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강 일본건축사 개관

1. 일본건축의 특질 (太田博太郞, 日本建築史序說, 1947년 초판, 1969년 증보신판)

가) 일본의 자연과 사회

아기자기한 자연과 사계절 .. 변화있는 풍경 .. 웅대한 것보다는 세련된 것

섬나라 .. 타국문화에 대한 적당한 거리감 .. 자국화를 위한 여유

단일민족 .. 민족적 대립이 없음 .. 평화기의 건축

나)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통의 유지

외래문화(아스카, 나라시대 ..육조 및 당, 가마쿠라시대 ..송, 메이지 유신이후 ..서구)의 자주적 수용

전통의 고수 .. 통일된 정부, 권위에 대한 복종, 예술형의 보존

다) 일본인의 건축관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 .. 크기나 무게가 아닌 아름다움과 감각의 세련됨을 추구

목조건축 .. 무상함 .. 영원성에 대하여 소극적 .. 영원한 것은 정신일 뿐

라) 일본건축의 재료와 구조

  ... 장방형의 평면, 군집의 건축, 가구식 구조, 

구조재가 곧 의장재 .. 소재에 대한 탐구 

지붕의 아름다움 .. 깊은 처마(헛 서까래), 직선적인 처마선

개방적인 입면 .. 주칸 구성의 자유로움

좌식 생활 .. 툇마루 .. 수평성 .. 공간이용의 전용성

규격화된 구조 .. 주칸, 다다미

마) 일본건축의 의장

수평선의 강조 .. 기단선, 처마선, 용마루선

분위기의 조정 .. 주간폭의 조정, 지붕형태의 조정

회화적 성질 .. 입면 의장의 평면성, 보칸의 분화 미숙

간소함과 청순함 .. 비대칭성, 재료미와 구조미, 무장식성, 자연색, 地味

* 기타

종교건축과 주거건축의 분리가 뚜렷함

공포는 종교건축에만 사용 .. 궁궐에도 공포는 사용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多濕한 기후이므로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 

2. 간추린 일본역사 (일본근대사론,  다카하시 외 지음, 지식산업사) 

가) 일본 고대의 사회와 국가

3세기경 .. 농업공동체의 계급분화, 수장층 등장

5-6세기 .. 야마토(大和) 지방 (지금의 나라평원일대)에서 호족 연합권력 등장, 

중국의 남조와 교통 시작

7세기 .. ‘일본’ ‘천황’등의 명칭 사용(646 大化改新), 渡來人 활약, 불교 전래

7세기후반-8세기 .. 율령국가, 지방제도 國(쿠니, 國司, 65개)-郡(코오리, 郡司) or 評-里 or 鄕

792년 .. 헤이안쿄 천도

10세기 莊園제 성행 .. 호적중심의 人頭지배에서 토지대장 중심의 田地지배로.



고대전제국가의 해체기의 모습, 중앙귀족의 지방 경영 활발(분산적 지역)

   but 중세의 지방영주를 중심으로하는 장원제와는 다름

농업공동체의 해체와 개별경영의 발전

* 10세기말 이후 .. 攝政, 關白 등 귀족의 우두머리가 사실상 군력을 장악

나) 일본 중세사회의 전개

1185년 .. 카마쿠라 막부① 등장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 동일본 지역 통치

14세기전반 .. 무로마치 막부② 성립 (아시카가 다카우지) .. 전 일본 통치/66개國 슈고(守護)

1460-70년대 .. 오닌(應仁)의 난 ,, 중앙 귀족몰락/ 戰國다이묘(大名) 등장 .. 지방지배의 변화 

16세기중엽 .. 포루투칼인 총과 기독교 전래 .. 전국다이묘 간의 세력 불균형

16세기 후반 ..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전국 통일 .. 정치/경제의 일본 통합

다) 일본 근세사회의 성립

1603년 .. 에도 막부③ 성립(토쿠가와 이에야스) .. 

幕藩체제 성립 (268년간) .. 幕府와 藩(260여개)

兵農分離 .. 농민층의 무장화(下剋上)를 막기위하여 실시. 무사계급의 월급제화, 

  농민의 상업화를 아울러 금지하는 효과. 城下町발달의 전기(토요토미)

石高制 .. 농지의 표준 생산액. 이를 근거로 농민의 年貢 및 賦役을 정함. 

  가신에게는 특정한 영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석고로 표시된 영지를 부여함.

* 城下町의 성립 .. 家臣들을 영주의 居城아래에 모여 살게 함.

 鎖國 .. 1639년

나가사키 .. 막부의 직할도시, 네덜란드 및 중국과 교역

쓰시마藩 .. 조선과의 외교사무, 무역대행

류쿠와의 조공무역(1609년 가고시마藩에 의해 정복)

라) 근세사회의 발전과 동요

생산력의 향상 .. 16세기말 163만 정보 > 18세기초 300만 정보

겐로쿠(元祿)의 문화르네상스 .. 17세기말 

농민봉기 .. 막부의 재정궁핍 .. 지주 및 상인계층으로 부의 집중 .. 18세기말의 농민봉기

세습제와 관료제 .. 18세기 말 이후 하급관리 선발을 위한 시험 및 교육기관 보급

/蘭學 .. 의학, 수학 등의 서양과학

대외문제 .. 18세기말 러시아, 19세기 영국 및 미국의 어선, 1853년 미국 페리함대

마) 일본제국의 성립

1853년 페리 (黑船) 래항, 1858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와 통상조약

1868년 메이지 유신 .. 西南지역 번의 하급무사(尊王討幕派)봉기

1871년 廢藩置縣(중앙집권) / 신분제 폐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와쿠라(岩倉) 사절단 .. 明治元老

1873년 地租改正(토지사유, 금납), 徵兵令, 學令, 秩祿處分(사무라이의 봉록폐지, 공채지급)

1885년경 脫亞入歐論 제창

        *富國强兵



  富國우선 -自由民權運動-식산흥업, 입헌정체, 대외 화평, 조세 경감- 이상주의자, 다이쇼데모크라시

  强兵우선 - 征韓論 - 군비 증강, 대륙 침략, 조세 증징 - 明治志士, 昭和軍國主義者

1889년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헌법) .. 近代天皇制 (일본 근대국가의 특질)

1890년 의회 개원

1894년 청일전쟁 승리

1890년 政社法 > 1900년 治安警察法 (지주에 대한 브루조아의 보호)

  중공업 : 군수공업, 제철, 조선 - 러일전쟁후 민간재벌과 결탁

  경공업 : 면사와 견사 - 주요 수출품 - 고율소작료와 저임금

  세계시장에서의 후진국적 성격과 동아시아시장에서의 선진국적 성격

바) 일본제국의 팽창과 붕괴

1900년 중국 의화단 사건 - 8국연합군의 절반을 일본군이 차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 일류 제국주의로의 발돋움 .. 債務國 전락 .. 사회주의 열풍

1910년 한국병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 중국 산똥반도 점령 .. 경제 부흥의 天佑

1931년 만주사변 발발 

1932년 5.15 사건(젊은 장교의 수상 암살) - 정당내각의 붕괴, 군부 내각

1936년 2.26 사건(皇道派의 쿠데타 실패, 統制派의 집권)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10월 도조(東條) 내각 성립 - 천황제 파시즘 (파쇼적 재편성)

3. 일본건축사의 시대구분

가) 원시 사회

조몬 문화 (繩文) B.C.7,500~B.C.334 : 마제석기를 이용한 신석기 문화 / 수혈주거

야요이 문화 (彌生) B.C.334~A.D.238 : 청동기, 철기 문화 /수혈주거, 고상식 주거

투무루스 문화 (古墳) 238~538 : 철기문화, 氏姓제도, 階級제도의 확립, 小國家 /하니와(埴輪)

나) 고대 사회 .. 貴族문화

아스카 시대 (飛鳥) 538~645 : 한자와 불교 문화의 전래, 한반도의 영향, (蘇我씨) 

/ 아스카데라(飛鳥寺, 588-596) .. 1탑3금당

/ 시텐노지(四天王寺, 593) .. 백제식 가람, 1탑1금당 

/ 호오류우지(法隆寺) 西院가람 (609, 708?) .. 동전서탑 

/ 아스카(飛鳥)

  * 하쿠호 시대 (白鳳) 645~710 : 율령국가의 성립 .. 아스카 시대에 포함되기도 함

/ 야쿠시지(藥師寺) (698) .. 쌍탑식 가람 

/ 이세진구(伊勢神宮)의 式年遷宮 시작(690)

/ 難波宮(645), 藤原京(694, 최초의 중국식 도성)

나라시대 (奈良) 710~794 :  텐뾰오 문화(天平), 遣唐使의 파견 (전후 6차례)

/ 야쿠시지 東塔(730), 도쇼다이지(唐招提寺) 金堂(759), 講堂, 호오류우지 夢殿

/ 神社건축의 발달

/ 平城京(710), 長岡京(784) 



일본 중국 한국

원

시

PRE~조몬문화(先繩文文化)     BC300000 ~ BC7500

 -무석기문화

 -세석기문화

BC 550000 북경원인 BC 500000 구석기시작

BC 8000 신석기시작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조몬문화(繩文文化)                 BC7500 ~ BC334

 -마제석기문화

 -조몬식토기

BC2200 앙소기채도문화  

BC1700~1400 용산흑도문화

하, 상(은), 주, 춘추전국시대, 전한

BC2333 고조선건국

야요이문화(彌生文化)               BC334 ~ AD238

-야요이식토기

-소국가의 분립

-씨성제도

후한

BC1C 인도에서불교전래

222~179삼국시대(위,촉,오)

BC57 신라건국

BC37 고구려건국

BC18 백제건국

42 금관가야건국

헤이안시대(平安) 794~1192 :攝關정치(藤原씨), かな文字 ..전기는 弘仁․貞觀, 후기는 藤原기로 구분

/ 신덴쯔구리(寢殿造)의 성립 .. 平等院 鳳凰堂(1053)

/ 밀교건축(천태종, 진언종) .. 山中伽藍, 多寶塔, 禮堂

/ 平安京(794, 京都)

다) 중세 사회 .. 武士문화

카마쿠라 시대 (鎌倉) 1192~1331 : 幕府 정치(북조씨), 禪宗의 유래

/ 도오다이지(東大寺) 재건(1199) .. 승려 초오겐(重源) .. 大佛樣(天竺樣) .. 중국 복건성

/ 선종(臨濟宗)의 유행 ..  禪宗樣(唐樣) .. 圓覺寺 舍利殿(1285) .. 주간포의 사용

/ 카마쿠라 (鎌倉) .. 지방의 寒村 .. 문화적 중심(교토)와 정치적 중심

난보쿠조 시대 (南北朝) 1331~1392 : 

무로마치 시대 (室町) 1392~1568 : 후기는 戰國시대 (戰國 다이묘(大名))

/ 키타야마 문화 (北山) .. 킨가쿠지(金閣寺, 1397)

/ 히가시야마 문화 (東山) .. 긴가쿠지(銀閣寺, 1489)

/ 戰國 城郭 .. 山上의 城과 平地의 도시시설  

/ 寺內町, 城下町의 발달 

라) 근세 사회

모모야마 시대 (桃山) 1568~1603 : 아즈치모모야마문화 

/ 근세 城郭 .. 平山城 or 平城 .. 텐슈(天守) .. 아즈치조오(安土城,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 쇼인쯔구리(書院造)의 성립 .. 무사 주택형식 .. 비대칭, 쯔게쇼인(附書院)

/ 草庵風 茶室의 성립 .. 센노리큐(千利休, 1502-91)

에도 시대 (江戶) 1603~1868 : 幕藩체제, 兵農分離 

/ 근세 民家, 町家의 성립과 지역적 분화 

/ 에도(江戶)의 발전 .. 매립지, の字形 수로체계

/ 근세 쇼카마치(城下町) .. 중심의 城主의 居館을 중심으로 계급별로 동심원을 그리며 거주

/ 키요미즈테라(淸水寺) 본당 재건(1633)

/ 히메지죠(姬路城, 1608)

/ 닛코 도죠구(日光 東照宮) 陽明門 (1624)

마) 근대 사회

근대 1868~ :  

메이지(明治,1868~1911), 다이쇼(大正,1912~1925), 쇼와(昭和,1926~1988), 헤이세이(平成, 1989~)

4. 일본의 시대 구분 및 문화사 연표



투무루스문화(古墳文化)                     238~538

-고분문화

4~5C 5호16국

439~589 남북조시대
삼국시대

고

대

아스카시대(飛鳥時代)                       538~645

-한자, 불교의 전래

593-622 쇼토쿠태자 섭정기

630 견당사파견

589 수 중국통일

628 당 중국통일

538 백제성왕 일본 불교전파

668 삼국통일

892~918 후삼국시대

918 고려건국

하쿠호시대(白鳳時代)                       645~710

-율령국가

-하쿠호문화

나라시대(奈良時代)                         710~794

-덴표문화

중

세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2

-섭관정치

-장원성립, 무사출현

-원정

-고전문화, 고쿠후문화

907 당 멸망

979 송 중국통일

1126 송, 금에 멸망
1170 무신의난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92~1331

-막부정치

-몽고침략, 장원의 변질

-일한혼용문체 완성

-가마쿠라문화

1271 원 건국 1231 몽고 제1차 침입

난보쿠조시대(南北朝時代)                 1331~1392 1368 명 건국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92~1568

-다이묘 영국

-농업·상업, 무역 발달(1404 명과 통상조약)

-무로마치문화, 기타야마문화, 히가시야마문화

*후기는 전국시대(戰國時代) (1467 오닌의난)

1557 포르투갈인 마카오 거주허용

1392 조선건국

근

세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68~1603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통일

-1603 도쿠가와 이에야스, 최초의쇼군

-아즈치,모모야마문화

-사카이문화

1592 임진왜란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

-막번체제

-쇄국→개국(1854 미국과화친조약,개항)

-겐로쿠문화, 조닌문화

1616 후금건국

1636 후금→청으로 국호변경

1840~1842 아편전쟁

1792 화성건설

1863 고종즉위

근

대

근대(日本國)                                  1868~

-메이지유신

-자유민권운동, 헌법·정당정치, 자본주의확립

1911 중화민국

1949중화인민공화국

조선,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