研究院, 1935)

(2)福山敏男 ｢唐長安城の東南部｣(同著 中國建築と金石文の研究　福山敏男著作集 

6(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83, 初版 1953)

(3)平岡武夫 唐代の長安と洛陽　地圖の解説篇(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56)

※ 한 平岡武夫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呂大防의 ｢長安圖｣ 復原圖의 誤植과 

락부분에 한 고증이 陝西省文物管理委員会 ｢唐長安城地基初歩探測｣( 古学

報 1958年第3期) 91쪽에 ｢唐代の長安と洛陽模絵唐長安城圖勘訂表｣라고 게

재되어 있다. 

(4)辛徳勇 ｢ 長安志長安志圖的版本－兼論呂大防長安圖－｣ (同著 古代交

通与地理文献研究, 中華書局, 1996).

(5) 宿白 ｢現代城 中古代城址的初歩 査｣(文物 2001年第1期) 62쪽 注9.



中國歴代都市圖의 変遷 _ 妹尾達彦 _ 119

圖３ 呂大防｢唐長安総圖｣ 拓本部分과 唐長安城
【出典】妹尾達彦 ｢唐長安圖碑－唐の王都の生活空間－｣(月刊しに
か 2001年3月号)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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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４ 中華民國23年(1934)発見 ｢太極宮殘圖｣拓本
【出典】曹婉如他編 中國古代地圖集　 戦國－元(北京・文物出版社, 
1990年) 圖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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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５ 雍録 巻3｢唐都城内坊里古要迹圖｣와 呂大防｢長安總圖｣

 히라오카 타케오가 편집한 長安と洛陽 地圖(京都大学人文科学研
究所, 1956)에 수록된 ｢唐長安總圖｣은 마에다 나오노리(前田直典)
가 1936년 여름 西安을 방문했을 때 입수한 탁본(淸末에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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殘石의 탁본)을 바탕으로 하여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의 히라오카 
타케오와 이마이 키요시(今井清) 두 사람의 면 한 고증을 거쳐 가
이즈카 미요[貝塚みよ, 가이즈카 시케키(貝塚茂樹)의 부인]가 작도
한 것이다.(이하에서는 ｢平岡模寫長安総圖｣라고 칭한다)3)
  이 ｢平岡模寫長安総圖｣의 바탕이 된 마에다 나오노리의 旧蔵拓本
은 그가 西安을 방문했던 中華民國 25年(1936)에 출판된 排印本 
咸寧長安両県続志 巻１ 唐南内興慶宮圖에 대한 설명 부분에 ｢呂氏
唐宮原刻, 有總・分圖, 倶爲保經堂夏氏所蔵拓本. 總圖石刻斷裂凡七
段, 僅前圖太極宮較完好｣라는 구절이 있어 保経堂의 夏氏가 소장하
고 있던 탁본의 ｢總圖｣와 같은 종류의 탁본이라고 추정된다.4)
  현존하는 呂大防의 ｢長安圖｣의 原石 단편은 마에다 나오노리가 
西安을 방문하기 2년전인 中華民國 23年(1934) 3월 西安城 南門内 
小湘子廟街에서 재발견된 것이다. 이 때 출토된 石塊는 ｢石刻太極
宮曁府寺坊市殘圖｣라고 명명되었다. 같은 무렵 陝西民政廳 二門内
院의 발굴현장에서도 ｢大明・興慶両宮圖合刻之殘碑｣과 ｢興慶宮圖｣
라고 명명된 原石 단편이 다시 발견되었다. 그 뒤 ｢石刻太極宮曁府
寺坊市殘圖｣와 ｢興慶宮圖｣는 현재 西安의 碑林博物館 第４室에 각
각 ｢唐太極宮殘圖｣과 ｢唐興慶宮圖｣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5)　　　　
  1934년에 출토된 ｢石刻太極宮曁府寺坊市殘圖｣(즉 碑林博物館第 
４室에 현재 전시되고 있는 ｢唐太極宮殘圖｣)와 清末에 출토된 殘石

3) 보다 정확히 말하면 탁본 자체는 제2차 세계 때 일어난 東京空襲으로 소

실되었기에 이 탁본을 촬 하여 게재한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発掘

調査의 탁본사진과 키시베 시게오(岸邊成雄)가 개인 으로 소장하고 있던 마

에다 나오노리 소장 탁본의 사진에 기 하여 모사한 것이다. 

4)　福山敏男 ｢唐長安城の東南部｣(同著 中國建築と金石文の研究　同著作集６) 

 平岡武夫, 前掲 唐代の長安と洛陽　地圖의 解説篇 49쪽을 참조.

5)　발굴할 때 상황과 출토된 長安城圖碑 断片의 고증은 본문에서 언 한 何士

驥 ｢石刻太極宮曁府寺坊 殘圖大明宮殘圖 慶宮圖之研究｣( 古 報 1-1, 國

立北平研究院, 193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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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拓本에 바탕을 둔 ｢平岡模寫長安總圖｣의 해당 부분을 비교하면 
완전히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없고 ｢平岡模寫長安總圖｣ 쪽이 출토된 
原石 단편보다도 조금 크다. 清末 발견 당시부터 1934년의 재발견
까지 그 기간 사이에 原石이 마멸하 음을 알 수 있다. 
  탁본으로만 남아 清末에 발견된 ｢唐長安總圖｣의 殘石 부분으로부
터 ｢唐長安總圖｣의 크기를 추정하면 그 原石은 높이 2미터, 폭 1.5
미터가 될 정도로 ｢唐長安總圖｣는 어느 정도 큰 石刻이었다. 현존
하는 ｢唐長安總圖｣의 原石은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1934년에 재발
견된 太極宮 부분의 殘石 1편뿐이다. 동시에 발견된 ｢大明・興慶兩
宮圖合刻之殘碑｣와 ｢興慶宮圖｣는 ｢唐長安總圖｣의 別圖에 해당한다. 
  또한 韋述의 兩京新記는 8세기전반 盛唐의 長安과 洛陽을 정확
히 서술한 동시대 사료이며 唐代 兩京研究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長安城의 街西를 기록한 巻３부분만 남아 있
다. 그 때문에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을 실마리로 하여 兩京新記
의 복원이 가능하게 된 것도 呂大防의 ｢唐長安總圖｣가 지닌 가치이
다.6)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에 담긴 내용
  清末에 발견된 ｢長安總圖殘石｣ 15편의 탁본 부분은 앞에 게재한 
탁본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長安城의 전체가 아니라 동북부분일 뿐
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呂大防의 ｢唐長安總圖｣ 石刻과 탁본이나. ｢
大明宮･興慶宮圖碑殘石｣에서만이라도 다른 문헌자료에서 엿볼 수 
없는 많은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궁전과 관청이나 방벽으로 둘러싸인 거주구(坊), 
寺院･道観의 위치・규모･건축구조, 관인의 저택장소, 성내의 水渠 
6) 보다 상세한 것은 辛徳勇, ｢ 長安志長安志圖的版本－兼論呂大防長安圖

｣(同著 古代交通与地理文献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6年), 妹尾達彦 ｢唐開元

長安城圖作製試論｣(歴史人類 第26号, 筑波大学歴史･人類学系, 1998年)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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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池의 분포 등 도성의 생활공간을 손에 잡힐 듯이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두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의 殘石이나 탁본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존하는 ｢長安總圖｣ 탁본의 부분이 太極宮･大明宮･興慶宮 등 3大 宮
殿을 포함한 長安城의 街東北部 지역으로 長安城내의 정치･경제의 
중추지역과 겹쳐진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이 탁본에서 8세기전반
의 唐朝의 중앙관청의 상세한 입지 상황과 성안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大明宮과 太極宮・興慶宮에 둘러싸인 外郭城内 東北部의 고
급 주택가의 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呂大防의 ｢唐長安總圖｣ 殘石 부분에서 太極宮의 전체 모습
과 皇城의 정연한 건축 배치, 太極宮・大明宮・興慶宮 등 궁전을 
둘러싼 성벽, 外郭城의 성벽・夾城(이중성벽), 外郭城 안의 坊壁과 
坊門, 성내 十字街, 長安城 東北部分에 설립된 불교사원과 도관, 정
부고관의 저택, 정원, 水渠, 國子監 및 左金吾衛 등 각종 관청의 분
포가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太極宮과 大明宮, 興慶宮이라는 광대하고 화려한 세 궁전의 내부
구조에서 天子-皇帝의 도성인 장안의 위용이 드러나고 8세기 전반
기의 장안의 번 과 생활공간의 높은 수준이 보인다. 바로 천자의 
도성에 어울리는 질서와 활기를 모두 갖춘 도시공간이 눈앞에 떠오
른다. 석각을 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석각을 세운 위정자의 동기 을 것이다. 
  이것은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와 韋述의 兩京新記 巻3 西京街
西, 兩京新記를 증보한 宋敏求의 長安志 등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한 8세기 전반 장안의 그림와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와 비교할 
때 보다 명료해진다. 
  呂大防은 ｢唐長安總圖｣의 왼쪽 하단부에 새긴 ｢題記｣에서 唐長安
城의 石刻圖를 작성할 때 당시 존재했던 ｢旧長安圖｣와 唐 韋述(？
-757)이 開元 10年(722)무렵 완성한 兩京新記 巻１～巻３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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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西京・長安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고 게다가 당시 유적을 조사
를 거친 뒤 작성했음을 서술하 다.7) 呂大防은 京兆・藍田県 출신
으로 長安이 위치한 관중평야의 지방관을 여러 차례 역임하 고 ｢
長安圖｣를 작성한 元豊年間(1078－1085)초에는 예전의 唐都 長安
이었던 지역을 담당하는 장관인 知永興軍이 되었다. 11세기말 장안
지역에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가 의거한 문헌자료가 주로 韋述의 兩京新記에서 기술한 西
京 長安 부분이었기 때문에 呂大防의 ｢唐長安總圖｣에 새겨진 성내 
건축물에는 韋述이 묘사한 8세기 전반 盛唐期의 건축물이 많다. 
  히라오카 타케오는 이 그림에 새겨 있는 건축물은 開元20年
(732)무렵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하 다.(同編 長安と洛陽　地
圖解説篇, pp.53-54) 다만, 현존하는 그림에 있는 20개의 관인 
저택 가운데 확실히 開元年間의 저택이 가장 많지만 開元年間이전, 
즉 隋代부터 唐中期에 걸쳐 성내에 거주했던 高官의 저택도 포함되
어 있다. 呂大防은 唐初부터 8세기 전반 玄宗의 開元年間에 이르는 
기간에 長安의 도시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묘사했던 것이다. 
  呂大防이 1080년 唐長安圖碑을 작성한 시기는 元豊의 官制改革
(같은 해인 1080년에 시작되었다)로 대표되는 唐王朝의 文物制度
로 돌아가자는 복고운동이 고조되는 시기 다. 이 복고운동의 배경
에는 중국대륙 서북부에서 대두한 탕구트족의 西夏와 중국대륙 동
북부에서 패권을 구가하고 있는 거란족 遼의 강대화에 대한 저항의
식과, 대제국을 성취한 당왕조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呂大防의 일
련의 ｢長安圖｣가 위대한 당왕조의 부활을 도모하는 당시 정치상황
과 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작성된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圖５의 雍録에 게재된 長安圖는 9세기 장안성을 표현한 것이
7)　雲麓漫鈔에 인용된 呂大防의 ｢唐長安總圖｣題記에 ｢隋都城・大明宮, 並以二

寸折一里, 城外取容不用折法. 大率以 圖及韋述西京記爲本, 參以諸書及遺迹

定. 太極․大明․ 慶三宮, 用折地法, 不能盡容諸殿. 又爲別圖.｣라는 구 이 있

다.(平岡武夫 編, 唐代の長安と洛陽　地圖 解説編,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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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呂大防의 ｢唐長安總圖｣가 묘사한 8세기 전반의 장안성은 9세기
가 되면 도시구조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大明宮에 접한 街東
에 도시기능이 다양해지는 것이 눈에 띈다. 9세기에 이런 장안성의 
변천도 題記에 서술되어 있다.8)
  이처럼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는 太極宮・大明宮・興慶宮 등 長
安의 三大内와 압도적 위용을 드러내는 禁苑, 질서 있게 정연하게 
구획된 관청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로 등을 그린 동시에 유교・
불교・도교 三教의 종교건축의 입지나, 벽으로 둘러싸인 坊에 있는 
관인저택 및 거대한 東市와 西市, 水渠 등 주민의 생활공간을 다함
께 평면적으로 그렸다. 
  이런 묘사 방식을 통해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는 8세기 전반 唐 
長安城에 일어나기 시작한 도시의 생활공간의 성숙함을 도시도라는 
형태로 처음 정리함과 동시에 세속화의 진전에 따른 소재를 묘사함
으로써 天子‐皇帝의 권위가 개개인의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한 사회
가 도래하 음을 표현하 다. ｢唐長安總圖｣에는 宮城・禁苑에서 성
내 일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天子‐皇帝의 위엄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같은 都城 都市圖의 묘사법과 기능은 전근대 내내 후대의 도시도
에 계승되었다. 

(2) 開封의 번  －事林廣記에 수록된 ｢開封外城圖｣과 張澤
端의 ｢清明上河圖｣－
  
8)　呂大防의 ｢唐長安總圖｣ 題記에 ｢外郭東北隅永福一坊, 築入苑. 先天以後, 爲十

六王内宅. 又玄宗以隆慶坊爲 慶宮, 附外郭爲複道. 自大明宮, 經過通化門, 磴道

濳通, 以達此宮. 之夾城. 又制永嘉坊南百歩入宮. 外郭東南隅一坊, 始建都城, 

以地高不便, 隔在郭外, 爲芙蓉園. 引黄渠水注之, 號曲江. 明皇増築 慶宮夾城, 

直至芙蓉園. 又武宗於宣政殿東北築臺, 曰望仙. 今人誤以爲蓬莱山. 武宗又修未

央宮, 爲通光亭. 宣宗修憲宗遺迹, 於夾城中開便門, 自芙蓉園北入至青龍寺, 俗號

新開門. 自門至寺, 開敦化以北四坊各爲二. 此遷改之異.｣라고 한다.(平岡武夫 編 

唐代の長安と洛陽　地圖 解説編, pp.50－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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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 새겨진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는 도시도 세계에 새로운 시
각을 제시했다. 송대이후 편찬된 많은 地方志에 실린 도시도는 呂
大防의 ｢長安總圖｣과 똑같이 8・9세기이후의 중국도시의 성숙함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北宋末에는 더욱 都城의 번 을 묘사한 都市
繁盛記나 都市風俗圖와 유사한 書畵가 등장했다. 

               

圖６事林廣記所載｢開封外城圖
　 
  北宋의 都城 開封을 묘사한 南宋의 百科全書인 事林廣記에 수
록된 ｢開封外城圖｣는 汴河를 비롯하여 수로가 종횡으로 뻗은 도성
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실제 開封城의 복원도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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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나 수로, 형태 등이 다르지만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가 수
로를 활용한 도성의 기능적 특색을 잘 포착한 점이 주목된다. 이 
점에서도 도시의 행정기능과 생활공간을 중첩되게 묘사함으로써 일
반사회로 왕권 권위를 침투시키려는, 송대이후 도시도가 지닌 특색
을 엿볼 수 있다. 
     

圖７北宋開封의 儀礼空間(妹尾2007)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에 담겨 있는 도시도의 특색은 北宋末 
도성 開封의 성안팍의 활발한 광경을 그린 유명한 張澤端의 ｢清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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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河圖｣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開封城 안팍의 생활세계
를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清明上河圖｣는 회화이지 지도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도시도의 일종으로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의 개
봉도시도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清明上河圖｣에 대해서는 那志良 清明上河圖(台北, 國立故宮博
物院, 1977)와 周宝珠 ｢清明上河圖｣與清明上河学(開封, 河南大学
出版社, 1997)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伊原弘 編의 
｢清明上河圖｣をよむ(東京, 勉誠出版, 2003)가 최근 연구를 집대
성하여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종래 ｢清明上河圖｣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의 진전에 따른 開封의 
도시구조의 개방성과 고양된 자유로운 활동을 당대 장안의 폐쇄성
과 대조하며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경제의 진전면에서는 확
실히 북송은 당을 능가하는 재정・경제규모를 갖추었다. 다만, 당 
장안성의 일반거주지는 坊牆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100개가 넘는 
坊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坊内의 개개인에게 정치권력의 침투
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坊正이라는, 官에서 임명한 
坊内의 실력자가 치안이나 행정사무를 담당하 다. 이런 제도는 다
종족이 뒤섞인 복잡한 사회구성에서는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피
지배자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때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北宋의 開封이나 南宋의 臨安은 坊牆을 지닌 坊이 없
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각 거주지의 개인에게 침투하기 
쉽다. 소수의 지배자가 개인의 거주지를 벽으로 둘러싸서 간접적인 
지배를 실행한 시대에서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도시 구성원 전원을 
지배자가 직접적이고 균등하게 지배하려는 시대로 전환한 것이다. 
｢清明上河圖｣에서 볼 수 있는 文人에서 庶民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
과 계층의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내에
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대에 등장했고 그와 동시에 권력이 
개개인의 정신의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는 시대의 주민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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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이상에서 기술한 ｢清明上河圖｣와 비교하며 北宋 開封을 그린 事
林廣記의 ｢開封外城圖｣를 다시 살펴보면 事林廣記의 ｢開封外城
圖｣가 南北軸을 中心軸로 하는, 大内(宮城)－内城－外城의 삼중구
조의 전통적 理想都市로서 開封을 묘사한 것은 새삼 놀랍다. 현실
의 開封의 도시구조는 중국 전통의 이상도시에 관한 도시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圖７ 참조) 도시도를 작성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왕권의 소재지로서의 전통적인 상징성이 중시된 것이었다.
  현실을 이상으로 전환시킨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는 開封의 
도시가 안고 있는 唐代 長安이나 洛陽에 대한 열등감도 나타내고 
있다. 본래 대운하의 상업도시 던 開封은 隋唐 長安城과 洛陽城 
처럼 전통이념에 기반한 계획적 건축도시가 아니라 王都로 선정된 
뒤부터 개조를 거듭해서 도성으로서 권위를 구축했다. 汴河를 따라 
발달했던 開封에는 長安과 洛陽 같은 주도면 한 도성의 도시계획
은 없었다. 이것은 開封에 궁전을 조 할 때 南北軸線과 東西対象
을 중시하는 전통규범을 재현하거나 長安과 洛陽의 도성 구조를 모
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은 개봉이 안
고 있는 ‘부담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에 그려진 종횡으로 뻗은 운하
와 수로는 開封의 상업기능과 교통기능이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
다. 이는 ｢開封外城圖｣가 도성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과 
서로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다. 수로나 해로는 인간이 만든 교
통수단(배)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가축(말이나 낙타, 당
나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로에 비해 환경때문에 인간의 활동
이 제약받는 바는 적다. 그 결과 수로와 해로의 이용으로 인간 주
체의 근대세계가 등장하 다. 

9)　妹尾達彦, ｢都 の生活と文化｣(谷川道雄・ 敏一・池田温・菊池英夫・佐竹靖

彦編 魏晋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1997), pp.365-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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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清明上河圖｣는 事林廣記의 ｢開封外城圖｣가 내포하고 
있는 開封의 기능적 측면을 전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開
封이 지닌 교통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清
明上河圖｣는 앞절에서 논했듯이 자연계・초자연계・인간계 속에서 
인간계가 독립하여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압도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3) 北京의 都市圖－前近代에서 近代로－

  제1절과 제2절에서 서술한 도시도의 탄생과 변천은 北京의 도시
도 변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鄭錫
煌 主編 中國古代地圖集－城市地圖(西安, 西安地圖出版社, 2005)
에는 明清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北京의 도시도가 수록
되어 있다. 
즉, ｢康煕北京城圖｣(清康煕中期), ｢雍正北京城圖｣(雍正 12年
(1734)), ｢乾隆京城全圖｣(乾隆 15年(1750)), ｢道光北京内外城全圖
｣(道光 25年(1845)), ｢北京地圖｣(咸豊年間(1851‐1861)), ｢京城内
外首善全圖｣(光緒16‐28年間(1890‐1902年間)), ｢京城各國暫分界址
全圖｣(清光緒26‐30年間(1900‐1904年間)), ｢京城詳細地圖｣(光緒27
年(1901)，光緒31年(1905)修訂，宣統3年(1911年) 第5版), ｢清北
京城｣(清宣統年間(1909‐1911)) 등이다. 
　 이 도시도를 살펴보면 도시도의 묘사방법과 대상, 구성이 中國 
안팎의 사회적 변동의 향을 받아 서서히 세속화되었고, 점차 왕
권공간과 일반인의 생활공간이 융합되고 국민이나 시민이 지도의 
주체가 된 근대의 도시도로 변모해 갔음을 잘 알 수 있다. 
　 명청시대의 북경 도시도의 중심은 말한 것도 없이 황제가 거주하
는 궁전(紫禁城＝현재의 故宮)이다. 그러나 현대 북경 도시도의 중
심은 고궁 남쪽에 조성된 天安門廣場이다. 이것은 전근대 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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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가 왕과 우주의 연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기호 던 것에 대
하여 근대 수도의 도시도에는 국민주권을 드러내는 정치적 주장이 
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가 보는 천안문광장의 모습의 원형은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10주년 사업인 北京改造計劃의 일환으로 天安門 앞 공간을 확
장하여 1958년 4월에 광장의 중심을 人民英雄紀念碑으로 정하고, 
같은 해 9월에 서쪽의 人民大會堂, 1959년에 동쪽의 中國革命博物
館과 中國歴史博物館을 완성함으로써 탄생했다. 
  1976년 毛澤東이 사망하고 그 뒤 1주년인 이듬해 1977년에 새
롭게 毛主席紀念堂이 건립되어 현재와 같은 광장의 경관이 성립했
다. 人民英雄紀念碑의 正北에는 국기게양대가 있어 매일 일출때 국
기를 게양하고 일몰때 국기를 하강하는 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천안문광장은 수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천안문광장은 근대국가의 형성기에 세계 각지에 탄생했
던 국민관장의 하나이며 그곳을 방문하면 국민임을 실감케 하는 성
스러운 순례지이다. 더불어 미국의 워싱턴 Ｄ.Ｃ.의 몰(the Mall)과 
나란히 현재 세계를 대표하는 국민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광장은 각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천안
문광장의 경우, 전근대 권위의 상징인 故宮(황제가 정무를 보는 자
금성)의 공간을 이용한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천안문광장은 옛 
北京城의 남북 중심축을 이용하여 그 선상에 국기게양대, 人民英雄
紀念碑(혁명전쟁에 전사한  무명전사의 묘비)와 毛主席紀念堂을 배
치하고 동서에는 시간(太廟＝현재의 中山公園과 中國革命・歴史博
物館＝現在의 國家博物館)과 공간(社稷＝현재의 勞働人民文化宮과 
人民大會堂)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광장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人民英雄紀念碑는 북쪽을 정면으
로 함으로써 남쪽을 정면으로 하는 故宮의 구질서를 부정하고 그것
에 대치하는 듯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건축구조는 중국에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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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통이 지닌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10)

맺음말－権力에서 交流로－　

  매우 엉성하지만 중국 도성의 도시도 변천을 개관하면 어떤 종류
의 왕도의 지도라 하더라도 모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위정
자의 정권의 정통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의 하늘
(天 내지 天子‐皇帝)에서 근대의 국민・시민으로라는 정통성의 근
거가 전환됨에 따라 도시도의 주제도 황제의 궁전을 중핵으로 한 
도시도에서 국민광장・시민광장 등 공공공간을 핵으로 하는 도시도
로 변화했다. 그러나 전근대에서 근대에 걸쳐 일관된 것은 도성의 
도시도에는 정치성이 매우 뚜렷하게 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왕도가 가진 통치공간의 요체로서의 행정기능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혹은 이것은 도성의 도시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圖像은 불가피하게 정치성을 표현하게 마련
이다는 문제로 일반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성의 도시도가 어떤 강제력을 가진 권력의 주장으
로부터 벗어날 수 없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수렴하지는 않았고 다채
로운 이야기를 지닌 생활공간을 다각적으로 묘사했기에 보는 이에
게 표현 대상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상상력을 불
러 일으킨다. ｢清明上河圖｣가 北宋末 도성 안팎을 묘사한 歴史画임
과 동시에 다양한 해독을 기다리는 풍부한 텍스트이다. 현재 그것
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清明上河圖｣가 내포하고 있는 다채
로운 이야기거리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呂大防의 ｢唐長安總圖나 ｢清明上河
10) 妹尾達彦, ｢首都と國民廣場－現代北京における天安門廣場の建築｣(関根康正編

＜都 的＞なるもの－文化人類学的 察, 東京大学出版会, 2003), pp.26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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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의 방법을 숙지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 각인된 기억과 유
적을 실마리로 당 장안성의 도시 정경의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것은 실증적 연구과는 다르지만 역사 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３D에 의한 唐 長安城의 복원이 王才強 및 日本과 中國의 TV 방
송국에 의해 실현된 오늘날 평면에 그린 회화가 지닌 의의는 상대
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상과는 다른 표현방법으로서 전통적인 
도시도의 표현력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번역: 최 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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