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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쿄를 체감한다

헤이안쿄 복원모형 ──── ❸
엔레키13년(794)에 천토된 헤이안쿄는 동서4.5km, 남북5.2km의 사각
형 모양의 도시였습니다. 이 모형은 헤이안궁과 그 주변이 헤이안시대 
전기, 헤이안쿄 지역 중심부가 헤이안시대 중기, 오토지역은 헤이안시
대 후기 상태를 복원하고 헤이안쿄의400년간을 하나의 평면위에 재현
했습니다.   ［축척1/1000  7.8m×6.6m］

도바리큐 복원모형 ──── ❺
시라카와 천황(1053~1129)이 창건한 양위 후의 궁궐입니다. 도바 상
황(1103~56）시대에 거의 완성돼 14세기경까지 대대로 궁궐로 사용되
었습니다.   ［축척1/1000  2m×5m］

부라쿠덴 복원모형──── ❻
부라쿠덴은 부라쿠인의 중심적 건물이고 다이조에 등의 국가적 향연을 
위한 시설입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규모가 동서46m, 남북23m로 확정
되었습니다.   ［축척1/20  3.4m×1.8m］

부라쿠덴 치미 복원모형
부라쿠덴의 용마루 양쪽 끝부분에 달린 치미의 복
원모형입니다. 발굴조사 당시 연유를 입힌 봉황문 
솔개의 얼굴부분이 출토됨으로써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물크기）

호쇼지 복원모형 ──── ❷
인세이 시기에 현재 사쿄구 오카자키 지역에 건립된 6개 사찰(로쿠쇼
지) 중에서 시라카와 천황이 쇼레키 원년(1077)에 조영한 사찰. 가람 
중심에 우뚝 선 팔각구중탑은 높이 약 81m입니다.
［축적1/100  3.3m×5.6m］

겐지모노가타리 구루마아라소이즈 복제(부분） ──── ❶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마키를 소재로 한 병풍으로 ‘가모자이인의 교케
이’ 날, 구경하려는 종자들이 우차를 세우는 장소를 둘러싸고 서로 싸우
게 되는 광경을 그려냈습니다. 도사파 화가가 그린 근대 초기 작품입니
다. (교토시역사자료관 비장품)

헤이안쿄의 생활과 문화

국보 기타노텐진엔기 에마키(조큐본）복제 ──── ❹
기타노텐진에마키(기타노텐만구 비장품) 중에서 스가와라노 미치자
네가 ‘아버지를 만난다’  ‘배를 타고 다자이후로 떠난다’  ‘유배처에서 다
이고 천황께서 주신 의복을 앞에 두고 시를 읊는다’ 는 장면과 미치자네
가 죽은 후 ‘세이료덴에 낙뢰가 치고 후지와라노 도키히라가 칼을 빼고 
뇌신에 맞선다’ 는 장면의 복제를 전시했습니다.

헤이안쿄의 생활과 문화
헤이한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기와, 생활도구 등의 출
토품이나 복원품을 토대로 해설합니다.    *전시품은 교체됨

땅 속에서 보는 헤이안쿄

토층을 떼어낸 패널 ──── ❼
교토시립다카쿠라초등학교(나카교구 다카쿠라도리 롯카쿠사가루)의 
교정을 발굴조사했을 때 토층을 떼어냈습니다. 현재의 운동장 모래서
부터 헤이안시대 이전의 유물을 포함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퇴적된 층
까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헤이안궁 미키노쓰카사 창고가 있던 곳
고전의 날 기념 교토시헤이안쿄
창생관은 조정의 세치에, 신사 
등 여러 행사에 사용된 술, 식초 
등을 양조하던 미키노쓰카사라
는 관청이 있은 곳입니다. 1978
년 교토아스니 건설과 더불어 진
행된 발굴조사 과정어 양조용의 

쌀 등을 보관하는 고상식 창고로 추측되는 움막형 건물터인 기둥 구멍
이 발견되었습니다.  헤이안쿄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유적으로서 교
토시의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구는 지중에 보존됐고 지주 흔적
인 윤곽 모형은 건물 입구에 전시돼 있습니다.

헤이안궁미키노쓰카사 창고터 출토품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헤이안시대 전기의 하지기, 스에기, 연유도기 
등을 전시했습니다.

헤이안쿄의 건물터 출토품
헤이안쿄 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연유 기와는 주로 정부 시설이나 유력한 귀족
들의 저택 지붕에 사용되었습니다.

헤이안쿄 이후의 교토

무로마치.모모야마 시대의 출토품
라쿠추라쿠가이즈 병풍(우에스기본)이 그려
진 당시의 그릇을 전시했습니다. 차가마와 후
로(다도 도구)는 병풍에 그려진 ‘잇푸쿠잇센(일
복일전)’ 장사군들이 쓰던 도구와 같습니다.

국보 라쿠추라쿠가이즈 병풍(우에스기본)

도판 벽화 ─── ❽
가리노 에이토쿠가 그렸고 덴쇼2년(1574)오다 노부나가가 우에스기 
겐신에게 줬다고 전해지는  라쿠추라쿠가이즈 병풍(우에스기 박물관 
소유)을 도판으로 재현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1.4배

영상코너

영상과 자료 등을 통해서 헤이안쿄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
는 코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