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원 / ATA 대표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섬서성(陝西省)의 성도(省都)인 서안은 중국 중서부지구의 과학기술 ∙ 교육 ∙ 산업의 중심
도시이다. 서안시는 미앙(未央) ∙ 연호(蓮湖) ∙ 신성(新城) ∙ 비림(碑林) ∙ 파교(灞橋) ∙

안탑

(雁塔) ∙ 염량(閻良) ∙ 임동(臨潼) ∙ 장안(長安) 등 9개의 구(區)와 남전(藍田) ∙ 주지(周至) ∙
호(戶) ∙ 고릉(高陵) 등 4개의 현(縣)으로 이루어진다. 시의 면적은 9,983평방킬로미터, 인구
는 2007년 현재 870만 명이다. 연 강수량은 630밀리미터이다.
서안은 중국 대륙의 동서를 이어주는 중계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서안 성벽의 북쪽을 난
주(蘭州)와 상해(上海)를 잇는 용해철로(龍海鐵路)가 관통하고 있다. 1934년 개통된 이 철로
로 동으로 가면 상해 ∙ 북경으로 이어지고, 서로 가면 난주 ∙ 우루무치 또는 사천성으로 이
어진다.
흔히 천년고도(千年古城)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서안 지역은 3천년이 넘는 도성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서안은 주대(周代)에서 당대(唐代)에 이르는 동안 13왕조가 도읍지로 삼
았던 곳이다.1) 서안이 13왕조의 도읍이었던 기간만도 1천 백년에 달해, 서안은 중국의 역
사상 가장 오랫동안 도읍이었던 도시이다. 특히 수대(隋代)에서 계승된 당대(唐代)의 도읍지
장안성(長安城)의 모습이 상당 부분 오늘날의 서안에 남아있어 서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
사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서안과 인근에는 주 ∙ 진(秦) ∙ 한(漢) ∙ 당을 대표하는 4대 유적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명대(明代)의 대형 성벽이 있다. 따라서 서안
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콘스탄티노플의 규모와 찬란함을 능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적 국제도시이었던 역사
도시 서안. ‘영원한 도시’를 의미하는 장안(長安)2)은 중국세계의 가치관이 응축된 이상도시
였다. 장안의 도시계획은 『주례(周禮)』 「동관 고공기(冬官 考工記)」의 도성 모델에 바탕
을 둔 것으로서, 당시 한국 ∙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도성을 조성하는 데 전범이 되었
다.
중국 봉건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한 당, 그 당의 수도인 장안은 인구 백만에 달하는 세계

1) 이에 대해서는 왕조와 도성, 그리고 서안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서안에 도성을 둔 왕조의 수가
달라져, 10 ∙ 11 ∙ 12 ∙ 14 ∙ 17개 왕조 설이 있다. 현재 관(官) 쪽에서는 13개 왕조가 서안에 도성을 두었다는
설을 채용하고 있다.(http://baike.baidu.com/view/2155.htm)
2) ‘오래도록 편안하다’는 의미이다.

- 1 -

제일의 대도시이자 국제도시이었다. 서역(西域)으로 로마까지 이르렀던 실크로드가 시작된
장안은 당시 로마 크기의 세 배에 달했다고 한다. 규모만이 아니다. 이 도시는 세계문명이
교차하는 문화의 중심지이었다.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서안에 수도를 정한 당은
메디치가의 피렌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국 역사상 학문, 예술 그리고 문화가 가장 빛나는 시
기이었다. 한 예로, 역저 『중국의 과학과 문명』으로 유명한 조셉 니담(Joseph Needham)
의 연구에 의하면 당대(唐代)인 754년에 설립된 한림원(翰林院)은 유럽에 존재한 어떠한 학
술원보다 천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서안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
고 현대도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추고 가고 있다. 한편, 서안은 명대의 성벽과 가로체계의
골격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이른바 당풍(唐風)으로 디자인하여 역사도시의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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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은 관중(關中)평야의 위수(渭水) 남쪽, 진령산맥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위수는 황하
의 지류로, 주나라의 개국공신인 강태공이 낚시를 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중국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서안이 유교, 도교 뿐 아니라 기독교 ∙ 불교 ∙ 이슬람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의 메
카가 될 만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위수 유역은 서의 보계(寶鷄)에서 동의 동관(潼關)까지 ‘800리의 진천(秦川)’이라고 불린
다. 진천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으로 함곡관(函谷關), 서로 대산관(大散關), 남으
로 무관(武關), 북으로 소관(蕭關)이 있어 네 개의 관의 중심에 있다고 하여 이 지역을 관중
이라 부른다.
이런 서안의 입지는 북경과 마찬가지로 내중국(중국 본토)과 외중국(동북평원 ∙ 몽골 ∙ 신
강 ∙ 티베트 등 중국 외부)의 경계지역에 해당한다. 내중국과 외중국의 접경지역은 농업 ․
유목 접경선과 거의 일치한다. 중국의 장구한 역사에서 서안과 북경이 가장 오랜 기간 왕도
로 지속된 근본적인 이유는 두 도시가 내중국과 외중국의 집경지역 즉 농업 ․ 유목 접경선
에 있어 왕도의 기능에 꼭 필요한, 내중국의 농경지역에 대한 통치기능과 외중국의 유목지
역에 대한 외교적 정치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서안의 위치는 수의 대흥성이 자리잡았던 곳이다. 수나라는 군사적 목적이나 방어
상의 편리성, 자연환경, 성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대(漢代) 장안성이 있던 곳의 동남부
구릉지대에 대흥성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이 왕도 예정지로서 두루 만족스러웠다는
점과 궁성 ∙ 황성 ∙ 외곽성을 포함한 넓이가 동서 9.7킬로미터에 남북 8.6킬로미터이고 더욱
이 금원도 광활하여 수 왕조는 새로운 왕도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곳을 선택했던 것으로 여
겨진다.
본래 이 일대는 한대에 장안성의 이궁(離宮)이 세워졌으며 수렵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
다. 오호십육국 이후 여러 왕조가 장안성을 왕도로 삼았기에 용수원 일대는 장안성 교외의
묘장지역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가 새로운 왕도를 건설할 당시 많은 묘를 이전해야 했
다.
수 대흥성이 입지한 곳은 용수원(龍首原) 혹은 용수산(龍首山)이라 불린 구릉지대인데, 이
는 진령산맥 북쪽 기슭의 완만한 경사지역에 있다. 그 때문에 진령계곡에서 흘러나온 지표
수와 지하수가 풍부했다. 따라서 성 안팎을 잇는 급수로도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 쉽게 만
들 수 있었다. 대흥성에서 주작대가의 서쪽 시가지인 가서(街西)지역에는 수거(水渠)가 둘
있었고 주작대가의 동쪽 시가지인 가동에는 수거가 하나 있었다. 당대에는 금광문(金光門)
에서 서시까지 수거를 새롭게 내어 물을 끌어들였으며 그 수거를 연장하여 황성 남쪽과 동
쪽을 거쳐 대명궁(大明宮)3)에 이르게 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동에는 산수(滻水)와
3) 대명궁은 정전(正殿)의 동북지역에 조성된 새로운 궁전으로, 당 고종 때인 663년 완성되었다. 현재 유적 발굴
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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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灞水), 서에는 풍수(灃水) ∙ 호수(鎬水) ∙ 노수(澇水) ∙ 휼수(遹水) 등 여러 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위수와 경수(涇水)가 흐르며, 남쪽에는 진령산맥이 펼쳐진 이 지대의 지형은 매우
유리했다. 이렇게 8갈래의 물길이 장안을 둘러싸는 입지조건은 수 대흥성을 토대로 조성된
당 장안성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 대흥성은 이곳에 남북의 축선을 설정하고 조성되기 시작했다. 최근 오타기 하지메(愛
宕元)의 연구에 의해 진령산맥의 종남산 계곡 입구인 석별곡(石鼈谷; 현재의 석폄곡(石砭
谷))이 수 대흥성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석별곡과 궁성을 잇는 선이 남북 축선이
며 행정구역도 이 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대흥현(大興縣; 당의 만년현(萬年縣))과 서쪽의 장
안현(長安縣)으로 나뉘었다고 한다.4)

일찍이 서안 지역은 주(周)나라부터 수도로 자리잡아 온 곳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 지
역은 아마 인류가 도시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일 것이다. 80만 년
전의 남전원인(藍田原人), 6천 년 전의 반파인(半坡人)은 모두 서안의 동쪽 산하(滻河) 부근
에서 모계 씨족사회를 영위했다.
산하(滻河)의 동안(東岸)에 위치한 반파(半坡)유적은 서안 지역이 가진 역사적 깊이를 증
거하는 곳이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유적을 발굴하여 박물관으로 조성된 반파촌은 신석기시
대의 앙소(仰韶)문화에 속하는 마을 유적으로, C14 측정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
상 된 주거지로 판명되었다.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모계 씨족사회의 절정기에
농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조성된 50,000제곱미터 면적의 주거지인 반파유적지에는 씨족 우
두머리의 집이자 씨족 구성원들의 집회장소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남북 12.5미터, 동서
10미터의 ‘큰 집’을 중심으로 집들이 분포한다. 그곳의 집들은 지면 위에 형성된 직경 4~6
미터의 원형주거와 지면 아래 50~80센티미터를 파고 내려간 수혈주거인 면적 12~40제곱
미터의 방형 주거로 나뉜다. 이와 같은 주거는 황하의 중하류 유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
다.

4) 세오 다쓰히코(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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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왕조에는 성주(成周) ∙ 기주(岐周) ∙ 종주(宗周) 등 세 곳의 도성이 있었는데, 그 중 성
주는 현재의 낙양에 있었고 기주와 종주는 관중, 곧 현재의 서안 부근에 있었다. 기주는 기
산(岐山) ∙ 부풍현(扶風縣) 주원(周原)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한편, 종주는 두 곳인데, 기원
전 1,136년에 조성한 풍경(酆京)과 기원전 1,133년에 조성한 호경(鎬京)이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호경은 정방형 평면으로 내성과 외곽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공간구성은 『주례』
「동관 고공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秦) 효공(孝公) 11년(기원전 350), 진 나라는 함양(咸陽)에 도읍을 정하고 그 후 그 땅
에서 중국 통일을 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의 봉건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였다. 함양은 서안
의 북서쪽 1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데, 현재 부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도성은 현 함양
시의 동북쪽, 위수의 남북에 걸쳐 조성되었다. 진이 멸망하기(기원전 206년)까지 144년 동
안 함양은 진의 국도였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진의 도성인 함양 안에는 수공업공장구역, 도기공장구역, 그리고 6
개의 궁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함양시 동북쪽에 있는 방요점직우양촌(方窯店織
牛羊村)에서 발굴된 1호궁전은 고상식 건축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당(殿堂) ∙ 홀 ∙ 회
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수와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3호궁전 유적에서는 회
랑과 전당이 발굴되었다. 위수의 남쪽에 기원전 212년 건립되기 시작한 아방궁(阿房宮)은
1999년 복원되었다.
한의 장안성은 위수의 남안(南岸)에 조성되었다. 장안은 진대의 한 마을의 이름인데, 기원
전 202년 한의 고조(高祖) 유방(劉邦)은 장안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그 후 기원전 194년에
혜제(惠帝) 유잉(劉盈)은 장안성의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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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성의 주위는 25.1킬로미터에 달하며 평면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도
성의 평면은 궁전구역이 있고, 12개의 성문, 격자형의 가로망, 동서의 시장이 있었다. 인구
는 약 30만 명이었다. 한의 장안은 남쪽의 안문(安門)에서 시작한 중축선이 도성의 남북을
거의 관통했다. 널리 알려진 실크로드의 기점은 한 장안성의 서북 모퉁이에 있는 횡문(橫
門)이었다.
그간의 고고학 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한의 장안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5)
궁전과 관청의 면적은 성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점유한다. 그리고 궁정 내의 수공업은
도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도시경제의 상황에는 제왕 ∙ 귀족 ∙
관료에 봉사하는 성격이 명확히 구현되어 있다.
도시의 평면 배치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의 계획방식에서 변화하여, 궁전이 도성의 중앙에
배치되지 않고 지세의 고저에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중축선을 따라서 교대로
배치되었다. 성벽도 지형에 따랐으며 군사적인 방어에 바탕을 두고 축조되었다.
황가정원을 조성할 때 정원용수를 도시용수와 결합하여 급수 시스템을 완성했다. 곤명호
(昆明湖) ∙ 게수파(揭水坡) ∙ 창지(滄池)를 일종의 댐으로 만들어 수량을 확보하고 동관(潼
關)과 장안 사이의 조운을 개통하여 수로를 통해 물자를 공급했다.

후한(後漢; 25~220)이 붕괴하고 나서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다가 4세기 초에 많은 유목민
들이 한꺼번에 중국 화북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목민 정권의 쟁탈지인 관중평야
에 선비계나 흉노계 등 비한족(非漢族)의 혈통을 지닌 수 왕조가 중국 대륙의 재통일을 눈
앞에 두고 새로운 도시(582년 착공, 583년 완성)를 건설하였다. 이것이 곧 대흥성이다.
581년 2월에 즉위한 수 문제는 한대 이래 사용해온 장안성을 폐기하고 그 동남쪽의 구릉
지대인 용수원에 전례 없는 규모로 왕도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대흥성은 582년 6
월 수 문제의 조칙에 따라 건설되기 시작해 연내에 기반공사를 마쳤다. 애초의 대흥성 건설
계획에는 옛 장안성을 모두 금원(禁苑)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동서 9킬로미터 이상, 남북 8
킬로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성곽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황제의 궁전인 대흥궁
(大興宮; 후에 당의 태극궁)은 결과적으로 높이가 조금 낮은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따라
서 궁성에는 습기가 찼고 염화작용의 심화로 음료수의 질이 나빠졌다. 이것이 7세기 후반에
궁성 동북쪽의 높은 대지에 대명궁을 다시 건설한 한 이유이다.
583년 3월에 문제는 옛 장안성에서 새로운 왕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친 것은 돌궐과의 임전 태세 속에서 새로운 왕도공사를 계속해야만 하는 당시의
긴박한 정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례』 「동관 고공기」의 모델에 따른 격자형

5) 張在元 편저, 『中國都市と建築の歷史』, 鹿島出版會, 1994,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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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적이고 표준화된 도성 공간구조는 거대한 도시를 이렇게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도움
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흥성의 공간구조는 당 초기에도 기본적으로 그대로였고 명칭만
장안성으로 바뀌었다.
수 문제가 한대 이래 사용해온 장안성을 활용하지 않고 대흥성을 새롭게 건설한 이유를
636년 당에서 편찬한 『수서(隋書)』 권1 「고조본기(高祖本紀)」와 11세기 초 북송에서
편찬한 『책부원구(冊府元龜)』 권13 「제왕부 도읍(帝王部 都邑)」과 같은 문헌자료를 바
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6)
- 군사와 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돌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궁성을 중
핵으로 하면서도 방어력을 충실히 갖춘 견고한 성곽이 필요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성
내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남조의 진이 멸망함에 따라
진의 많은 사람들이 대흥성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 왕조 의례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필요성 때문이다. 수나라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통해 새 왕조의 존재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왕조 의례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해야 했다. 한
대 이래 고전 문화의 정통성은 남조에 있었기에 수 왕조는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
한 연출이 필요했다.
- 옛 장안성 건축물이 낡았기 때문이다. 전한 초에 지어진 이래 수축을 반복하여 780년
동안 사용해온 옛 장안성의 건축물이 노후했고 성 안팎의 배수 및 상수 설비도 사용하기 곤
란했다.
- 옛 장안성의 자연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옛 장안성 안에서 염화작용이 일어나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옛 장안성의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염소 함량이 높아
졌고 염분이 지하수에 들어가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옛 장안성의 북쪽 위
에 바짝 붙어 흐르는 위수의 침식작용과 홍수로 성벽이 소실된 상태였다.
- 앙화(殃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수 문제는 장안성으로 들어가서 북주 황족인 우문
씨(宇文氏) 일족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앙을 입을까 두려워했다.

후한 말 이래 삼백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분열 시대를 재통일한 수 왕조에서 건설한
왕도 대흥성은 권력의 정통화를 위한 핵심적인 작업이었다. 수 대흥성은 비한족 정권이 중
국의 고전적 도시에 기초를 두고 건설한 것이면서도 오호십육국 시대 이후 유목민 부족정권
이 완성한 왕도 건설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수 대흥성은 서진(西晉) 말 영가(永嘉)의 난(4
세기 초) 이후 260년이 넘는 오랜 분열시대가 끝나고 유라시아 동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을 알리는 기념비였다.
대흥성의 도시계획을 보면, 많은 불교사원이 세워져있는 성 안에 예전부터 내려온 유교나
도교, 다양한 전통사상에 기반을 둔 건축물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도시
계획에서 불교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 사상을 왕조의 정통성 확립에 이용하려는 수 왕조의

6) 세오 다쓰히코(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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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유라시아 동부의 고전문화를 집약하려는 왕조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수 대흥성을 그대로 계승한 당은 성의 명칭을 대흥에서 장안(長安)으로 바꾸고 주요 궁전
이나 성문 ∙ 도로 ∙ 시장 ∙ 방(坊)의 명칭도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대흥궁은 태극궁으로, 소
양문(昭陽門)은 승천문(承天門)으로, 소양문가를 승천문가로, 이인시(利人市)를 서시(西市)로,
도회시(都會市)를 동시(東市)로 개칭했다. 그러나 당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
물의 명칭을 일부 바꿨을 뿐 도성에 그 밖의 큰 변화는 없었다.
당은 권력기반이 확고해지자 수 대흥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였다. 우선 3대 황제인 고종
(高宗)은 수 왕조가 완성하지 못한 외곽성의 성벽을 완성했다. 663년에는 태극궁과 더불어
정식 궁전으로 대명궁을 태극궁 동북부의 높은 지대에 건설했다. 대명궁을 지을 때 정문인
단봉문(丹鳳門) 앞에 있는 두 개의 방에 당봉문가라는 가로를 내어 그 두 방이 네 개의 방
으로 나뉘었다.
714년 현종(玄宗)은 동시 동북쪽의 방을 확장하여 제3의 궁전인 흥경궁(興慶宮)을 외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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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건설했다. 9세기에는 외곽성 동남부의 경승지인 곡강지(曲江池)와 그 북쪽에 소재한
청룡사(靑龍社)를 직접 잇는 방내 도로를 내었다. 또한 성안의 수로망도 당대에 들어 더욱
확충되었다.
장안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동서 9,721미터, 남북 8,651.7미터에 이르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격자형 계획도시이다.7) 외성의 주위는 37.7킬로미터에 달해 그 면적은 84.1
평방킬로미터였다. 인구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
당 장안성이 붕괴된 이후 장안성의 성곽구조를 복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장안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진행되었으며, 「당장안성지
기초보탐측(唐長安城地基初步探測)」과 「당대장안성고고기략(唐代長安城考古紀略)」등의 보
고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에 복원사업이 재개되었
다. 그림4는 장안성 안의 발굴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7) 당시의 세계적 도시인 바그다드가 직경 2.3킬로미터이고 콘스탄티노플도 동서 5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장
안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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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후, 중국 남방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외교통로는 서역을 중점으로 하는
육상의 실크로드로부터 해상의 실크로드로 이동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안은 수도의 지위
를 상실하고, 국가의 중심적 지위에서 지구(地區)의 중심으로 격하되었다. 송 ∙ 원 ∙ 명 ∙ 청
각 왕조의 지배자들은 모두 장안을 서북과 서남을 지배하기 위해 군사상으로 중요한 도시로
보았다. 원대(元代)에는 이 도시를 봉원로(奉元路)라고 불렀다. 명은 홍무(洪武) 2년(1369)
에 봉원로를 서안부(西安府)로 개명했다. 이때 서안이라는 이름이 처음 출현했다. 홍무
7~11년(1374~1378) 당 장안성의 황성을 토대로 하여 서안성을 수복(修復)하였다. 이 서안
성이 오늘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명대 장안성의 면적은 약 13.2 평방킬로미터로, 중국의 고대도시가 근대화과정을 거쳐 이
만한 규모를 유지하고 풍부한 역사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래 없는 일이다.

청의 서안부성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구는 1911~1949년의 38년 사이
에 약 12만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었다. 1934년 용해철도(龍海鐵道; 용서(龍西) ~ 연운
항(連雲港) 사이)가 서안에 개통된 후, 대안탑과 마주보고 있는 성벽을 뚫고 서안역과 성안
을 연결하였으며 전쟁으로 파괴된 부분을 개조하였다. 이때 격자형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상
업구역을 발전시켰으며, 규모가 작은 발전소 ∙ 방직공장 ∙ 밀가루공장 ∙ 기계공장을 건설하
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서안은 현대도시로 발전한다. 1949~1990년의 40년간 서안에
는 두 번에 걸쳐 건설 붐이 있었다. 1950년대에 약 40만 인구의 내륙공업도시가 단지 10
년 만에 100만인의 공업기지로 변모되었다. 1954년 11월 ‘서안시 1953~1972년 총체규획
(總體規劃)’을 국가의 비준을 얻어 실시하여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행해졌다. 1980년에는 서
안시의 인구가 142만 명으로 늘었고 도시면적은 종래의 13.2 평방킬로미터에서 96만 평방
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이 규모는 한과 당의 장안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1980년대, 이 내
륙공업도시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중심도시와 대외개방의 관광도시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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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서안의 토대가 된 수 대흥성의 건설과정을 통해 중국 역사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례』「동관 고공기」의 도
성 모델을 따른 서안은 도시의 형성과정 자체가 위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수 대흥성의 건설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방위를 확정한 후 궁전의 위치와 궁전에서 남쪽으로 향한 왕도의 의례선이 정
해진다. 즉 궁전을 왕도 건설 예정지의 정중앙에 두고 궁성의 중핵을 차지하는 대흥궁의 남
문인 소양문(당의 승천문)에서 정남쪽으로 성 안을 관통하는 남북 축선을 길게 낸다. 이 남
북축은 소양문가(당의 승천문가)에서 주작문가로 뻗어 외곽선 남문인 명덕문을 거쳐 진령
종남산의 석별곡에 이른다. 이 축은 하늘의 자오선에 대응하여 왕조 의례의 축선 기능을 했
다.
궁성 조영과 아울러 궁성을 방어하기 위해 궁성 북쪽에 광활한 금원, 곧 대흥원을 조성하
였다. 이어 관청가인 황성이 조영되었다. 이 때 건축재료는 옛 장안성의 궁성을 해체한 뒤
나온 자재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전국에서 모집해 사용했다고 한다.
궁성 ∙ 황성의 조영과 더불어 외곽성의 성문 사이를 잇는 주 간선도로가 건설되었다. 남
북대가 셋, 동서대가 셋 등 대가가 여섯인데 이것을 육가(六街)라 부른다. 대가를 결정한 뒤
대가 사이의 좀더 작은 도로, 곧 소가(小街)를 정하였다. 외곽성에 접한 도로를 제외하면,
남북도로는 모두 아홉 개, 동서도로는 열두 개가 된다.
성내 도로가 결정되면 방과 시장의 위치와 크기가 정해진다. 거주구획인 방의 수는 가동
과 가서 각각 55방으로 모두 110방이다. 그리고 방 두 개를 시장으로 전용하여 가동과 가
서에 각각 하나씩 설치했다.
왕도 건설의 마지막 단계는 외곽성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 문제가 대흥성을 건설
할 때 외곽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외곽성의 성벽을 쌓는 공사는 613년 수 양제 때 비
로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후에 653~654년 당 고종은 장안성이 속한 행정구역인 경조부
(京兆府)의 백성 4만 천명을 징발하여 외곽성의 성벽을 쌓는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 이 때
비로소 외곽성이 완성되었으며 해자도 준설되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외곽성 성벽의 기
단부 두께는 9~12미터, 성벽의 높이는 약 5.3미터였다.
결과적으로 대흥성은 사각형 형태를 취하였다. ‘도시는 대지를 상징하는 사각형을 취함으
로써 대지를 덮고 있는 둥근 하늘의 중심과 우주축을 통해 연결된다.’는 중국의 전통적 도
시계획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그림12에서 보듯이, 왕도를 중심으로 삼아 지상공간을 분할
하는 경우, 왕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섯 구역 또는 아홉 구역으로 나뉜다.
천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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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성은 궁성(宮城) ∙ 금원 ∙ 황성(皇城) ∙ 외곽성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중앙 북단에
궁성이 있고, 그 남쪽으로 관청소재지인 황성이 배치되었다. 금원은 수의 대흥원(大興苑)으
로 궁성 뒤편으로 널리 펼쳐진다.
왕도의 중심인 궁성은 황제가 집무
하는 태극궁, 황태자의 동궁, 황후의 액정궁(掖庭宮)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관념적으
로 태극궁은 하늘의 중심과 땅의 중심을 연결하는 곳이다.

금원은 황제가 수렵하거나 유람하는 장소이다. 그것은 북쪽의 위수, 동쪽의 파수, 서
쪽의 한대 장안성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궁성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였다. 외곽성은 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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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거주지역이다.
장안성은 격자형 패턴을 가진 계획도시이었다. 황성의 동 ∙ 서 ∙ 남 3면을 차지한 외곽성
은 토벽으로 둘러싸인 거주구획인 108개의 방(坊)과 동서에 2개의 시장, 곧 동시(東市)와
서시(西市)로 구성된다. 이 두 곳의 시장은 장안성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특히, 서시에는
국제무역이 집중되어 그곳은 장안성 내 최대의 번화가였다. 그곳은 발해와 신라 ∙ 터키 ∙ 중
앙아시아 ∙ 페르시아 ∙ 아라비아 ∙ 인도 등지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다고 한다. 그러한 여러
지역의 많은 인물상들은 당대의 분묘에서 출토된 도용(陶俑)에 매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
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예술도 외국인이 활보하던 장안의 거리처럼 이국취향으로 충만되어
있다.
금원을 제외한 장안성은 궁성 ∙ 황성 ∙ 외곽성을 관통하는 남북 축선, 곧 주작대로를 중축
선으로 하여 대칭적으로 정연하게 구성되었다. 축선은 태극궁(수의 대흥궁) - 승천문가(수
의 소양문가) - 주작문가 - 명덕문(明德門)으로 이어진다. 이 축선을 중심으로 궁전, 관청,
유교 ∙ 불교 ∙ 도교의 종교건축물, 시장 등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시가지는 주작대로
를 중심으로 동서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동은 만년현(萬年縣)이고 서는 장안현(長安縣)
으로 편제되었다. 모두 방(坊)으로 불리는 블록으로 구성되며 그 외곽에는 높이 5미터 이상
의 성벽을 쌓았다. 곧, 장안은 성벽으로 영역이 규정되며 격자형 도로로 영역이 조직되는
특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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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궁격국(九宮格局)으로 나타나는 중국 상고시대의 경작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은 주대에
와서 완성되고, 구궁격국을 특징으로 하는 도성의 영건 모델이 출현했다. 이것이 『주례』
「동관 고공기」에 기록되어 전하는데, 이 도성 모델은 후세에 중국은 물론 한국 ∙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도성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조자료가 되었다. 장안은 『주례』
「동관 고공기」의 도성 모델을 충실하게 구현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례』 「동관 고공기」의 계획원리는 다음과 같다. ‘장인이 도성을 연건한다. 사방을 9
리로 하고 각 면에는 세 개의 문을 설치한다; 도성에는 남북 ∙ 동서로 각각 9 갈래의 길을
내고 길의 폭은 9궤(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1궤는 8주척(周尺))로 한다. 궁성을 중
심으로 왼쪽에 조상에 제사하는 건축을, 오른쪽에는 사직에 제사하는 건축을 둔다. 앞에 조
정을, 뒤에 시장을 둔다. 시장과 조정은 한 쌍이다.(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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緯, 經涂九軌.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장안성에서 구현된 왕성 배치의 기본 형식은 발해의 상경부(上京府), 고구려의 장안(長安;
평양), 신라의 왕경(王京; 경주), 일본의 평성경(平城京; 나라)과 평안경(平安京; 교또) 등의
건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안은 많은 동아시아 도시의 실제 모델이었던 것이다.

장안은 『주례』의 이상적인 도성 모델을 따랐으나, 실제로 계획되고 실현된 장안에서는
『주례』의 모델이 상당히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차이는 궁성이 도시의 중앙에
있지 않고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림17에서 보듯이, 궁성이 도성의 북
단 중앙에 자리잡음에 따라 도시의 남북축선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시장은 궁성 전면의 동
∙ 서쪽에 각각 한 곳씩 배치되었다. 이렇게 남북축선이 강조된 것은 당시 도시에서 의례가
중대한 의미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왕조는 권력의 정통성을 확인 ․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의례를 도시에서 수행
하였다. 당(唐; 618~907)의 중기(中期)8)인 8세기 전반에 편찬된 『대당개원례(大唐開元
禮)』에는 그런 의례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런 의
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의례(祭天儀禮)였는데, 그것은 도성 안 또는 밖의 남쪽에
위치한 원구(圓丘)에서 행해졌다. 또한 왕권(황제권)이 신장되자 군신관계를 확인하는 조회
의례가 중요시되었는데 그것 또한 궁성 남쪽의 장소(일종의 광장)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궁성과 원구를 잇는 선이 도시의 공간적 ․ 의례적 축(주작대로)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의

8) 당은 흔히 초(初) ․ 성(盛) ․ 중(中) ․ 후당(後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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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성격상 이 축의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계획요소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후한(後漢 또는 東漢; 25~220)의 낙양성 이래로 궁성이 북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방(坊)은 흙이나 벽돌로 쌓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장안에서 그것은 도시를 구성
하는 표준적인 공간단위이자 도시 행정구획의 단위였다. 이런 행정구획 제도를 방장제(坊牆
制) 또는 이방제(里坊制)라고 한다. 방장제에서 각 방은 자기완결적인 공간단위로, 방문과
방벽이 설치되어 출입이 제한되었다.
중국에서 왕도의 방장제는 북위의 평성에서 시작되어 수와 당의 장안성과 낙양성에서도
실시되었다. 방이라는 명칭은 후한대에 등장하여 위진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도
시 외곽성 전역이 방으로 구획된 것은 평성에 처음 나타난다.9) 방장제는 전란이 지속되어
9) 주대(周代)에는 도시의 최하위 조직단위를 ‘여(閭)’라고 했다. 한대에는 도시 행정구역을 ‘여리(閭里)’라고 불렀
고 수대에는 그것은 ‘리(里)’라고 했다. 이것이 당대에 ‘방(坊)’으로 개칭되었다.
송대에는 도시를 구성하던 방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형식과 제도가 내향에서 외향으로 변화하고 도시
공간은 방의 면으로부터 가로의 선으로 변화하였다. 도시에는 가로에 면한 상점 건물들이 자유롭게 이어졌다. 이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북송(北宋) 말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던 장택단(張擇端)이 북송의 도성인 변경(汴京: 開
封)의 청명절을 그린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이다.
그 후 원에서 명에 이르는 시대에는 성방제(城坊制)가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방십가(坊十街)라고 하
여, 주택 ∙ 상점 ∙ 차관(茶館)이 하나의 방 안에 혼재하는 복합적인 도시단위로 변화되었다.(張在元 편저, 『中國都
市と建築の歷史』, 鹿島出版會, 1994, 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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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이 어지러웠던 화북 일대의 왕도에서 널리 시행되었다.
방 몇 개를 시장 전용구역으로 삼는 제도를 시제(市制)라고 한다. 시장은 방과 마찬가지
로 시벽(市壁)이라 불리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방장제와 시제를 합쳐 방시제(坊市制)라
고도 한다. 방시제는 북조와 수 ∙ 당 시기에 화북에 존재한 도시의 기본구조이다.
발굴된 몇몇 방을 통해 방장의 기단부 두께는 2.5~3미터임이 밝혀졌다. 방장의 정확한
높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미터쯤으로 추정된다. 방장 바깥쪽에는 배수구가 파여있어 방은
하나의 작은 성곽형태를 띠고 있다.
장안에서 방의 크기를 보면 주작대가 양쪽의 네 열에 속한 방이 가장 작지만 동서
550~570미터, 남북 500~590미터나 된다. 황성 양쪽의 방 여섯 열이 가장 커서 동서
1,020~1,125미터, 남북 660~838미터에 이른다. 이들 방의 크기를 당대 다른 도시의 방과
비교하면 장안성 안 하나의 방 크기가 지방 현성(縣城) 규모에 필적할 정도이다.
방의 내부에 주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묘(寺廟)와 공공건축도 자리잡고 있었다. 당
후기인 8세기 말에서 9세기까지 주작대가의 동쪽 부분인 가동(街東)지역은 관인이 다수 거
주하는 주택가가 되었지만 관인만 거주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
다.

장안성 안에는 남북으로 11개의 가로, 동서로 14개의 간선도로가 있었다. 이 가로들로 시
장을 포함하여 110개의 방(坊)이 구획되어 관인과 상인,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거주했다.
황성의 남쪽에 있는 36개의 방에는 각 방에 동서방향의 가로가 하나씩 나 있고, 그 밖의 각
방에는 십자형(十字型)으로 교차하는 동서 ∙ 남북 방향의 지선도로가 조성되었다.
외곽성 성문 사이를 잇는 큰 도로를 대가(大街)라고 하는데, 남북대가 가운데 중앙에 있
는 주작문가의 폭은 150~155미터이며, 주작문가 동쪽에 위치한 대가의 폭은 134미터, 주
작문가 서쪽에 위치한 대가의 폭은 108미터로 매우 넓었다.
동서대가 가운데 가장 큰 대가는 통화문(通化門)에서 궁성의 승천문 앞을 지나 개원문(開
遠門)으로 이어지는 길로 그 폭은 147미터였다. 그리고 춘명문(春明門)에서 황성의 주작문
앞을 지나 금광문(金光門)으로 이어지는 대가의 폭은 120미터이고, 연흥문(延興門)과 연평
문(延平門)을 잇는 대가는 55미터이다.
대가 사이의 좀더 작은 도로를 소가(小街)라고 하는데, 외곽성벽을 따라 나 있는 도로를
제외하면, 남북소가가 여섯 개로 폭은 63~67미터이고, 동서소가는 아홉 개로 폭은 39~75
미터이다. 소가는 폭이 육가의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도시에서 가로는 도시생활을 담는 장소이며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대부분을 의
미한다. 나아가 가로는 도시 자체를 의미한다. 가로를 지칭하는 한국과 중국의 가(街), 일본
의 정(町; 마찌)는 바로 도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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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동관 고공기」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역사도시는 기본적으로 가(街)와 골목10)
이라는 위계적인 가로체계로 조직된다. 가는 방(坊)을 구획하는 도시의 주요 가로인데, 그것
은 본래 일상적 생활과 문화의 장소가 아니라 의례와 상징의 장소였다. 의례와 상징은 지역
적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뜻했다.
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작대로이다. 이는 궁성과 원구를 잇는 의례의 축으로 자오
선과 중첩되는 선이다. 곧 의례는 그것을 거행하는 황제가 하늘(자오선)과 땅(의례의 축)을
매개하는 천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가와 달리 방(坊)은 거주의 장소로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곳이며 도시만의 문화가 존재하
는 곳이다. 방은 도시주거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골목으로 조직된다. 도시의 공동생활 ․ 공
동활동은 방을 조직하는 골목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가가 아니라 방이다. 가가 의례라는 공공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방은 생활공동체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의례 - 우주적 행위 ․ 공공 활동(public activity) - 가
생활 - 지역적 행위 ․ 공동 활동(community activity) - 방
이같이 동아시아의 도시에서는 한 도시에 우주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이 공존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성은 가로의 이원적 위계를 중심으로 형성 ․ 유지되고 있었다.
동아시아 도시에서 가(街)는 도시의 주요한 선(線)이며, 골목 곧 이면도로는 도시의 면
(面)을 조직한다. 이 선과 면은 인접하면서도 서로 일상적 관련을 갖지 않고 별도의 논리와
모습으로 존재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대로, 곧 가는 고층 업무 및 상업 건물들로 규정되고 있
다. 도시의 기본 틀인 가가 국제적인(cosmopolitan) 또는 무국적의 대형구조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높은 밀도를 요하는 후기 자본주의 도시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면도로, 곧 골목은 많은 동아시아의 도시에서 아직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가
지고 있다.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 경도, 중국의 서안 ∙ 북경 ․ 상해, 어느 도시에서도
대로의 안쪽으로 한 켜만 들어가면 여전히 지역성이 강한 도시의 면이 펼쳐진다. 동아시아
의 도시ㆍ건축이 근대시기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형된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현
상을 넘어서 좀더 공간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역사적 맥락이 힘겹게나마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도시의 독자적 가능성을 내포한 부분, 또한 동아시아의 도시들 사
이를 구별하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곳, 도시의 면이다.

10) 중국의 호동(胡同) 또는 이롱(里弄), 일본의 노지(路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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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서안은 앞서 살펴본 장안의 터 위에 명대(明代)에 그 틀이 새롭게 짜여진 것이다.
명대에 새로 축성된 성벽 외곽으로 격자형의 가로를 따라 도시가 확장되어 왔다. 동서방향
으로 긴 장방형의 성벽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안성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명대에 복구된 서안성 안에는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가로망이 형성되었다. 현재 서안의 성
벽 내외는 직선으로 성벽을 관통하는 남북 방향의 3개, 동서방향의 2개 도로로 연결된다.
그림18에서 보듯이, 그 중 남 ∙ 북문과 동 ∙ 서문을 연결하는 남북과 동서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높은 종루(鐘樓)가 세워지고 그 서쪽에 고루(鼓樓)가 놓였다. 중국의 도시 ∙ 건축 공
간에서 이렇게 종루와 고루가 동 ∙ 서로 놓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침에 종을
치고 저녁에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기 때문이다. 종루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동대가 ∙
서대가 ∙ 남대가 ∙ 북대가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 도심의 골격을 이룬다. 그밖에도 도시공
간에는 다수의 사원 ∙ 묘우(廟宇) ∙ 학교가 남아있으며 서안의 전통 도시주거로 구성된 오래
된 주거지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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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을 비롯하여 중국의 도시에서 그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심적 요소는 ‘도시주
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주거의 유형은 도시구조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시를 이해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서안 주변의 섬서성 지방은 요동(窯洞)주거라고 하여 동굴을 파내어 집을 만드는 독특한
주거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서안 시내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유형인 사합
원(四合院) 형식의 집들이 많다. 그런데 서안을 비롯한 섬서성 일대의 사합원은 북경의 그
것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북경의 사합원과는 달리 상방(廂房)부분이 정방(正房)을 가린다
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림24~25에서 보듯이 대지가 매우 좁고 깊으며, 좌우 상방은 거리
가 1~2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깝게 배치된다.
서안의 성내(城內)에는 회교사원인 청진사(淸眞寺) 부근에 대개 2층의 사합원식 주택들로
이루어진 전통 도시주거지가 남아 있다. 큰 가로변에는 2층의 상점 주택이 가로면을 형성하
고 주거지로 진입하는 골목 입구에 문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강한 영역성을 갖는 이 도
시주거 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공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빛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하나
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점주택이 늘어선 큰 가로에서 골목으로, 다시 각 집의 마당으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때 공간은 길고 넓은 곳[가로]에서 좁고 긴 곳[골
목]으로 다시 넓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이 때 빛은 밝았다[가로] 어두웠다[골목] 다시 밝아
진다[마당].(그림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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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치중심지로 출발한 중국 도시는 대부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이 중국사
람들이 도시를 성(城)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고대 중국의 성벽은 도시를 둘러싸 보호하는
장벽인 동시에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경관요소이기도 한다.
현재 서안의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은 수 ∙ 당 장안성의 일부를 명나라 초기
(1374~1378년)에 주원장이 증축한 것이다. 성벽은 장방형을 띠고 있는데, 동서 길이는 약
3.3킬로미터, 남북 길이는 2.6킬로미터, 외주부의 길이는 11.9 킬로미터이다. 성벽의 높이는
12미터, 성벽 상부의 폭은 12 ~ 14미터, 하부는 15~16미터 정도이다. 성벽은 구운 벽돌로
쌓았는데, 찰흙에 찹쌀을 넣어 반죽하여 벽돌을 접착하였다.
명대 서안성의 서성벽과 남성벽은 당 장안 황성의 서성벽과 남성벽을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그림18에서 보듯이, 현재 서안의 서쪽 성벽은 수 ∙ 당 장안성의 궁성과 황성의 서쪽
성벽과 겹친다.
북경이나 지방 대도시의 성벽들이 1960년대 이후 점점 제거되었으나 서안은 중국에서 명
대 이래의 성벽을 유일하게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 명대 서안의 성벽은 현재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있다.
성에는 성문과 각루(角樓)가 4개씩 설치되었으며, 망루는 모두 98개이다. 성벽에서 활을
쏘는 구멍은 5,984개에 달해 면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의 북문은 본래 흠루(欠樓), 전루(箭樓), 안원문(安遠門)이라는 정문 등 삼중구조였으나
지금은 전루만 남아있다. 전루는 서안부성(西安府城)의 북문으로 명대(1368~1644년)에 지
어졌다. 북쪽 면은 4층으로 층마다 12개의 구멍(총안)이 나있고 동서 측면은 3층으로 층마
다 세 개의 구멍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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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唐代) 장안성의 영화를 찾아 오늘날의 서안을 방문하더라도 당대에 지어진 것은 보
기 힘들다. 소종 때 장안 전역이 괴멸되다시피 파괴당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
다.11)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건축물 가운데 자은사의 불탑이 있다. 이 탑을 흔히 대안탑이라
부른다. 불탑을 ‘안탑(雁塔)’이라고 하는 까닭은 석가모니가 육신을 기러기로 바꾸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한 고사에서 유래한다.
대안탑은 소안탑과 함께 서안의 상징이자 가장 눈에 잘 띄는 랜드마크이다. 특히 서안의
남쪽 교외에 웅장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는 대안탑은 서안 역에서 시작하는 가
로인 해방로(解放路)의 노단경(terminal vista)를 이룬다.
대안탑은 본래 당의 3대 황제인 고종(高宗; 재위 649~683)이 인도에서 현장(玄奘;
602~664)이 가지고 온 불경과 사리를 안치하려고 영휘(永徽) 3년(652), 자은사의 서원(西
院)에 높이 190척(약 59미터)의 5층 벽돌조 불탑으로 세웠다. 탑은 흙을 채워 다진 후 벽돌
로 마감한 이른바 토심전탑(土心磚塔)이었다. 현장이 실제로 본 인도 불탑의 형식을 모방해
설계한 것이라 하나, 인도 양식이라는 것 이외에 이 탑의 초기 형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
다.
대안탑이 있는 자은사는 본래 수의 개황(開皇) 9년(589)에 건립되었다. 그 후 당 정관(貞
觀) 22년(648) 동궁태자(東宮太子) 이치(李治; 후의 고종)는 일찍 세상을 떠난 생모 문덕황
11) 세오 다쓰히코(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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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文德皇后)를 기려 이 절을 중수하고 ‘자은’이라 명명했다. 그 후 이 절은 대자은사(大慈恩
寺)로 개칭되었다. 대자은사는 현장 삼장법사가 불교경전을 번역한 장소이다. 현장은 중국
불교의 법상종(法相宗)을 창설하여 대자은사는 그 본산이 되었다.
당 고종은 대명궁의 외조(外朝)로 조회 등 왕조 의례가 거행되었던 함원전(含元殿)의 어좌
(御座)에서 모친 문덕황후를 위해 건립한 자은사의 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멀리 8킬로미터
나 떨어진 대명궁의 중축선상에 대안탑이 놓이도록 했다.
대안탑은 7세기 말 풍화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무측천(武則天; 재위 684~705) 시대인 장
안(長安) 원년(701)에 탑의 양식을 인도 양식에서 중국 양식으로 바꾸고 높이 74미터에 이
르는 방형 누각형식의 7층 전탑(磚塔)을 세웠다. 이것이 현재의 대안탑이다.
현재 대자은사 대웅보전의 정북쪽 법당의 뒤에 대안탑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개
조로 인해 현재 대안탑은 높이 64.5미터, 1층 한 변의 길이는 25미터이다. 탑신은 방형 벽
돌조 기단 위에 놓였는데, 기단의 넓이는 42.5 x 48.5미터, 높이는 4.2미터이다. 탑은 아래
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피라미드형으로, 탑 전체를 벽돌로 쌓고 그것을
갈아서 줄눈을 만들었다. 각 층의 외벽에는 목조양식으로 두공 등을 만들고 기둥을 벽에서
돌출시켰다. 각 층의 동서남북에는 아치형의 창을 설치하였다. 1층에 있는 4개의 문 위에는
불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서문 상인방에는 당대(唐代)의 건축양식을 표현한 그림
이 새겨져 있다. 탑 내부에는 목제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오를 수 있게 되어 있다.
1999년 대안탑의 뒤(북측)에 중정형의 배치를 한 현장법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대자은사
의 전면에는 너른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0년 이곳에 현장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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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복사의 불탑을 소안탑이라 부르는데, 소안탑은 서안성의 남쪽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있
는 천복사 경내에 위치한다. 소안탑은 대안탑을 재건한 직후인 8세기 초에 세워진 불탑으로
대체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 다만, 1980년 천복사 안에서 명 정통(正統) 14년(1449)의
사탑전도각석(寺塔全圖刻石)이 발견되어 본래 탑의 꼭대기에 원형의 상륜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복사는 당 예종(睿宗) 문명(文明) 원년(684), 당 고종 사후 백일 때 고종을 위해 지은
사원으로 본래의 이름은 헌복사(獻福寺)였다. 자은사와 같이 천복사도 당대에 불교경전을
번역하는 곳이었다. 번역을 주관하던 당대의 명승 의정(義凈)은 해로로 인도로 가 25년간
유학을 하고 범문(梵文) 경서 400부를 가지고 돌아왔다. 소안탑은 의정법사가 건축한 것이
다.
소안탑의 평면은 사각형이고 본래 15층이었으나 현재 13층으로 46미터 높이의 벽돌조
탑이다. 각 층에 벽돌조로 처마를 돌출시켜 탑신은 우아한 곡선형이다. 탑 안의 계단을 이
용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소안탑은 극도로 정교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탑은 1847년부터 70여 차례의 지진을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붕괴되지는 않았다. 탑의
복구과정에서 고대 장인들이 서안의 지질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에 흙을 다져 반원구체를 만
들어놓아 지진의 압력을 고루 분산시켰음을 발견하였다.12) 오뚝이의 원리로 지진에도 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안에서 만나는 현대건축 디자인은 한 마디로 ‘서양 옷을 입고 중국의 전통적인 모자를
쓴 격(穿西裝 戴瓜皮帽)’, 우리말로 하면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자
모양의 건물에 전통적인 기와지붕을 얹어놓은 건물들이다.
이런 건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서안역사 건물이다. 서안역사는 해방로의 북단, 북서쪽 성
벽에 면해 위치한다. 현재의 건물은 1934년에 세워진 전통양식의 건물을 대체하여 1984년
6월 건립되었다. 주동은 동서 길이 142.8미터, 남북 깊이 52미터, 높이 27.7미터의 2층 건
물이다. 동시에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역사의 공간구성은 매우 단순하게 하여 복잡한 역사의 기능을 간단히 해결하였다. 평면에
는 서안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륙의 방위도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곧, 거대한 역사의 중
앙을 입구로 하고, 동쪽의 절반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간, 그리고 서쪽의 절반은 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12) 樊宏康, 『西安建築圖說』, 機械工業出版社, 200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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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6월에 준공 ∙ 개관한 섬서성 박물관은 서안의 남쪽 교외, 대안탑의 서북쪽 500미
터 지점에 있다. 이는 국가적 규모의 대형 박물관으로, 중국의 제7차 5개년계획의 중점 프
로젝트였다. 연면적은 45,800제곱미터(13,854평)이고 문화재수장량은 30만점이다. 국보만
18점이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 1일 입장객은 평균 4천 명 정도라고 한다.
섬서성박물관은 문물고구(文物庫區) ∙ 진열구(陳列區) ∙ 공공서비스 ∙ 업무연구 ∙ 관리 ∙ 부
속시설 등 6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은 당풍(唐風)의 전통적인 양식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축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건물들을 배치하고 주종의 질서를 부여
하는’ 중국 전통 궁전건축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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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의 건축가들은 강박관념과도 같이 전통에 매달리고 있다. 당대(唐代)의 풍모를 지키
려고 애쓰는 그들의 노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대안탑 동쪽의 삼각형 대지
를 개발한 서안시 대안탑풍경구(西安市大雁塔風景區)이다.
‘삼당공정(三唐工程)’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객실 302실의 당화빈관(唐華賓館)이라는
호텔, 260석의 식당 겸 연회실, 그리고 당대(唐代)예술박물관의 세 기능을 원림식의 당풍(唐
風) 건축군으로 조성한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여성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장금추(張錦秋)를
중심으로 한 서북설계원(西北設計院)에서 1986년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대안탑과의 시각적
연결을 중시하면서 당대의 건축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건축에 대한 태도는 시안의 대로변에 즐비한 건물이나 가로의 설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삼당공정은 1991년 중국의 ‘전국우수설계상’을 수상하였다.

성벽 내의 도심부는 제한된 면적에 성정부(省政府; 섬서성(陝西省) 정부청사)를 비롯한 주
요 기관이 밀집해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져 날이 갈수록 과밀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 안에
서는 자전거와 승용차, 버스가 보행자와 뒤엉켜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
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성벽에 여러 개의 통로를 추가로 뚫어 놓았지만 그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서안 역시 역사도시의 현대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안은 1950년대 ․ 80년대 ․ 90년대 등 세 차례에 걸쳐 도시 전체계획(總體規劃)을 수립
하였다. 이를 통해 서안시는 다음과 같은 도시개발 방침을 가지고 있다.
도심의 명대 성곽 안은 완전히 전통적인 배치를 보존한다. 종루를 중심으로 서로 직각으
로 교차하는 간선로는 도시축랑(都市軸廊)으로 조성한다. 도심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
는 부분은 고건축의 경관을 형성한다. 도시를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도로망을 계획하고 결정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안의 격자형 구조를 유지한다. 그 공간의 치수는 대로가 하늘로 통하는
것과 같은 기세가 느껴지도록 한다. 옛 도시의 중축선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명대 성곽
내의 주요한 십자교차로에는 보도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통로를 만든다. 따라서 남북
방향의 대로에 면해 건축을 배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칭의 수법을 채용한다.
옛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서안시는 ‘시가구(市街區)에 있어서 건물의 고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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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포하였다. ‘내부는 낮고 외부는 높으며, 축선은 대칭’이라는 제안을 내놓고 옛 도시의
경관보전을 추진하였다. 1987년 남문으로부터 7킬로미터의 축선 상에 높이 220미터의 서
안TV탑을 설치한 것은 중축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서안의 성벽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 그 모양은 서안시의 문장에 새겨져 역사도시
의 상징이 되었다.
1954년에 처음 수립된 후 계속 수정 ․ 발전되고 있는 서안의 도시계획인 ‘서안시 총체규
획(總體規劃)’의 중요한 내용은 성벽의 보존에 관한 것이다. 그것에는 성벽보호, 인프라와
교통, 녹화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벽 ∙ 환성(環城) 수림
대 ∙ 해자 ∙ 내외 환상도로를 ‘사위일체(四位一體)’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환성공사
(環城工事)로 실행하였다.
환성공사는 1983년에 착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명대 고성(高城)의 성벽 13.7킬로미터를
복구하였다. 또한 해자도 14.6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수도 배관 32킬로미터와 배수암거 4.6
킬로미터를 부설 또는 보수했다. 그리고 환성 수림대 및 하안녹지 100헥타아르, 도로와 터
널 1.2킬로미터, 하천터널 400미터를 개조했다. 환성공사의 총 면적은 약 2.5평방킬로미터
로, 옛 시가지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서안의 주거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다음은 필자가 1996년에 현지조사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겪은 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한 가구가 거
주하던 하나의 사합원식 주택에는 이제 1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여 거주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직장 소속이다. 부동산 관리소(房官所)로부터
단위(單位; 직장)가 주택을 임대하여 다시 소속 직원들에게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
개 가구당 40~50제곱미터의 면적에 1청 3실(1廳3室)의 공간을 꾸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
고 1996년 말 현재 매월 30위안(元; 약 4,500원) 정도의 주거임대료를 지불한다. 전통주택
의 층고가 높으므로 다락방(樓房)을 만들어서 20~3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더 확보하여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시안 도심부의 많은 주거는 화원(畵院), 전시관
등으로 용도가 변모하였다. 점차 비주거용 용도가 도심의 주거지를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거지의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물리적
인 환경이 통째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안에서는 가로를 전통양식의 건물들로 복원하는
일이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 예스런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 주거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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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시는 1950년대의 도시계획에서 옛 도심의 동 ․ 서 교외에 공업구역을 조성하는 소위
‘일성양익(一城兩翼)’의 도시 공간구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현재도 서안은 신행정구와 신개
발구를 도심의 외곽에 조성하여 도심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도시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행정시설들은 북쪽으로 이전하여 서안 북쪽의 장가보(張家堡)를 새로운 행정중심구가 조
성하고 있다. 옛 도시의 남서쪽에는 곡강신개발구(曲江新區)를 조성하여 중국 국내외의 투
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옛 도시의 동북쪽으로는 산파생태구(滻灞生態區)를 조성되어 도시개
발과 생태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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