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건축과 도시아시아 건축과 시

- 제 3강 중국의 고대 도성계획원리와 도시발전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周禮 考工記’의
도성 계획 원리도성 계획 원리

“삼례도” 중의 도성도 고대 유럽의 성시 발전 과정

(벨기에 서쪽 Bruges 성시)

역대 중국 도성의 성격별 유형 1) 장안형

서안의 대안탑

(唐대 건축)

당 장안성

역대 중국 도성의 성격별 유형 2) 개봉형

북송 개봉

역대 중국 도성의 성격별 유형 2) 개봉형

송대의 평강부도비의 번각 모사본 송대의 평강부도비 중의 子城 부분의 탁본



역대 중국 도성의 성격별 유형 3) 북경형

북경성

역대 중국 도성 비교표역대 중국 도성 비교표

북경

낙양

북경

서안
개봉 남경

항주항주

남경-남조,명초,민국

항주-오월,남송

개봉-금 북송개봉 금,북송

낙양-동주,한,위,서진,당

서안-서주,서한,수,당

북경-금,원,명,청북경 금,원,명,청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성시 遺址
(하남 정주에 있는 商代 城市)(하남 정주에 있는 商代 城市)

전국시대전국시대

한 장안성 遺址의 考古 실측도

한 장안성 배치도



고대 비석에 나오는 당 장안성고대 비석에 나오는 당 장안성
의 城坊에 관한 도면

당 장안성당 장안성

<송 변경성도>

북송 개봉

춘추시대의 북경 하북성 역현 연 도성 유적

북송, 요 대치기의 북경

원대 북경성 명 남경성원대 북경성 명 남경성

옛 청의원(현재 이화원)옛 청의원(현재 이화원)

명 청대 북경성명, 청대 북경성



8세기 동안의 북경성 규모와 배치
형상의 변천 북경성 변천도북경성 변천도

북경 현재 지도

원명원의 서양루

1930년대 전문 앞 거리 현대의 대책란 거리

동교민항의 근대 건축물

동교민항의 근대 건축물
경산에서 본 자금성



경복궁, 자금성 비교 경복궁, 자금성 비교

자금성의 중층적 위요 북경성의 남북 종축선북경성의 남북 종축선

태묘

중화문(대명문, 대청문)

천보랑



고루(앞)와 종루(뒤)

18세기말 북경의 모습

궁성 해자의 야경

북
경경
의

입
지

조조
건

‘건륭경사전도’에

나타난 호동과 사합원

청 섭정왕부

연대사가 호동 서단 호동

서단호동 내 서비스 센터 서단호동 내 게시판



고루 호동 전경 고루 호동

호동 내의 노상 이발소
호동의 구조와 사합원 주택의 호응

북경성 내 지역별 성격

동교민항의 옛 모습동교민항의 옛 모습

선무문 밖의 호광회관선무문 밖의 호광회관

공친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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