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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幕末期 幕府 目付의 정치적 활동에 주목하고 이에 그들이 정치적 성격

을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막말기는 이후 메이지 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시기였

다. 그러기에 이 시기 막부 役人의 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 중 目付는 막부에서도 출세 시작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目

付는 감찰기관으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目付에 등용되는 役人 또한 자

부심이 대단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직 目付가 후임 目付를 투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目付 役人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目付는 감찰 외에도 여러 일들을 맡았는데 그 중에 

외교가 있었다. 그래서 막말에 目付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런 目付에 

대해 기존 연구는 目付의 정치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고는 정치적 

성장의 배경 및 해당기 目付 활동의 경향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페리 내항 이후 대외적 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외교를 담당하면서 

정치적 발언력이 높아졌다. 이들만이 외교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役人들도 

함께 외교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目付는 大目付와 함께 일본을 적극적으로 개국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열강들과 조약을 맺어 무역을 통해 부국강

병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외진출이 그들의 목표였다. 이러한 주장

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을 응접하여 그들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이며 이 당시 目付로 새로이 등용된 인물들 중 學問吟味라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기 때문이었다. 學問吟味가 실시되었던 

昌平坂學問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계관을 주장한 儒 가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學問吟味 급제자들의 目付 진출은 페리 내항을 계기로 두드러졌다. 

이는 외교 업무를 맡아야 하는 目付 役職의 중요성 때문에 유교적 교양을 지니

고 있던 인재들을 目付로 등용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대

략 20%여서 10명의 目付 중 2명이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學

問吟味 급제자 출신의 目付 役人들은 뛰어난 문장력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했던 부분들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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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이들은 目付 役職의 특성인 후임 선정 방식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아무튼 大目付와 目付의 이러한 발상을 당시 老中가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일통상조약 조인을 둘러싸고 일본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 결국 당시 老

中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적극적인 개국론을 주장하였던 目

付도 정치적 발언력이 약해졌다. 이는 보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던 大  井伊直

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文久期가 되자 막부는 松平慶永, 一橋慶喜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들

은 원래 막부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때에 막부 정치에 참여하여 여러 

개혁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막부 役人들 중에는 이들을 못마땅하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시기 이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한 세력은 目付를 

역임하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大久保忠寬와 大目付, 目付였다. 安政 5년

(1858)의 쇼군 후계자 선정 논란 시에 당시 目付는 越前 藩主 松平慶永에게 협조

한 전사가 있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目付가 동일인은 아니지만 이런 전사가 

있었기에 협조 노선이 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目付는 松平慶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사안에 따라서

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攘夷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다. 

慶應期에 막부는 幕政改革을 통해 막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慶應改革을 추진하였던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체

로 大目付, 目付를 역임했거나 현임 目付였다. 이렇게 目付는 여전히 막부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쇼군 慶喜는 자신의 세력을 포섭

하기 위해 目付에 자신의 오랜 측근을 등용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目付가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目付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는 

明治期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目付는 막말에 目付 役職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하여 安政改革, 文久改革, 慶應改革 막말 막부 3대 개혁의 중요한 役人으로 활약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을 바탕으로 目付 役人의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대외침략이 아닌 평화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개국론을 지지하였다. 이는 

동시기 다른 사람들이 대외침략을 바탕에 둔 해외팽창 혹은 일본이 독립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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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강과 친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것이었다. 

둘째 사건에 따라 松平慶永를 비롯한 다이묘와 협조하였다. 安政 5년에는 강력

한 리더십을 지닌 쇼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文久 2년(1862)에는 幕政을 원만

히 수행하기 위해서 松平慶永에게 협조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막부를 우

선시 하고 막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한 방편이었기에 松平慶永와 이런 점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目付 役人들은 松平慶永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目付 役人은 어디까지나 막부의 役人으로 언제나 막부에 충성하였

다. 토막파 세력이 번에 대한 충성에서 이탈하여 일본 전국을 시야에 넣어 번을 

단순히 수단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데에 비해 目付 役人에게 막부는 언제나 충

성의 대상이었다. 

주제어 : 幕末期, 幕府 目付, 페리 내항, 學問吟味, 적극적 개국론, 다이묘와의 

협조, 慶應改革

학번 : 2010-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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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은 嘉永(가에이) 6년(1853) 페리 내항을 계기로 쇄국1)에서 개국으로 전환

하였고 1868년에는 明治(메이지)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를 대체적으로 幕末

期라고 한다. 이 15년 동안 일본이 쇄국을 ‘祖法’으로 천명했던 에도 막부에서 

근대적인 明治 정부로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은 막부를 타도하고 근대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討幕派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幕末期 이

해는 물론 明治維新을 설명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않다. 幕末維新期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討幕派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막부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明治 정부는 막말 막부의 정책과 적지 않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明治 정부는 막부가 열강들과 수립한 조약을 그대로 계승하고 막부가 시행한 개

혁안들을 참고하여 실행에 옮겼다. 또한  幕臣들이 明治 정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에서 明治維新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말기 막부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2) 막말기 막부 연구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

들은 幕閣, 老中 집단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막부 내의 여러 요인들 중에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3)

 1) 에도 시대의 일본은 2개국(조선, 류큐) 通信, 2개국(청, 네덜란드) 通商 상태를 유지

하였고 내국인에 대한 엄격한 海禁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엄

히 말하자면 쇄국의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쇄국으로 칭하기에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이미 선행연구에서 막말의 여러 세력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開國, 富國强兵)는 같으

나 그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異論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三谷博, 明治維新とナ

ショナリズム , 山川出版社, 1997; 박훈, ｢幕末期 일본의 대외론｣, 일본사의 변혁기

를 본다 , 지식산업사, 2011.)
 3) 막부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축적되었지만 막부 및 佐幕派 

諸藩에 초점을 둔 것은 없었다. 1962년이 되면서 田中彰(다나카 아키라)는 막말 막

정개혁을 막부의 주체적인 행위로서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막부의 군

제개혁이 자본주의 성립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과 개혁을 통해 육성된 인재가 그 후 

근대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등 막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되었

다. 그러면서 ‘德川絶 主義’ 체제를 지적한 石井孝(이시이 다카시)의 견해가 지지되

었다. 
1980년대 이후, 原口淸(하라구치 기요시)는 慶應期 幕政改革에 대한 石井孝의 평

가를 부정하였다. 이는 幕政改革을 개별권력 내부의 정책으로 포착하였던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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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고는 막말기 막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幕府目付(막

부 메쓰케, 이하 目付로 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막말기 막부 연구의 소재로 目

付를 택한 이유는 目付가 幕末政治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막말기 目付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즉 

嘉永 6년 페리 내항을 기점으로 海防掛(가이보가카리)를 통해 정치적 성장의 발

판을 마련한 目付가 文久期(분큐 기, 1861~1863)가 되면 老中(로주)의 명령을 거

부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慶應期(게이오 기, 1865~1868)에 형해

화되었다는 것이다.4) 하지만 目付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慶應期에도 15대 쇼군(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가신들이 目付로 임

명되어 慶應改革에 착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형해화되었다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었다. 다시 말해 石井孝는 幕政改革을 德川宗家라고 하는 개별

봉건영주권력의 자기강화 차원의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朝廷ㆍ 諸侯라고 하는 

전국적인 차원으로의 정책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原口淸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다. 한편 三谷博(미타니 히로시)는 政事總裁職인 松平春嶽(마쓰다이라 슌가

쿠)가 文久期 幕政改革에서 外國奉行 水野忠德(미즈노 다다노리) 등이 추진한 막부 

중심의 해군건설 계획을 ‘幕私’(막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을 비판)라고 꺼리고 

쇼군 上洛(교토에 가는 것)에 의한 국내융화를 최우선과제로 하였다고 했다. 
이후 막부 연구는 국내외의 해결하기 힘든 여러 문제를 두고 국내의 많은 정치

세력들이 분열되는 속에서 막부가 어떻게 국가 체제를 재편하고 조정 혹은 제후와

의 관계에서 전국통치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 와

중에 井上勳(이노우에 이사오)는 ‘一 桑[禁裏守衛總督 겸 攝海防禦指揮인 一橋慶喜 

히토쓰바시 요시노부, 京都守護職인 津(아이즈) 藩主 松平容保(마쓰다이라 가타모

리), 京都所司代인 桑名(구와나) 藩主 松平定敬(마쓰다이라 사다아키)] 권력’의 존재

를 지적하였고 家近良樹(이에치카 요시키)가 이를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체로 해명하

였다. 
그리고 家近良樹는 막부연구의 금후 과제로서 교토의 막부세력과 대립했던 에도 

막각도 시야에 넣는 폭넓은 고찰을 들었는데 이 과제는 이후 신진 세대로 넘어갔

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인 久住眞也(구스미 신야)는 一 桑 등이 추진한 정치노선을 

규제했던 막부 내 세력으로 文久改革에 의해 배제된 ‘復古派’에 주목하고 慶應 2년
(1866) 長州戰爭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국가체제재편을 둘러싼 막부 내의 대립의 과

정으로 그렸다. (友田昌宏, ｢幕末政治史硏究の現狀と課題｣, 歷史評論 , 691호, 
2007-11, pp.16~17.)

또한 奈良勝司(나라 가쓰지)는 세계인식체계에서 막말기 儒 의 사상과 이에 영

향을 받은 幕吏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막부 

내 대립관계 등을 그려냈다. 
 4) 田中彰, 明治維新政治史硏究 , 靑木書店, 1963,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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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곤란하다. 또한 嘉永期(1848~1854), 文久期, 慶應期에 目付의 인적 구성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곧장 目付 집단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따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目付에 초점을 두어 막말정치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막말기에 目付 役職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가 포진되

어 目付가 맡고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目付 役人들이 자신의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정치투쟁을 거쳐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明治 정부로 계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해당

기 目付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설명되었던 目付의 정치적 성장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 성장의 배경 및 해당기 目付 활동의 경향성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目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에

도 막부의 目付 役職을 연구한 것이다. 둘째는 幕末政治史 속에서 目付가 단편적

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부터 살펴보면, 우선 幕末에 目付를 역임한 

木村芥舟(기무라 가이슈)의 진술과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쓴 松平太郞(마쓰다이

라 다로)의 校訂 江戶時代制度の硏究 를 들 수 있다.5) 그는 에도 막부의 제도와 

役職에 대한 정의와 직무, 변천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중에 目付에 대한 

설명이 있다. 寺島莊二(데라지마 쇼지)는 江戶時代御目付の生活 6)에서 目付의 

기원, 淺野長矩(아사노 나가노리)의7) 傷事件을 중심으로 한 目付의 움직임, 目

付의 分掌, 근무상태, 幕末 目付의 활약 등을 다루었다. 

本間修平(혼마 슈헤이)는 寬政期(간세이 기, 1789~1801)에 설치된 目付의 한 분

장인 ‘町方掛’에 대해 연구했다.8) 그는 이후에도 目付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目付의 조직과 구조를 해명하려고 했다.9) 近松鴻二(지카마쓰 고지)는 ｢目付の基

 5) 松平太郞, 校訂 江戶時代制度の硏究 , 柏書房, 1971.
 6) 寺島莊二, 江戶時代御目付の生活 , 雄山閣, 1965.
 7) 淺野長矩(아사노 나가노리, 1667~1701)는 播磨(하리마) 赤穗藩(아코 번)의 3대 번주

로 元禄(겐로쿠) 赤穗事件을 희극화한 작품인 忠臣蔵(주신구라) 를 통해서 유명해

진 다이묘이다. 
 8) 本間修平, ｢寬政改革期における町方取締りと目付の 町方掛り について｣, 法學 , 42

권 3호, 1978.
 9) 本間修平, ｢解題｣, 諸心得留ㆍ諸心得問合挨拶留ㆍ諸向聞合書ㆍ諸向問合御附札濟之

寫 問答集 8 , 創文社, 2006.
________, ｢目付に關する若干の史料紹介｣, 法學新法 , 113권 11ㆍ12호, 2007.
________, ｢江戶幕府目付の評定番について｣, 立命館法學 , 333ㆍ334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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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的硏究｣에서 本丸目付(혼마루 메쓰케), 西丸目付(니시마루 메쓰케)의 재임자수, 

재임기간, 취임시기 등을 추적하고 目付 취임자의 前職 및 後職을 고찰하여 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10) 荒木裕行(아라키 히로유키)는 目付 役人의 

일기를 통해 目付의 職掌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11) 최근에는 막말

기 이전 大目付(오오메쓰케)를 고찰한 山本英貴(야마모토 히데키)의 연구도 있

다.12)

두 번째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대로 일찍부터 막말기 目付 집단의 정

치적인 부상이 짧게 소개되기도 했으나 막말기 目付의 상세한 전모를 밝히는 연

구는 없다. 다만 막말정치사에서 단편적으로 目付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石井孝(이시이 다카시)는 老中 阿部正弘(아베 마사히로)와 

田正睦(홋타 마사요시)의 幕閣이 海防掛에게 의존했다고 하여 ‘海防掛體制’라고 

칭하였는데 海防掛 중에서도 특히 大 目付(大目付와 目付)는 阿部에 의해 등용

된 俊才로 개명정책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13) 三谷博(미타니 히로시)는 

막부의 개국 결정과정에서 海防掛 大 目付가 페리 내항 때에는 개국을 거절했

지만 이후 적극적인 개국론으로 변하여 막부의 개국결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지

적했다.14) 또 嶋村元宏(시마무라 모토히로)는 大 目付의 적극적인 通商論이 당

시 鎖國 ‘祖法’을 상대화하여 막부가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

다고 평가했다.15) 後藤敦史(고토 아쓰시)는 海防掛 大 目付를 중심으로 이들의 

개국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특히 海防掛 大 目付 집단 안에서 개국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6) 眞壁仁(마카베 진)은 海防掛 大

目付의 개국론 형성과정을 논하면서 昌平坂學問所(쇼헤이자카가쿠몬조)의 儒

10) 近松鴻二, ｢目付の基本的硏究｣, 幕府制度史の硏究 , 吉川弘文館, 1983.
11) 荒木裕行, ｢江戶幕府目付の職掌について｣, 近世法の再檢討 , 山川出版社, 2005.
12) 山本英貴, 江戶幕府大目付の研究 , 吉川弘文館, 2011.
13) 石井孝, 日本開國史 , 吉川弘文館, 1972, pp.394~395.
14)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

______, ぺリ-來航 , 吉川弘文館, 2003.
15) 嶋村元宏, ｢幕末通商外交政策の轉換｣, 神奈川縣立博物館硏究報告 人文科學 , 20호, 

1994.
16) 後藤敦史, ｢海防掛の制度に關する基礎的 察-｢乙骨耐軒文書｣の紹介を兼ねて｣, 日本

歷史 , 732호, 2009.
________, ｢海防掛目付方の開國論の形成過程-｢乙骨耐軒文書｣を用いて-｣, 日本史硏

究 , 57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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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샤)에게 받은 영향 등을 지적하였다.17) 奈良勝司(나라 가쓰시)는 昌平坂學問所

의 學問吟味(가쿠몬긴미) 급제자가 幕末에 발언력이 강해진 目付 外國掛(가이코

쿠가카리)18)에서 대다수를 점하였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大 目付층의 성격전환을 

가져왔다고 보았다.1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幕末期 目付는 海防掛 大 目付를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 페리 내항을 기점으로 阿部正弘가 俊才들을 海防掛 大 目付에 발탁하여 

이들이 개명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學問吟味 급제자들이 

目付를 중심으로 발탁되어 이들이 儒 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目付의 성격전환에 관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目付를 전면에 

내세운 연구는 없다. 目付를 언급하는 경우에서도 페리 내항 시점에서 개국 당시

까지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페리 내항 시점부터 文久ㆍ慶應期(1863~1867)까지, 즉 막말기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目付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막

말기 目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目付 役職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에도 막

부의 체제는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기구를 생각해

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目付를 막부 役職 체제 속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서에서 다루었던 海防掛 大 目付의 적

극적인 개국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目付 계열은 적극적 

개국론, 勘定 계열은 소극적 개국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료

를 통해 海防掛 大 目付의 적극적인 개국론과 이에 대비되는 海防掛 勘定 계열

의 개국론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개국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장에서는 學問吟味 급제자들의 目付 진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서는 學問吟味 급제자와 관련하여 學問所 儒 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지만 본고

에서는 目付 役人이 된 學問吟味 급제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目付 役職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目付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해나

간 정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文久ㆍ慶應期 幕政改革 추진세력 중 하

나였던 目付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文久期에 政事總裁職인 松平慶永(마쓰다이라 

17) 眞壁仁, 德川後期の學問と政治 , 名古屋大學出版 , 2007.
18) 특정 目付가 담당한 職掌 중 하나로 처음 外使와 外國奉行의 접견에 입회했지만 후

에는 내부의 評議에만 참석하게 되었다. 
19) 奈良勝司, 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 , 有志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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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나가)와의 협조의 전말과 慶應改革에서 目付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目付가 文久期에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慶應期에 형해화되

었다고 설명했지만20)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目付는 쇼군 慶喜

의 지지기반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기에 慶應期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役職이

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目付 役人이 다이묘와 쇼군과 연합하여 막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막말정치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目付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막말 막부와 明治維新의 이해

에 일조하였으면 한다. 

20) 田中彰, 明治維新政治史硏究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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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막부에서 目付 役職의 위상

앞서 서술한대로 본고에서는 幕府目付에 주목하고자 한다. 굳이 幕府目付라 칭

한 것은 이 시기 目付는 막부와 각 번의 職制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중 幕府의 

目付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役職이라는 용어는 役方(야쿠카타)를 의미한다. 에도 막부는 전국 시대 

일개 다이묘 체제에서 발전한 것이기에 원래는 군사집단이었다. 그러다가 그 조

직이 점차 커지면서 행정적인 부분이 요청되어 체제가 軍制기구인 番方(반카타), 

행정기구인 役方으로 나뉘게 되었다.21) 즉 役職이란 쉽게 말해 행정관료라고 생

각해도 무방하다. 다만 에도 막부가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와는 다른 막번관료제

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役職은 모두 武士들이 맡았

다. 둘째 役職 안에서도 家格ㆍ계층차가 존재하였고 막부는 대체적으로 譜代大名

(후다이 다이묘)ㆍ旗本(하타모토)ㆍ御家人(고케닌)들이 役職을 맡았다. 셋째 主從

制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合議制와 月番制(매달 당번을 정해 당번인 달에 

근무)에 의해 운영되었다. 조직의 수장이 1명이 아니라 복수였기 때문에 合議制

로 운영되었는데 이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섯째 한정적이기는 했지만 昇進制가 있었다. 원래는 그 家格에 맞는 役職이 정해

져 그 가문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승진을 한 경우라면 그 

아들은 부친의 初任職을 자신의 初任職으로 하지 않고 부친의 終職에 대응하

여 보다 높은 직을 初任職으로 할 수 있었다. 여섯째 승진에 따라 領知(토지를 

영유하여 지배)와 知行高(소유하고 있는 영지의 생산고)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

여 나온 것으로 役料制22)와 世減制23)가 존재하였다.24) 

막부에는 여러 役職이 있었는데 쇼군 아래 大 (다이로), 老中, 若年寄(와카토

시요리)라는 三職을 중심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三職 아래에 寺社奉行(지샤

부교)ㆍ町奉行(마치부교)ㆍ勘定奉行(간조부교)25)ㆍ大目付ㆍ目付가 있고 이들이 무

21) 藤野保, 江戸幕府崩壊論 , 塙書房, 2008, p.19; 藤井讓治 編, 日本の近世 3 支配の

しくみ , 中央公論社, 1991, p.136.
22) 재직기간에 한하여 役料(役職 수당)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3) 家督 상속이 이루어 질 때 知行을 줄여서 재정의 비대화를 막고자 한 방법이었다. 
24) 藤井讓治, 江戶時代の官僚制 , 靑木書店, 1999, pp.198~200.
25) 勘定方(간조카타,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役)의 최고책임자로 재정과 막부 직할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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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寺社 관계, 일반서민의 감찰ㆍ관할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세 奉行를 三奉行이

라고 한다.26) 

이러한 役職 중 目付는 어떠한 役職이었는가?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막말기 目

付의 정치적 성장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目付는 室町(무로마치) 시대 足利(아시카가) 막부의 所司代(소시다이)의 屬僚로

서 目付 役職을 둔 것에서 시작되어 전국시대 각 다이묘는 휘하의 士의 거동

과 적의 내정을 살피기 위해 目付ㆍ橫目(요코메)를 두었다. 대체로 임시로 둔 軍

目付ㆍ軍橫目가 主가 되었다. 織田(오다)ㆍ豊臣(도요토미)는 이 役職을 常置하였

지만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는 岡崎(오카자키) 성에 있을 때(1560~1570년)

에 橫目를 두었으나 이후 폐지하여 常置하지 않았다.27) 慶長(게이초) 연간

(1596~1615년) 에도 막부에서는 使番(쓰카이반)28) 중에서 目付로 임명된 일이 있

었지만 役職制로 두지는 않았다. 元和(겐나) 2년(1616)에 若年寄 휘하에 있는 譜

代旗本(후다이 하타모토)를 目付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目付가 役職으로 자

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에도 막부 폐지까지 이어졌다. 目付 정원은 원래 정해지

지 않았지만 享保(교호) 改革(1716~1745년)과 함께 目付 인원이 10명으로 정해지

고 이후 十人目付라고 칭해졌다. 그러나 막말에 업무가 늘어나서 증원되었다.29)

目付의 職掌은 軍目付에서 유래되었지만 평화시가 되자 주로 치안유지의 목적

관할을 담당하였다. 寺社奉行ㆍ町奉行와 함께 三奉行의 하나로 評定所를 구성하였

다. 정원은 약 4명으로 役高는 3000石이었다. 中 휘하에 있고 郡代ㆍ代官ㆍ蔵奉行 

등을 휘하에 두었다. 
26) 笹間良彦, 江戶幕府役職集成 , 雄山閣, 1965, p.100.

27) 寺島莊二, 江戶時代御目付の生活 , pp.9~10.
28) 에도 막부 및 제 번의 職名. 전국시대에 전장에서 전령, 감찰, 적군에 가는 使  등

을 맡은 역직이었다. 이것이 그대로 에도 막부와 諸藩에게 계승되었다. 
29) 松平太郞, 校訂 江戶時代制度の硏究 ,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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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이되었고 무사사회가 점점 의례화되고 의식화되면서 目付의 分掌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目付는 대체적으로 다이묘를 제외한 旗本ㆍ御家人들을 감찰한다고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다이묘를 제외한다고 해도 老中들에 대한 非違까지 쇼군에게 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 하게 말하자면 大奧(오오쿠)를 제외하고 老中를 비

롯한 役人들과 旗本ㆍ御家人들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해야 한다.30) 물론 

目付의 非違 또한 같은 目付가 감찰하였다.31) 

이외에도 평일에 하는 일(役當)로 座敷番32), 供番33), 評定所番34), 名代番35), 學

問所 및 醫學館 순시, 米廩 및 囚獄 순시, 勘定奉行役  입회, 諸 건축(普請) 성

과 검사 등을 하였다. 특정한 目付가 전임 담당한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勝手

掛36), 日記掛37), 海防掛, 外國掛, 開港掛, 銃砲鑄立場掛, 大船製造掛 등이 있었다. 

目付 筆頭(10명의 目付 중 우두머리)는 町方掛, 勘定所 입회, 殿中의 순시, 人足

寄場掛 등을 맡았다. 

더불어 諸局에 제출하는 願書, 伺書, 建議書 등의 문서는 目付의 평의를 거치

게 되어 있었고 일본 전역에 법령을 포고할 때에도 目付를 통하여 시달하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目付 役人는 각종의 상서, 포령하달서 등의 서류를 쓰는 일

과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장도 능숙해야 했고 檢使로서 他家에 가는 일

도 있고 政事 상 심의와 조사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력

이 있고 변설도 막힘이 없이 해야 했다. 또한 目付 役人은 휘하에 인선을 마음대

로 할 수 없는 3~4천명을 통솔해야 했기 때문에 노련함도 필요하였다.38) 그리고 

30) 東京帝国大学史談会 編, 事諮問 , 青蛙房, 2007, p.176. 
31) 같은 책, p.179.
32) 老中가 임명하는 座敷番은 연초, 八朔의 殿中 席을 정비하고 좌석에 관한 習禮의 

豫行을 맡았다. 
33) 供番은 紅葉山 및 東叡山, 增上寺의 定式啓行(선두에 서서 길을 안내하는 것)을 비

롯하여 鷹野(매사냥), 川船 御成 등에 扈從하여 행렬을 감독하였다. 
34) 매월 2일, 12일, 22일인 評定所 式日에 三奉行의 裁斷에 陪席하는 評定番은 단순히 

列席하는 것만이 아니라 目安箱(메야스바코, 투서함)의 출납, 誓詞人의 불러오는 일 

등을 하였다.
35) 다이묘 대리인이 등성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36) 쇼군 가의 회계경리 혹은 勘定所의 출납에 관하여 대체적인 協定에 참여하였다.
37) 殿中의 일상적인 사건과 그 외의 것을 기록하는 일로, 目付部屋(메쓰케헤야) 坊主

(보즈)가 실제로 일을 맡고 日記掛가 이것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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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付가 되면 생활태도에도 여러 가지 금제가 있었다.39) 

감찰기관인 目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大目付인데 이들의 관계는 얼핏 생각

하기에는 大目付가 目付의 상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大目付는 老中의 휘하에 속하여 주로 다이묘의 감찰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目付는 若年寄의 휘하에 속하여 주로 旗本ㆍ御家人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

였다. 물론 앞서 설명한대로 目付는 役人인 다이묘들도 감찰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大目付와 함께 다이묘가 관련된 사건을 맡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淺野長矩의 傷事件을 들 수 있다.40) 이렇게 大目付와 目付는 사건에 따라서 함

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간의 접점이 없었다.41) 오히려 目付 

쪽이 담당하는 職掌이 많아 권한이 큰 양상을 보였고 大目付는 故 의 隱居役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고 별일 없이 안온한 상태가 이어졌다.42) 그러던 것이 막말기

에 들어와 大目付와 目付가 함께 특정 업무를 맡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38) 事諮問 , pp.174~175.
目付의 휘하는 다음과 같았다.

御目付

御目
付支
配無
役世
話役

御台
所番

二の
丸
の番

御
普請
方改
役

浜吟
味役

傳奏
屋敷
番

御中
の口
番

御玄
關番

表火
の番
組頭

御
人頭

黑鍬
頭

御賀
籠頭

御中
間頭

御提
燈奉
行

御掃
除頭

押御
太鼓
役

御貝
役

御中
間目
付

御
人目
付組
頭

御徒
目付
組頭

↓ ↓ ↓ ↓ ↓ ↓ ↓ ↓ ↓

御
普請
方改
役下
役組
頭

表火
の番

御
人

黑鍬
御賀
籠の 御中

間

御掃
除の

御
人目
付

御徒
目付

↓ ↓

下役
御徒
押衆

(笹間良彦, 江戶幕府役職集成 , p.354의 표)
39) 친척들 간의 교제도 일정 정도 금지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청탁 등을 할 수 없게 하

였고 에도 성에서 예식을 할 때에도 검소하게 옷을 입게 하여 다른 役人들의 기준

이 되게 하였다. 길을 걷다가 대각선으로 가야 하는 경우 항상 직각으로 걸어야 하

는 보도의 규칙도 있었다. (笹間良彦, 江戶幕府役職集成 , pp.353~354; 松平太郞, 
校訂 江戶時代制度の硏究 , p.420.)

40) 寺島莊二, 江戶時代御目付の生活 , pp.15~34.
41) 事諮問 , p.172.
42) 事諮問 , p.179.



- 11 -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고 때에 따라 大目付가 目付를 지휘하는 형태

가 되기도 하였다.43) 

물론 大目付와 目付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둘의 役職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大目付는 石高(役高, 役職 수당)는 3천 

석이었고 이 役職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자는 3천 석 이상의 旗本로 예전에는 

만 석급의 자에서도 선발되었는데 嘉永期(1848~1854)에는 적임자이면 500석급에

서도 선택되었다. 만 석 이상의 자(다이묘)를 감찰하는 役職이기 때문에 대우는 

그에 맞게 만 석급으로 諸大夫였다. 다시 말해 格式이 諸大夫였다. 目付는 石高

는 천 석이었고 格式은 諸大夫보다 한 단계 낮은 衣였다.44) 그렇기 때문에 目

付에 임용되는 자들도 大目付보다 家格이 낮은 자들이 임용되었다. 덧붙이자면 

大目付는 目付를 거쳐서 된 사람들도 있어서 大目付와 目付는 직제상으로는 상

하관계가 아니지만 大目付가 目付보다 높은 지위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目付는 감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어

서 目付 役人에는 이에 적합한 사람이 등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그

래서 目付 役人 선발방식은 다른 役職과는 달랐다. 

원래 막번관료제에서 役職의 임명권은 궁극적으로는 쇼군 혹은 다이묘가 장악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쇼군은 쇼군이 직할하고 있는 役職(老中ㆍ若年寄ㆍ所司

代ㆍ大坂城代ㆍ寺社奉行 등)만이 아닌, 老中 휘하의 役職과 若年寄 휘하의 役職

43) 같은 책, pp.354~355.
44) 目付는 旗本이며 格式이 衣인 자가 맡을 수 있는 役職이었다. 에도 성에서 관위

가 5위 이상은 무늬가 있는 狩衣(가리기누, 무사 예복), 그 이하는 무늬가 없는 狩

衣를 입었는데 무늬가 없는 狩衣를 衣라고 했다. 여기서 유래되어 衣는 6위의 

별칭이 되었다. ( 野淸, 德川幕府の制度 , 人物往來社, 1968, p.208.)
그런데 目付에 임용되기 전에 해당 사람은 이미 格式이 衣여야만 했다. 즉 막

부 役人들은 신분ㆍ격식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役職이 정해져 있었다. 그 중 諸大

夫, 衣는 다음과 같은 役職을 맡을 수 있었다.

諸大夫

側衆 駿府城代 留守居 大番頭 書院番頭 姓組頭 大目付

町奉行 勘定奉行 旗奉行 作事奉行 普請奉行 長崎奉行 

京都町奉行 大坂町奉行 山田奉行 日光奉行 奈良奉行 禁裏付

衣

駿府町奉行 佐渡奉行 西丸留守居 百人組頭 鑓奉行 新番頭 

普請組支配 持之頭 火消役 姓 廣敷用人 大坂船手

留守居番 先手頭 目付 使番 書院番組頭 姓組組頭 十人頭

納戶頭 船手 腰物奉行 勘定吟味役 郡代

(藤井讓治, 江戶時代の官僚制 , pp.111~112의 표 중 諸大夫, 衣 부분을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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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도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었다.45) 

그런데 目付 役人의 선발은 目付 동료의 투표로 정할 수 있었다. 目付에 결원

이 생길 경우, 目付 筆頭가 누구를 후임으로 뽑을 것인가를 다른 目付 役人들에

게 물어 目付部屋(目付 집무실)에서 후임을 선정하여 이를 若年寄에게 상신하고 

老中의 허가를 얻어 御前에서 임명하였다. 때에 따라 쇼군이 특별선임으로 姓

(고쇼), 納戶(고난도, 둘 다 쇼군 近侍職)에서 후보를 발탁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에는 老中과 若年寄로 하여금 目付 筆頭에게 內意를 전하게 하였다. 그러면 目

付 筆頭는 이 내용을 目付部屋에서 다른 目付 役人들과 評議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이들 目付가 쇼군이 선정한 인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면 임명이 저지될 수 있었다.46) 그만큼 目付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였다. 

姓, 納戶를 거쳐 目付가 된 사람은 目付 전체에서 2~30% 정도였다. 이들은 쇼

군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어서 目付의 임무에 도움이 되었다. 

目付 후임을 투표로 정할 때에는 그 대상은 衣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그들 중 평소의 행실과 집안의 상태를 살펴 目付에 어울릴 만한 자를 뽑았다. 따

로 학문적 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은 없었다.47) 따라서 目付에는 衣 이상의 

格式을 지니고 目付에 적합하다는 평판을 얻은 사람이 등용되었다. 그렇기 때문

에 目付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경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柳營補任 을 통해 目付의 前職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元和 2년(1616)부터 

慶應 3년(1867)까지 총 737명이 目付(=本丸目付)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전의 役職

은 전 기간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은 使番으로 178명(24.2%), 두 번째로는 徒頭

(가치가시라)48)가 118명(16%), 세 번째로는 西丸目付49)가 111명(15.1%)을 차지하

였다.50) 따라서 10명의 目付 중 使番ㆍ徒頭ㆍ西丸目付를 거친 사람이 6명, 姓, 

納戶를 거친 사람이 2명, 그 외 다른 役職을 거친 사람이 2명 정도를 차지했다

고 볼 수 있다. 

45) 藤井讓治, 江戶時代の官僚制 , p.117.
46) 松平太郞, 校訂 江戶時代制度の硏究 , pp.423~424.
47) 事諮問 , p.114, pp.164~165.
48) 徒組(가치구미, 쇼군이 외출할 때 도보로 앞장을 섰고 가는 길의 경비 등을 맡았음)

의 長이다. 
49) 원래 目付는 本丸目付와 西丸目付로 나뉘었는데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目付는 本丸

目付이다. 
50) 近松鴻二, ｢目付の基本的硏究｣,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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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目付를 거쳐 後任으로 가는 役職을 살펴보면(대상기간 중 퇴임한 本丸

目付 558명 대상) 첫 번째가 長崎奉行(나가사키부교) 48명(8.6%)51), 다음으로 先

手鐵砲頭(사키테텟포카시라)52) 46명(8.3%), 大坂町奉行(오사카마치부교) 32명

(5.7%), 京都町奉行(교토마치부교) 22명(3.9%), 駿府町奉行(순푸마치부교)ㆍ禁裡付

(禁裏付, 긴리즈키)53)ㆍ 普請奉行(고부신부교)54) 각 20명(각 3.6%)을 차지하고 있

었다. 이를 확장하면 目付 後職에는 遠國奉行, 토목ㆍ건축ㆍ수리 관련 奉行, 조정

과 관련 있는 禁裡付, 先手頭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인원을 따져보면, 遠國奉行 195명(34.9%), 先手頭 58명(10.4%), 토목ㆍ건

축ㆍ수리 관련 奉行 53명(9.5%), 조정 관련 31명(5.6%)으로 전체 합계 337명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外國奉行이 설치되는 安政 5년(1858)부터 

慶應 3년까지의 目付 後職을 살펴보면 目付에서 外國奉行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12명(12.1%)으로 가장 많았다.55) 다음이 遠國奉行 11명(11.1%), 大目付 7명(7%), 

禁裡付 5명(5%) 순이었다.56) 

결론적으로 目付에서 遠國奉行, 外國奉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遠國奉行에는 앞서 서술한 長崎奉行뿐만 아니라 浦賀奉行(우라가부교), 箱館奉行

(하코다테부교), 松前奉行(마쓰마에부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奉行가 주재

했던 지역은 네덜란드, 러시아와 빈번히 접촉한 곳으로, 奉行들은 네덜란드와 러

시아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즉 오늘날 외교를 담당하였고 볼 수 있다. 外國奉行

는 외국과의 업무를 전담한 奉行였다. 이렇게 目付를 역임한 사람이 외교 관련 

51) 에도 전반에 걸쳐 目付의 後職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長崎奉行였는

데 長崎奉行 전체(총 124명)에서도 前職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目付

(元ㆍ西丸目付 포함 55명, 44.35%)였다.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纂所 編, 柳營補任  3, 
東京大學出版 , 1964, pp.109~119.)

52) 先手組(사키테구미)에 속해있는 先手頭(사키테카시라) 중 하나이다. 先手組는 에도 

막부 군제의 하나로 직제 상 若年寄에 속하고 치안유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 組

에는 頭 1명, 力(요리키, 하급관리) 5~10騎, 同心(도신, 力에 딸린 하급관리) 
3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3) 천황이 거주하는 禁裏御所의 警衛, 公家衆의 監察 등을 맡았다. 
54) 徳川家의 菩提寺인 寬永寺, 增上寺 등의 건축ㆍ수리 등을 맡았다. 
55) 마찬가지로 外國奉行(총 74명)의 前職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目付(寄

合으로 元目付인 자 포함하여 15명, 20.27%)였다. 참고로 前職이 大目付였던 자 혹

은 外國奉行과 大目付를 겸직한 자는 3명(6.4%)이었다. ( 柳營補任  6, 1963, 
pp.3~10.)

56) 近松鴻二, ｢目付の基本的硏究｣, pp.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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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職으로 임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目付가 원래부터 대외 업무를 담당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일찍이 寬永

(간에이, 1624~1644년) 연간에 쇄국 방침이 결정되어서 寬永 16년(1639)에 포르투

갈 선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 다음 해(1640)에 포르투갈 선을 타고 

마카오에서 나가사키로 온 使 가 무역재개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당시 

大目付였던57) 加々爪忠澄(가가쓰메 다다스미)와 目付 野々山正綱(노노야마 마사

쓰나)가 나가사키로 가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들은 내항한 포르투갈 인을 처형한 

후, 마카오로 귀환시킨 하급승조원에게 이번에 포르투갈 인을 처형한 이유를 전

달했다.58) 이를 통해서 大目付와 目付가 쇄국 방침에 따라 외국인을 응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하는 일까지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目付가 軍目付에

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이 사건에서 大目付와 目付는 외교와 함께 

군사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寬政 4년(1792)에 락스만이 蝦夷地(에조치, 오늘날 홋카이도, 지시마, 사

할린 일대)로 내항했을 때, 目付 石川忠房(이시카와 다다후사)와 西丸目付 村上義

禮(무라카미 요시아야)가 宣諭使로서 파견되어 막부의 회답을 락스만에게 전달했

다. 이때 老中 松平定信(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目付를 파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대체로 長崎에 奉行(부교)가 있었지만 享保 경(1716~1736년) 수선을 보

고 쫓아내보려고 했을 때도 御目付가 파견되었고 南部의 포구에 紅毛人[네
덜란드 인 또는 서양인]이 왔을 때도 御目付가 파견되었다. 그렇다면 諭告

使로서 御目付가 파견되어야 한다.59)

이 사료를 보면 享保 연간에도 외국인이 왔을 때에 目付가 그들에 대한 조치

를 담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에 대한 대응은 目付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松平定信는 이번 宣諭使도 目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先

例를 봐도, 당시 상황에서도 막부는 目付에게 외교를 담당하게 했음을 알 수 있

57) 그는 目付에서 町奉行을 거쳐 大目付로 임명되었다.
58) 木村直樹, ｢17世紀中葉幕藩制國家の異國船 策｣, 史學雜誌 , 109편 2호, 2000, p.56. 
59) ｢魯西亞人取扱手留｣, 東京大學史料編纂所藏. (荒木裕行, ｢江戶幕府目付の職掌につい

て｣, p.1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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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정황은 目付를 역임했던 당사자의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도 

막부 目付(1802~1812년 재직)였던 遠山景晉(도야마 가게미치)는 일기를 남겼는데 

그 기록을 통해 그가 目付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60) 遠山景晉

가 目付에 등용된 것도 막부의 대외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러

시아의 남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막부의 蝦夷地 정책이 본격적으

로 시행되고 있었다. 寬政 11년(1799) 막부는 松前藩에서 東蝦夷地의 지배권을 

거두어 직할하는 정책을 펼쳤다. 蝦夷地 지배를 담당하는 蝦夷地御用掛(에조치고

요가카리)를 만들어 書院番頭(쇼인반가시라, 쇼군 직속의 親衛隊) 松平忠明(마쓰

다이라 다다아키라)에게 蝦夷地 순시를 명했고 그 수행원으로 遠山景晉가 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遠山景晉는 享和(교와) 2년(1802) 3월 目付로 등용되었다. 文

化(분카) 원년(1804) 9월에는 러시아 사절 레자노프가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막부

는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때 러시아 측에 통상요구 거절의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역시 目付 遠山景晉였다.61) 그 이후 그는 松前御用掛(마쓰마

에고요가카리)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朝鮮通信使來聘掛로서 조선 통신사 일

행을 맞이했고 琉球謝恩使에 대한 대응도 하였다. 이렇게 目付는 러시아, 조선, 

류큐 사절에 대한 응대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目付의 後職으로 외교와 관련된 

遠國奉行, 外國奉行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目付를 역임한 자는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遠國奉行, 外國奉行뿐만 아

니라 勘定奉行, 大目付 등의 상위 직으로 승진하기 쉬웠다. 그 이유는 目付가 老

中 가까이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目付 役人의 능력을 가늠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目付 役職은 막부에서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62) 

정리하면 目付는 감찰뿐만 아니라 외교, 의례 관련63) 등의 여러 일들을 담당하

였다. 그러다보니 目付 役人은 여러 役人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고 이에 적합한 

능력을 지녀야 하였다. 그래서 目付 役人의 선발 방식은 다른 役職과는 달랐고 

이 방식은 後任 目付 인사에 대한 現職 目付의 발언력이 상당히 강했음을 보여

60) 荒木裕行, ｢江戶幕府目付の職掌について｣.
61) 遠山景晋 著 ; 荒木裕行, 戸森麻衣子, 藤田覚 編, 長崎奉行遠山景晉日記 , 淸文 出

版, 2005, pp.230~231.
62) 事諮問 , p.174.
63) ｢目付職掌ノ ニ付達｣, 司法省庶務課 編, 德川禁令  2질, 司法省, 1894,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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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러다보니 目付 役人들이 目付로서의 자부심도 컸다. 막말기 目付를 역임

한 栗本鋤雲(구리모토 조운)은 目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막부에서는 軍國[전국시대]의 관습으로 특히 目付의 役을 중요시하였다. 
무릇 이 官[目付]은 祿이 굉장히 많지 않고 지위가 굉장히 높지 않아도 諸

司諸職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權이 있다. 老中를 비

롯한 三奉行가 重職이라고 해도 監察(目付)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일을 결

행할 수 없다. 혹시 (老中을 비롯한 三奉行이) 그(目付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단행한다면 監察은 즉시 쇼군 또는 老中을 대면하여 (이런 상황을) 啓

陳하는데 (重職이) 이것을 중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仕途의 영

광을 監察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64) 

目付는 役高가 1000石, 格式이 衣로 大目付ㆍ勘定奉行가 役高 3000石, 格式

이 諸大夫인 것에 비하면 石高, 格式이 높지 않다. 그렇지만 업무상 諸司諸職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위가 있었다. 

또한 目付는 중요한 評議가 있을 때 評定所(효조쇼)에 입회하여 상황을 살펴보거

나 上申書를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評定所에서는 기본적으로 三奉

行가 의제를 다루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大目付, 目付도 참여하도록 되어있었

다. 그래서 三奉行와 大 目付를 五手掛(고테가카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目付가 해당 안건에 찬동하지 않으면 그 안이 실행되지 않을 만큼 

정치적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기에 들어서면 막부는 열강의 통상요구를 비롯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目付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64) 栗本鋤兵衛, ｢岩瀨肥後守の事歷｣, 栗本鋤雲遺稿 , 鎌倉書房, 1943,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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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安政期 적극적인 개국론과 目付

嘉永 6년(1853) 6월 3일 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장관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가 4척의 군함을 이끌고 浦賀 앞바다에 나타났다. 에도 가까이에서 흑선을 

보는 일본인들의 충격은 이전의 열강이 일본에 왔을 때와는 비할 바 없이 컸다. 

그러나 막부는 이미 네덜란드 風說書 등을 통해 페리 내항 소식을 1년 전부터 

접하고 있었고 에도 근처는 아니었지만 빈번히 열강과 접촉하고 있었다. 

막부는 이미 安永(안에이) 7년(1778) 이후 러시아 남하와 文化 5년(1808) 이후 

영국의 접근을 계기로 대외적인 위기를 인식하고 文政 8년(1825) 異國船打拂令

(이국선 우치하라이레이, 이국선을 보면 포를 쏘아서 쫓아내라는 令)를 선포하였

다. 당시 막부는 외국선을 전쟁ㆍ침략의 의지가 없는 捕鯨船, 商船으로 파악하고 

打拂令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외국선의 도래가 저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치는 水戶學 인 澤安(아이자와 야스시), 藤田幽谷(후지타 유코쿠) 등

에게 환영받았다. 그들은 서양이 군사력, 무역, 크리스트교를 내세워 일본을 침공

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여 군사적인 힘으로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異

國船打拂令가 그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65)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자 天保(덴포) 13년(1842) 막부는 薪水給 令을 선포하였다. 그렇지만 

막부는 여전히 외국과의 교류와 무역에 제한을 두었다. 弘化(고카) 2년(1845) 막

부는 네덜란드 국왕의 개국 권고에 대한 답신에서 조선, 류큐와의 通信, 네덜란

드, 중국과의 通商을 밝히고 ‘祖宗歷世의 法’을 바꿀 수 없어 개국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66) 

이런 상황에서 막부는 대외방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같은 해 老中 阿部正弘

의 주도 하에 海防掛를 설치하였다.67) 海防掛는 기존 役職에 겸하는 직무였다. 

65) 박삼헌, ｢막말유신기의 대외위기론｣,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 
제이앤씨, 2008, pp.139~140; 藤田覺, ｢異國船打拂令と海外情勢認識｣, 近世法の再檢

討 , 山川出版社, 2005.
66) 土居良三, 開國への 石 評傳ㆍ老中首座阿部正弘 , 未來社, 2000, pp.68~71.
67) ‘海防掛’는 ‘公事掛’, ‘勝手掛’와 같이 老中의 職分의 하나였고 이들을 海防掛 老中

라고 하여 寬政改革期에는 松平定信, 天保改革期에는 土井利位(도이 도시쓰라)ㆍ真

田幸貫(사나다 유키쓰라)가 맡았다. 諸藩에서의 海防 보고서의 처리를 위해 설립된 

임시적인 직무였다. (上白石 實, ｢安政改革期における外交機構｣, 日本歷史 , 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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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老中ㆍ若年寄 각 2명씩 月番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大目付

ㆍ目付ㆍ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간조긴미야쿠)68) 등 실무 役人을 포진시켜 실질적

인 대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役職에서 海防掛로 발탁되었던 것은 그

들의 업무가 대외방비와 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海防掛 大 目付는 弘化~嘉永 初年(1845~1848)에는 砲臺ㆍ演砲場의 설정 및 축

조 입회, 夷 정책의 상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

役는 당시 막부 재정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적 위기를 회피하면서 海防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69) 

嘉永 6년 페리는 통상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필모어(Fillmore) 대통령의 친

서를 휴대하고 있었으며 일본과 조약 체결 및 국서 교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막

부는 전쟁을 각오하고 祖法인 쇄국을 지킬 것인가, 조약을 체결하여 군사적 위협

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자칫하면 일본 전국을 전쟁의 혼란

으로 몰고 갈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막부는 이전과 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부는 원래 幕政에서 소외되었던 御三家(고

산케)ㆍ外樣大名를 비롯한 막부 하급 役人들에까지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의 

번역문을 보이고 이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때 海防掛 目付였던 戶川安鎭(도가와 야스시게), 鵜殿長銳(우도노 나가토시), 

利熙(호리 도시히로) 등은 국교거절론자였다.70) 그리고 大 目付(海防掛 大 目

1993, p.64.) 
68) 勝手方, 公事方 각각 2명 임명하였다. 評定所 입회시 公事方이 참여하였다. 勘定所

에서는 幕府 재정수지, 天領에서의 연공징수, 長崎 무역, 郡代ㆍ代官의 근태, 貨幣改

鋳 등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했는데 勘定吟味役가 이들 직무를 감사했다. 
재정 지출을 결정할 때 반드시 吟味役의 동의가 필요했다. 

69) 正戶千博, ｢幕末外交における諸問題と海防掛｣, 駒沢史學 , 35호, 1986, pp.70~71.
70) 維新史料編纂事務局, 維新史  2, 明治書院, 1940, pp.102~103.

한편 다른 막부 役人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三奉行는 교역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海防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亂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

국에 한하여 통상을 허락하고 다른 나라를 일절 거절한다는 방침을 취했다. 浦賀奉

行 戶田氏榮(도다 우지요시)는 교역론자였다. 老中는 避戰의 방침으로 임시적인 계

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같은 책, pp.100~104.)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교역론을 전개한 의견은 막부의 요직을 역임한 役人

이나 다이묘가 아닌 일부의 幕臣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로서 向山源大

夫(무코야마 겐다유, 誠齋 세이사이)ㆍ勝麟太郞(가쓰 린타로, 海舟 가이슈)ㆍ高島喜

平(다카시마 기헤이, 秋  슈한)를 들 수 있다. 이 중 向山源大夫는 家康 시대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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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 제외)는 상신서를 통해 통상허용이 祖法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후 국가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비를 엄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1) 

그런 와중에 阿部正弘는 戶川安鎭 등의 건의에 힘입어 御三家의 일원이자 水

戶(미토) 전 번주인 德川齊昭(도쿠가와 나리아키)를 海防參 의 명분으로 幕政에 

참여시켰다.72) 德川齊昭는 大 目付의 국교거절에 찬동하면서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武備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반해 海防掛 大目付였던 深谷盛

房(후카야 모리후사)는 ‘무모한 打拂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어쩔 수 없

는 때에는 임시 처분을 하는 것 외에 없다’고 독자적으로 주장하였다.73) 

한편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는 상신서에서 德川齊昭의 대호령에 반대하

고 그 이유로 현재 200년 넘게 평화시가 이어져 武備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을 

들었다. 물론 祖法을 지켜야 하겠지만 이것도 武備가 충분히 갖추어지는 것이 우

선이라고 주장하였다.74) 아무래도 막부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였기에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다. 실제적으로 弘化 4년

(1847)부터 嘉永 5년(1852)까지 海防 관계 임시지출은 총 지출액의 0.29%인 

28,500兩에 불과하였다. 페리 내항 직전의 에도 만 방비로는 구경 5寸(15.15cm) 

이상의 대포가 불과 8門이 있을 뿐이었다.75)

이러한 자문의 결과, 阿部正弘는 같은 해(1853) 11월 1일 海防에 관한 법령을 

포고했다. 주된 내용은 내년에 페리가 와도 통상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해방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평온하게 대처하지만 만약 미국이 답을 얻지 못하여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

으키는 경우에는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라는 것이었다.76) 

발했던 대외무역 사실을 지적하고 쇄국은 기독교 금지와 관련된 조치라는 것을 토

대로 쇄국조법관을 상대화하여 무역에 의의를 두었다. 즉 禁敎를 유지하면서 적극

적인 무역책을 주장하였다. (藤田覺, 幕藩制國家の政治史的硏究-天保期の秩序ㆍ軍

事ㆍ外交 , 校倉書房, 1987, pp.388~391.)
71) ｢八月四日大目付目付上申書 老中ヘ 未國國書に就て｣, 幕末外國關係文書  2, 東京帝

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掛, 1910, pp.27~29.
72) 水戶藩史料  上編乾, 德川家藏版, 1925, pp.30~32. 
73) ｢德川齊昭 十三箇條建議書 (嘉永六年八月三日)｣, 吉田常吉 외, 幕末政治論集 , 岩波

書店, 1976, p.20; 正戶千博, ｢幕末外交における諸問題と海防掛｣, pp.67~71.
74) ｢八月海防掛の勘定奉行同吟味役等上申書 老中ヘ 水戶前中納 上書に就て｣, 幕末外國關

係文書  2, pp.14~15.
75) 吉田昌彦, ｢幕末政局と幕閣｣, 德川政權と幕閣 , 新人物往來社, 1995,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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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인 安政 원년(1854) 정월 10일, 미국함대가 伊豆(이즈) 바다에 나타났다. 

수일 사이에 9척의 배가 浦賀로 들어와서 本牧(혼모쿠)로 나아가고 또 神奈川(가

나가와)에 접근하였다. 막부는 儒員 林 大學頭, 町奉行 井戶覺弘(이도 사토히로), 

浦賀奉行 伊澤政義(이자와 마사요시), (海防掛) 目付 鵜殿長銳에게 응접을 명하고 

儒  松崎柳浪(마쓰자키 류로)가 이들을 수행하였다.77) 막부 쪽은 예정대로 답변

을 하지 않고 조약체결의 시일을 연기하고자 했으나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

아78) 결국 미일화친조약을 조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일화친조약 체결 이후 安政 원년 6월 海防掛 大 目付는 대외개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상신서를 제출하였다. 이 상신서는 海防掛 大

目付의 대외인식과 향후 막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치세 이래로 역대 쇼군께서 깊으신 의향으로 때로

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시고 制를 되살리셨습니다. 昌平의 풍습이 방자하

고 태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징계하고 오로지 人心을 진작시킬 조치를 하셨

습니다. 황공하옵게도 神祖께서 남기신 성과(遺績)를 萬世에 유지하시니 정

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洋夷互 의 風이 일어나 문

물이 나날이 들어와서 전 세계의 모습이 일변하므로 일본(御國)에서도 시세

를 잘 헤아린 다음 夷船의 처리 등 이것저것 변혁이 있었습니다. 邊海의 

(작은) 소동이 四海에 (큰 소동으로)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시세에 부응하

는 조치를 내리셔야 합니다. 즉 祖宗을 생각하셔서 모든 制만을 지키신다

76) 野正雄, ｢開國｣, 岩波講座 日本歷史  13, 岩波書店, 1980, pp.7~8.
77) 참고문헌의 林煒는 林韑(하야시 아키라)의 오기로, 당시 林 大學頭 復齋(후쿠사이)를 

말한다. 그에게 目付 岩瀬忠震、 利熙는 조카에 해당했다. (渡邊修二郞, 阿部正弘

事蹟  上, 1968, p.203.) 
78) 安政 원년(1854) 1월 16일 미국 사령관 페리가 다시 일본에 왔을 때 예정대로 막부

는 답신을 하지 않고 정식 절충을 연기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페리의 배들 중 

한 척이 에도 만으로 들어와 막부를 위협하였다. 막부에서는 몇 차례 浦賀(우라가)
로의 회항을 요구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월 28일 막

부는 도쿠가와 나리아키를 비롯하여 다마리노마(溜詰)ㆍ同格大名에게 급히 登城을 

명하고 黑書院의 西湖間(사이코노마)에서 평의했다. 나리아키는 단연코 그들을 쫓아 

보낼 것을 주장했지만 이이 나오스케는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의 예에 비추어 교역허

가를 주장했다. 그 외 溜詰大名도 쫓아 보내는 것은 불가, 혹은 평화를 원하는 의견 

등이 대세를 점하게 되었다. 결국 막부는 海防掛의 평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3일 

미일화친조약(가나자와 조약)을 조인했다. (母利美和, 井伊直弼 , 吉川弘文館, 2006,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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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히려 하늘에 계신 靈에게도 위배되는 일입니다.79)

상신서에는 일변한 현재의 상황에서 ‘ 制’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시세에 부응

하지 않아서 오히려 선조에게 누를 끼칠 수 있으므로 ‘ 制’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미 이국선에 대한 조치가 異國船打拂令에서 薪水給 令으

로 바뀌었고 열강들이 통상교역(洋夷互 )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로도 

시세에 따른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海防掛 大 目付는 祖

法의 변혁과 외국과의 통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嘉永 6년에는 대부분의 大 目付가 쇄국을 지지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

이었지만 그로부터 1년 후에 海防掛 大 目付가 대외개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

게 되었다. 海防掛 大 目付의 갑작스러운 대외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한 전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페리의 내항을 전후로 하여 海防掛 大 目付의 구성원이 바뀌었다.80) 이

는 老中 阿部正弘가 페리가 다시 올 것에 대비해서 海防掛 大 目付의 구성원 

몇몇을 새로 임명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총 4명이 海防掛 大 目付로 새롭게 임

용되었다. 井戶弘道(이도 히로미치)는 海防掛 大目付가 되기 전에는 浦賀奉行였

고, 永井尙志(나가이 나오유키), 岩瀨忠震(이와세 다다나리)는 安政 원년에 새로이 

目付가 된 인물이었다. 一色直溫(잇시키 나오아쓰)는 海防掛 目付로 새롭게 임용

된 인물이기는 하나, 嘉永 5년(1852) 5월에 目付가 되었기에 그는 嘉永 6년의 국

교거절을 주장한 大 目付 상신서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이런 一色直溫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대외개방적인 인물이었다. 즉 永井尙志, 岩瀨忠震는81) 개명파이고 井

79) ｢海防建議｣ 2, 大日本維新史料稿本 , 安政 元年 6月 5日條 所收. (後藤敦史, ｢海防

掛目付方の開國論の形成過程-｢乙骨耐軒文書｣を用いて-｣, p.32에서 재인용.)
80) 嘉永 6년과 安政 원년 6~7월경의 海防掛 大 目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嘉永 6년 安政 원년 6~7월경
海防掛 大目付 深谷盛房 井戶弘道

海防掛 目付

戶川安鎭

鵜殿長銳

大久保信弘

利熙, 

鵜殿長銳

利熙

永井尙志

岩瀨忠震

一色直溫

(後藤敦史, ｢海防掛の制度に關する基礎的 察-｢乙骨耐軒文書｣の紹介を兼ねて｣, 
pp.52~53. 海防掛 구성원 표에서 발췌)

81) 福地源一郞(후쿠치 겐이치로)는 岩瀨忠震을 ‘당시 幕吏 중에서 처음부터 조금도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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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弘道는 嘉永 6년 때 동료 浦賀奉行 戶田氏榮와 마찬가지로 개국에 찬성한 인

물이었다.82)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3명은 모두 學問吟味 급제자 출

신이었다. 

둘째, 海防掛로서의 활동이 대외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鵜殿長銳는 

앞서 서술한 대로 應接掛로 임명되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嘉永 6년 

때와 같이 강경론을 주장하지 않았다.83) 또한 利熙는 嘉永 6년 5월에 目付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嘉永 6년 6월 페리 내항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海防掛 目付 대부분이 국교거절을 의견으로 제시

하는 상황에서 혼자 다른 내용의 상신서를 내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더불

어 利熙가 海防掛 目付로 활동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海防掛 

目付는 외국 사절을 직접 응대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役人들보다 대외정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외국 군함을 목격하고 국방 상황을 파악하면서 현재 막부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했을 것이고, 조약 체결 이

후에는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

색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海防掛 大 目付의 입장이 대외개

방으로 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海防掛 大 目付의 대외인식 변화와 함께 막부는 페리 내항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여러 掛를 만들었다. 이 掛에는 대체로 海防掛를 

맡은 役人들이 맡았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외국에 대한 응접, 해안 포대 건설, 

大船 제조, 軍制 개혁, 외국과의 무역단속 등이었다.84) 이렇게 海防掛는 외교, 軍

制, 대외무역 부문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85) 

국양이의 악취를 지니지 않은 자’라고 평가하였다. (福地源一郞, 幕末政治家 , 民友

社, 1900, p.249.) 
82) 嘉永 6년, 페리 내항 당시 浦賀奉行을 역임한 井戶弘道는 ‘窮通變化의 도리’에서 

‘國法改正’을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가 目付에게 계승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

다. (眞壁仁, 德川後期の學問と政治 , p.475.)
83) 後藤敦史, ｢海防掛目付方の開國論の形成過程-｢乙骨耐軒文書｣を用いて-｣, p.30, p.34.
84) 이에 해당하는 掛는 러시아 應接掛(嘉永 6년 10월)ㆍ아메리카 應接掛(嘉永 6년 12

월)ㆍ下田取締掛(安政 원년 4월)ㆍ異國應接掛(安政 원년 6월)ㆍ해리스出府掛(安政 4
년 7월), 內海台場普請掛ㆍ大船製造掛ㆍ軍制改正掛ㆍ外國貿易取調掛 등이었다. (菊
地久, ｢維新の變革と幕臣の系譜 : 改革派勢力を中心に 1｣, 北大法學論集 , 29호, 
1979, pp.77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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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安政 연간(1854~1859)에 目付 岩瀨忠震는 포대를 건설하고 군함을 만들

고 講武所 및 蕃書調所(반쇼시라베쇼)를 건립하고 海軍傳習을 창설하는 등의 많

은 일에 관여했다. 당시에는 서양어를 해독하고 洋書를 읽는 자는 네덜란드 어밖

에 못했는데 岩瀨는 백방으로 書生에게 권유하여 영어로 된 책을 강습하게 하였

다.86) 대부분의 사람들이 蘭學에 익숙해져있는 상황에서 岩瀨는 누구보다도 먼저 

영어의 필요성을 체득하여 사람들에게 영어교육을 하도록 권유한 것이야말로 적

극적인 대외개방의 자세였다. 그는 세상이 변하여 대외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87) 

岩瀨忠震만이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海防掛 大 目付는 

安政 4년(1857) 3월의 상신서를 통해 지금의 세계정세 파악을 바탕으로 앞으로 

막부가 추구해야 하는 10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상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海防掛 大 目付의 지향점

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개국론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형세로는 저마다 변혁의 조치가 없어서는 (시세에) 적합하지 않습

니다. 분부하신대로 祖法을 變通하시어 화친조약을 체결하신 이상에는, 寬

永 이전의 상황도 있고 (외국인을) 응대하는 방법도 따라서 개혁하지 않아

서는 안 됩니다. 관습에 구애되어 자잘한 일까지 어렵게 거부하여 해가 갈

수록 外夷의 분노를 사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은 (지금의) 사정에서는 정말

로 당연한 일입니다. 어서 빨리 寬永 이전에 諸蕃[여러 나라]을 응대한 전례

를 參酌하시어 三港[箱館・下田・長崎]에 동일한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마

땅할 것입니다. <중략> 急務의 대강은 첫째 서양의 사정을 탐색하는 자를 

85) 安政 3년(1856) 11월 老中達書를 보면, 目付 大久保忠寬(오쿠보 다다히로)에게 蕃書

調所掛를 새로 명하면서 기존에 맡고 있었던 講武所掛, 海防掛, 郡制改正ㆍ貿易筋取

調御用 등도 함께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目付의 役當(기본적인 

업무)를 면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렇게 目付 役人은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掛 업무를 수행하였다. (｢十一月二十日老中達 目付大久保右近 監ヘ 蕃書調所掛兼

帶の件｣, 幕末外國關係文書  15, p.254.)
86) 渡邊修二郞, 阿部正弘事蹟  下, 1968, pp.476~477.
87) 岩瀨忠震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安政 3년 12월에 敍爵(伊賀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格式이 諸大夫가 되었다. (｢十二月十六日 軍申渡 目付岩瀨修理ヘ 敍爵の件｣, 
幕末外國關係文書  15, pp.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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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시는 것, 둘째 국내 諸港의 규칙을 세워 저마다 조세를 정하는 것, 
셋째 외국과의 무역을 열고 諸侯[大名]에 명을 내려 國産을 운반하게 하여 

天下와 利를 公共으로 하실 것, 넷째 在住官吏[해리스]에 한하여 (에도) 出

府를 허락하시어 그 진위를 가리시고 견문을 넓힐 것, 다섯째 화친조약을 

맺은 나라에 이쪽[일본]에서 관리를 두고 유학생을 파견할 것, 여섯째 널리 

만국에 항해하여 眞利를 흥하게 할 것, 일곱째 세계 속에서 신의가 있고 강

대한 나라와 교류를 두텁게 하고 고립되어 있는 약한 나라를 구할 것, 여덟

째 점차 文武를 연마하고 敎化를 두텁게 할 것, 아홉째 蝦夷地 개발은 지금

보다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 열째 天帝를 대신하여 忠孝信義의 풍습으로 

탐욕스럽고 잔인한 풍습을 교화하고 전 세계에서 一帝라고 우러를 수 있도

록 하실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차 금은화폐의 비율(品位)도 바

로잡으시고 諸國에 대하여 조금도 치욕스럽지 않도록 이상의 점에 깊이 착

안하시어 百萬代 후에도 萬邦에서 모두 明君賢相이라고 존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은 지금 格을 없애시고 英斷을 내리셔서 강경

하게 뜻을 내세우셔서 처리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지면상의 空論만이 

될 뿐이고 행동하셔야 하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全國의 安危는 그저 생각

하신 대로 결정하시기를 거듭거듭 바라는 바입니다.88)

寬永89) 이전에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쇄국이 아니었다. 상신서에서는 寬永 이전

의 시절을 상기하고 화친조약을 맺은 이상 외국에 대한 응대가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急務라고 생각한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막부는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에 사

절을 파견하고, 화친조약을 맺은 나라에는 관리를 상주시키고 유학생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 세계를 시야에 두고 신의가 있는 강대국과의 교류를 

두텁게 하는 한편 고립되어 약한 나라는 도와야 한다는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내

세웠다. 

이런 평화적인 태도는 같은 시기의 橋本左內(하시모토 사나이, 마쓰다이라 요

시나가의 가신)의 주장과 차이점이 있었다. 橋本左內도 적극적인 개국론을 주장

하였다. 安政 4년(1857) 11월 28일 村田氏壽(무라타 우지히사, 에치젠 藩士)에게 

88) ｢海防掛の大目付ㆍ目付上申書 (安政四年三月)｣, 幕末政治論集 , pp.56~58.
89) 寛永 16년(1639)에 포르투갈 선의 입항금지령이 포고되었고 이후 외국과의 교류ㆍ

무역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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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서간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현 세계를 전란이 끝나고 영

국, 러시아가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일본이 독

립하기 위해서는 山丹(연해주)ㆍ滿洲ㆍ朝鮮 또는 미국 州內ㆍ인도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의도 있고 인접국인 러시아와 친교를 

맺는 수밖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90) 橋本左內 외에 세계를 ‘戰國’적 세계관으로 

파악하고 무력을 앞세운 해외팽창론을 주장한 인물들이 있었으나 海防掛 大 目

付는 이들과 달랐다. 海防掛 大 目付의 주장은 막부 儒官이었던 古賀侗庵(고가 

도안)의 항해진출론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타국침략이 아닌 평화를 내세웠다

는 것이다.91) 이는 海防掛 大 目付가 古賀侗庵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더불어 海防掛 大 目付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전 세계를 항해

한다는 포부를 세웠다. 그렇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國産을 통제하여 이익을 공공

의 것으로 한다는, 즉 막부가 이익을 관장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諸港에 조

세규칙을 만들어 그 이익을 거두고 蝦夷地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

였다. 막부는 天帝를 대신하여 풍속을 교화하고 사람들이 문무연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결국 전 세계가 일본을 우러러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제시하였다. 결국 海防掛 大 目付의 무력진출이 아닌 적극적인 대외개방론은 외

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진

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海防掛 勘定奉行(松平近直 마쓰다이라 지카나오, 川路聖謨 가와지 도시

아키라, 水野忠德 미즈노 다다노리)는 이와 다른 개국론을 주장하였다. 安政 4년 

4월 海防掛 勘定奉行 상신서에서 이들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

다. 이 상신서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海防掛 勘定奉行 측의 소극적 개국

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 나라(諸蠻)와 무역을 하는 것은 이전에 분부하신 바와 같이 언젠가

는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방의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중략> 
무역은 이익을 제일로 하는 것이라고 대략 들었고 물론 富國强兵이라고도 

90) 山口宗之, 橋本左內 , 吉川弘文館, 1985, pp.121~125.
91) 박훈, ｢18세기말-19세기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硏

究  104, 2008-9.



- 26 -

하므로 이익의 논리를 세우지 않아서는 쓸모없게 되어버리므로 이익을 전

적으로 생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근원에서 생각해본다

면 대대로 쇼군께서 만세를 위해 세우신 法을 잘 지키고 오래도록 태평하

여 만민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여 萬

事에 조치하지 않으신다면 백년의 것도 50년 만에 좋지 않게 되어버릴 것

입니다. 
<중략> 특히 첫 번째는 邪宗 전염의 우환이 아주 심상치 않은 바, 여러 

나라(諸蠻)와 친해지면 저절로 외국 풍에 물들어 가기 때문에 (일본은) 옛날

에 (쇼군께서) 鎖國의 제도를 세우셨던 것으로, 墨夷(미국인)가 내해로 들어

오는 일이 없었다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 나라(諸蠻)와 교역하는 것은 있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御國) 人情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중
략>

무역을 개방하는 것은 지난 겨울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익의 많고 적음보다도 다만 어쩔 수 없는 일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먼저 나가사키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서 

개방하시고 시모다, 하코다테에서는 결핍품을 건네주는 정도로 大綱을 세우

셔서 그 안에서 적당한 때를 가늠하시어 범위를 넓히시든 축소하시든 차츰 

결정하신다면 사람들도 놀라지 않고 온건하게 잘 되어갈 것입니다.92)

여기에서 海防掛 勘定奉行은 현재 외국과 무역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

았다. 다만 무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흔들리

지 않도록 大綱을 포고하여 혼란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시세가 어쩔 수 없

으므로 무역을 하지만 나가사키, 시모다, 하코다테로 세 곳으로 항구를 한정하였

다. 그것마저도 시모다, 하코다테에서는 결핍품을 주는 정도만을 허용했는데 이

는 和親貿易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역을 한정하는 것은 쇄국 제도에서 유

래한 일본 본래의 정서라고 보았다. 

이렇게 海防掛 大 目付는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주장하였고 海防掛 勘定奉行

는 제한적 무역을 인정하여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당시 老中 阿部正弘

는 海防掛 大 目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는 大目付 伊澤政義, 目付 岩瀨忠震

와 비 리에 모의하여 서양으로 가서 그 형세를 시찰하기 위한 뜻을 세웠다. 이

92) ｢四月海防掛の勘定奉行上申書 老中へ 貿易筋の件｣, 幕末外國關係文書  15, 
pp.824~827.



- 27 -

들은 구미파견이라고 하면 攘夷論  등의 異論이 들끓을 것을 우려하여 겉으로

는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행이라고 하고 서양으로 갈 것을 제의했다. 阿部正

弘가 그 뜻을 받아들여 일이 이루어질 듯했지만 결국에는 正弘가 病死하여 성사

되지는 못했다.93) 

한편 미일화친조약에는 조인 후 18개월을 경과한 후 미국 관리가 下田(시모다)

에 주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安政 3년(1856) 7월 

미국총영사 해리스(Townsend Harris)가 일본에 내항하여 막부와 통상조약체결을 

둘러싼 교섭을 시작하였다.94) 이때에는 老中 田正睦가 외교를 전담하여 교섭에 

대응하였다.95) 

下田에 온 미국총영사 해리스는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해리스는 직접 막부를 설복시키기 위한 담판

을 시작하였다. 해리스는 화친조약이 不備不完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서 통상조

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목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영사의 권위

를 보여 막부의 신용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96) 그러면서 그는 막부에 에도 出

府(에도로 가는 것. 여기서는 에도 성으로 가서 쇼군과 알현하는 것을 의미)를 

요구했다. 

이에 海防掛 大 目付는 화친조약을 체결한 이상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이 시세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리스의 에도 出府를 허락해달라는 내용

의 다음과 같은 상신서(安政 4년 정월)를 제출하였다. 

근래 例를 고치신 이상, 어떤 일에서도 공평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셔

서 무분별하게 夷人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다만 눈앞의 상황에 구애되어 오로지 (미국 관리의 요구를) 

93) 渡邊修二郞, 阿部正弘事蹟  上, p.298.
이 내용은 다른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安政 3년 10월 28일 老中達書에는 

海軍傳習人을 자카르타로 유학 보낼 내용이 담겨있다. (｢十月二十八日老中達 海防

掛ヘ 海軍傳習人留學の件｣, 幕末外國關係文書  15, pp.197~198.)
94) 野正雄, ｢開國｣, 岩波講座 日本歷史  13, p.15.
95) 국내의 일은 阿部正弘가 외국의 일은 田正睦가 맡았다. 이는 통상정책에 대처하

기 위해 먼저 田를 책임자로서 대외기구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上白石 

實, ｢安政改革期における外交機構｣, pp.64~66.)
96) 維新史料編纂事務局, 維新史  2,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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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

지의 모든 일처리에서 일시적인 상황과 일본(御國)의 형편만을 생각하여 공

평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았던 조치를 취해도 결국에는 상대편의 강압에 의

해 억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전례도 있으므로 장래를 위해서 깊

이 꾀하신다면 이전의 글에서 말씀드린 처리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깊이 생

각하시어 주재하고 있는 (미국) 관리에 한하여 (그를 에도로) 불러들이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합니다.(밑줄은 인용자)97)

海防掛 大 目付는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때의 상황이나 나라의 형편에 따라 해리스의 出府 요

청을 물리치면 나중에 그들이 무력 등의 수단으로 강압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결

국에는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어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에도 出府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岩瀨忠震가 있었다. 그는 下田에 체류한 해리스와 

교섭을 하면서 해리스의 통상론에 수긍하였다. 그리고 해리스의 요청에도 적극적

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반해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安政 4년 정월)는 해리스가 에도에 오

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이미 네덜란드 商館長이 에도에 오는 건은 내부 사정 상 여러 가지 장애

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셨는데 오히려 미국 관리를 (에도로) 
불러들이신다면 처리방식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미국 관리가 만약 에도에 온다면 네덜란드 商館長과 같지 

않을 것이고 (미국 관리가) 에도 곳곳을 산책하는 일 등은 당연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단 이와 같이 된 다음에는 諸夷가 반드시 같은 요구를 해 올 것

입니다. 그 때 어느 요구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렵게 

에도로 온 이상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소까지도 모두 갈 것은 물론이

기에 그 때가 되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금지하실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상

과 같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더욱 (막부의) 武 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기에 國持大名[一國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이묘] 등의 마음속이 어

떠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98) 

97) ｢海防掛の大目付ㆍ目付上申書 (安政四年正月)｣, 幕末政治論集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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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는 먼저 일본이 네덜란드,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

었지만 네덜란드 商館長과 이번 미국총영사에 대한 처리가 다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해리스의 에도 出府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외국사절들이 왔

을 때에도 그들의 에도 出府 요청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후 상황을 

상정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에도 곳곳을 마음대로 구경하며 자칫 막부의 

光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

味役는 화친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인

식했지만99) 외국사절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살펴봐서 나중

에 화근이 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했다. 

海防掛 大 目付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조치가 바뀌는 것을 비판하고 큰 틀에

서 원칙을 정해 운영할 것을 주장한 반면, 海防掛 勘定奉行ㆍ勘定吟味役는 기존

의 네덜란드에 대한 처리와 현실적인 제반 사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막부는 海防掛 大 目付의 의견을 따라 安政 4년(1857) 8월 미국총영사 해리스

에게 에도 出府를 허용하게 된다. 당시 老中 田正睦는 海防掛 大 目付의 의견

에 더 공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田正睦 자신이 ‘蘭癖’이라 불릴 만큼 蘭學에 

관심이 있었고 蘭學을 장려하는 인물이었으며 개국론자였다.100) 그리하여 田正

睦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개국으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국파가 막부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통상조약 체결로 쉽게 마

무리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청과 열강의 전쟁101)과 보수적인 勘定奉行 측을 대

표하는 水野忠德가 일시적으로 田安家 (다야스 가로)의 閑職으로 물러나게 되는 

등의 영향으로102) 海防掛 大 目付의 적극적인 개국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98) ｢海防掛の勘定奉行ㆍ同吟味役上申書 (安政四年正月)｣, 幕末政治論集 , pp.46~47.
99) ｢海防掛の勘定奉行ㆍ同吟味役上申書 (安政三年八月二十六日)｣, 幕末政治論集 , 

pp.40~42.
100) 페리의 내항 때 老中 阿部正弘이 다이묘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佐倉藩(사쿠라 

번)은 통상긍정론을 주장하였다. 이 佐倉藩(사쿠라 번)의 藩主가 田正睦였다. (母
利美和, 井伊直弼 , p.146.) 

101) 河村望, タウンゼントㆍハリスと 田正睦-日米友好關係史の一局面 , 人間の科學社, 
2005, pp.133~134.

102) 加藤英明, ｢德川幕府外國方 : 近代的 外事務擔當 の先驅｣, 幕末維新と外交 , 吉

川弘文館, 2001, p.14.
이와 관련하여 水野忠德는 安政 4(1857)년 4월 원래 役職인 勘定奉行에 長崎奉行

을 겸할 것을 명받아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해 長崎로 가서 6개월 뒤에 에도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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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政 5년(1858)에는 조약 체결과 쇼군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田

正睦는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토로 가서 조약 체결을 허락한다는 천황의 칙

허를 요청했지만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彦根(히코네, 35만 석의 譜代藩) 藩主

이자 溜之間(다마리노마, 에도 성의 다이묘 대기실 중 하나) 筆頭인 井伊直弼(이

이 나오스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외교문제와103) 쇼군 후계자 문제에

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약체결과 관련해서는 칙허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전담 老中인 田正睦

를 조약 문제에 손을 떼게 하고 下田로 下田奉行 井上淸直(이노우에 기요나오)와 

目付 岩瀨忠震를 보내서 가능한 한 조약은 체결하지 않고 연기하는 쪽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權道로써 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국 安政 5년 6월 19일에 미

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大  井伊直弼는 조약을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고민했다고 한다.104) 조약 체결에 관해 岩瀨忠震와 井上淸直

는 원래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해리스 또한 조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했다는 의견과 岩瀨忠震와 井上淸直의 입장은 조약 

체결이지만 大  井伊直弼의 명령을 받은 이상 그 명령에 따르려고 했지만 해리

스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입장을 고수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 있다.105)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해리스와 함께 조약 내용의 조항을 토의해서 완

성시킨 岩瀨忠震와106) 천황의 칙허를 받지 않았기에 조약체결을 고민한 井伊直弼

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개국하는 데에는 岩瀨忠震를 비롯한 目付 役人(혹은 海防掛 

大 目付)107)의 활약이 컸다.108) 目付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유는 이전부터 외교를 

아왔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田安家 로 명받게 된다. 조약체결문제가 첨예화되는 

安政 5년 전반에는 水野忠德는 田安家 로 외교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安政 5년 

7월 外國奉行으로 임명되고 나서야 외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柳營補任  2, 
1963, pp.51~52; 柳營補任  5, 1965, p.113.)

103) 石井孝은 외교문제에서 井伊直弼과 德川齊昭가 유사한 의견을 가졌다고 지적하였

다. (石井孝, 近代史を視る眼 , 吉川弘文館, 1996, pp.122~146.)
104) 母利美和, 井伊直弼 , pp.200~203.
105) 전자는 吉田常吉, 井伊直弼 , 吉川弘文館, 1985의 설명이고 후자는 母利美和, 井

伊直弼 에서의 설명이다.
106) 松岡英夫, 安政の大獄 , 中央新書, 2001, p.140.
107) 海防掛 目付의 적극적인 개국론을 곧바로 目付 전체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海防掛 目付는 目付 전체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目付 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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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 目付가 海防掛 目付로서 老中의 신임을 얻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증

대시켰기 때문이었다.

이 적극적인 개국론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108) 老中 田正睦에게 조약체결로 마음을 정하게 한 사람도 岩瀨忠震 이외에는 없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福地源一郞, 幕末政治家 , pp.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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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學問吟味 급제자들의 目付 진출

막말기 目付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는 海防掛 멤버가 되어 외교 부문을 중심

으로 실무를 담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海防掛 大 目付의 적극적인 개국론

에 대한 영향으로 인선의 변화를 들었는데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위기감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어떤 인물들이 目付로 임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 老中 阿部正弘는 天保改革109)의 실패로 실추된 막부 권위의 회복과 재정

난ㆍ대외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幕閣 내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

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阿部正弘의 幕閣은 처음에는 海防 정책에 상

당히 보수적이었고 사실상 재정문제로 변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

였다.110) 

그러면서 阿部正弘는 유력한 다이묘들과 연합하고 새로이 능력 있는 인재를 

막부 役人으로 발탁하여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나갔다. 阿部正弘은 능력 있는 인

재라면 家格이 낮아도 막부 役人으로 등용했다. 이들은 주로 勘定方(간조카타)나 

目付로 등용되었다. 勘定方는 재정을 다루는 만큼 그 나름대로 筆算吟味라는 일

종의 등용시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111) 막말 이전부터 능력 있는 자가 勘定方로 

등용되었다. 

그런데 目付의 경우는 달랐다. 事諮問 에 의하면 目付 인선이 강화된 것

은 天保 경(1831~1845) 이후였다.112) 그 중에서도 특히 嘉永 6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상당수의 學問吟味 급제자들이 임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109) 天保 연간(1841~1843년)에 이루어진 老中 水野忠邦의 개혁으로 그 중 上知令(에도

ㆍ오사카 주변을 막부의 직할지로 편입하려는 시도)의 실패는 막부가 중앙집권적인 

절대권을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 (藤野保, ｢德川幕閣の系譜｣, 德川政權と幕閣 , 新

人物往來社, 1995, p.27.)
110) 守屋嘉實, ｢阿部政權論｣, 開國 , 有斐閣, 1985; 正戶千博, ｢幕末外交における諸問題

と海防掛｣, p.52.
111) 筆算吟味를 거쳐서 勘定所에 들어가 勘定奉行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川路聖謨였

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늘 학문을 연마하라고 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聖

謨는 10세에 막부 勘定所로 들어가 그 해 筆算吟味를 쳐서 다음 해인 文政 원년

(1818)에 支配勘定出役이 되었다. (川路寬  編述, 川路聖謨之生涯 , 吉川弘文館, 
1903, p.6)

112) 事諮問 ,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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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가 學問吟味라는 수단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한 것이었다. 學問吟味

는 昌平坂學問所113)에서 旗本ㆍ御家人 및 그 15세 이상 자제를 대상으로 실시했

던 학술시험이었다. 시험관은 林 大學頭, 學問所의 儒官이었고 감독관으로 目付 

2명이 임명되었다. 시험은 初場과 本試로 나뉘어져 初場에 합격한 자만이 本試를 

칠 수 있었다. 

寬政 4년(1792) 9월에 學問所에서 최초로 치러진 學問吟味는 중국 경전, 사서

를 朱子學的으로 해석하는 것을 물어보았다. 첫째 날에 學, 둘째 날에 四書, 셋

째 날에 五經, 넷째 날에 歷史, 다섯째 날에 論策을 보는 것으로 이후의 學問吟

味도 이와 대체로 동일하였다.114) 

원래 學問吟味는 막부 役人 선발시험의 성격은 띠지 않았다. 學問吟味는 湯島

(유시마)에 있는 林家 私塾을 막부직할의 學問所로 제도화하면서 생겨났다. 寬政 

異學의 禁에 따라 學問所가 주자학을 정통으로 삼은 것에 따라 學問吟味도 주자

학적 지식을 평가하였다. 당시에는 학문장려, 풍속교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

데 老中 阿部正弘는 이를 인재등용과 연결 지었다. 그는 學問所 순시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눈으로 확인하였고 포상도 내렸다.115) 그리고 그는 

페리 내항 전후로 그들을 目付로 발탁하였다. 그들이 앞서 서술한 永井尙志(嘉永 

원년 급제), 利熙(天保 14년 급제), 岩瀨忠震(같은 해 급제)였다.

嘉永 6년 이전에도 學問吟味 급제자가 目付로 발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享和 

2년(1802)에 遠山景晉(寬政 6년 급제)이 발탁된 이후로 51년 동안 筒井政憲(쓰쓰

이 마사노리, 享和 3년 급제), 井戶弘道(文政 6년 급제), 稻葉正申(文政 6년 급제), 

戶田氏榮(文政 11년 급제)만이 目付로 임용되었다.116) 

｢昌平學科名 ｣에 ‘目付’로 기재된 것을 참고하면, 嘉永 6년(1853) 5월 利熙

가 目付로 임용된 이후 15년 동안 25명( 利熙 포함)이 目付로 임용되었다.117) 다

113) 寬政 9년(1797) 12월에 林家의 私塾인 昌平黌(쇼헤이코)가 旗本ㆍ御家人이라는 幕

臣을 위한 막부의 교육기관인 昌平坂學問所로 바뀌었다. (眞壁仁, 德川後期の學問

と政治 , p.99.)
114) ｢試驗｣, 文部省 編, 日本敎育史資料  7, 文部省, 1903, p.119~120.
115) ｢御老若見廻ノ節講書姓名幷講章｣, 日本敎育史資料  7, pp.238~240; 飯田虎男, 岩

瀨忠震の年譜的硏究 , 一正 , 1990.
116) 막부 役人(目付ㆍ勘定奉行)의 임용관계와 學問吟味 급제자 확인은 柳營補任 과 ｢

昌平學科名 ｣(大久保利謙 編, 江戶 第2卷 幕政編 , 立体社, 1980.)에 의함. 
117) ｢昌平學科名 ｣ 주116)에 파악가능한 目付만 계산함. 여기서 水野忠德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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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에서는 41명이 學問吟味 급제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學問吟味에 급제하고 

役人으로 임용이 되는 사이에 성명이 바뀌어서 명단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41명의 學問吟味 급제자가 目付로 임용되었다고 한다면, 

目付 취임 총수 211명 중 약 19.4%가 學問吟味 급제자라는 계산이 가능하다.118)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目付로 再任ㆍ再再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수 177명이 

되어 이를 전체로 비율을 계산하면 약 23.2%가 된다. 따라서 目付 役人 중 學問

吟味 급제자가 대략 2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막말기

에는 10명의 目付 중 2명은 學問吟味 급제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勘定奉行에서의 學問吟味 급제자의 비율도 살펴보고 있

었다. 水野忠德가 임명된 이전119)에는 급제출신자가 단 1명, 그 이후 총 69명 중 

7명(10.1%)으로 상승했지만 급원의 주력은 여전히 學問吟味 급제자가 아닌, 勘定

所 휘하의 자가 勘定奉行으로 승진한다는 종래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지적하

였다.120) 그런데 69명 중에는 동일한 사람이 再任ㆍ再再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엄

하게 따지면 58명이고 그 중 7명이면 약 12%가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자였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이면

서 目付를 역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水野忠德는 西丸目付를 역임하여 學問吟味 

급제자로 目付를 역임한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西丸目付도 결국은 큰 

범주에서의 目付(本丸目付+西丸目付)이다. 그를 제외하고는 遠山景晉, 永井尙志, 

服部常純(嘉永 6년 급제), 塚原昌義(嘉永 6년 급제), 栗本鯤(天保 14년 급제), 出

秀実(安政 6년 급제), 木村喜毅(弘化 5년 급제)가 學問吟味 급제자로서 目付를 역

임하고 이후 勘定奉行가 되었다. 이를 통해 筆算吟味를 거쳐서 勘定所에 들어가

서 勘定奉行이 되는 종래의 방식과 함께 學問吟味 급제-目付-勘定奉行의 임명루

트가 확인된다.

다른 役職에서 學問吟味 급제자의 임용 건수를 살펴보면, 安政 5년(1858)에 설

치된 外國奉行의 경우에는 外國奉行의 총수 74명 중 18명(24.3%)이 學問吟味 급

제자였다. 이에 비해 그 후 설치된 군사부문의 경우 役高 천 석 이상의 지위에 

취임한 자는 총 423명이었는데 그 중 35명(8.2%)이 學問吟味 급제자였다. 陸軍三

않음.
118)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 pp.293~294.
119) 水野忠德은 安政 원년 12월에 勘定奉行으로 임명되었다. ( 柳營補任  2, pp.51~52.)
120)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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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의 差圖役頭取(役高 400석)에 이르러서는 총 100명 중 學問吟味 급제자는 1명

에 불과하였다.121)

이를 통해 學問吟味 급제자가 주로 目付이나 外國奉行 등 외교 업무를 맡았던 

役職에 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교 업무를 맡았던 役職에 學問吟味 급제자가 

발탁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 류큐와 聘禮 형태의 외교를 맺고 있었기에 유교적 

소양을 지닌 자가 조선, 류큐의 사절을 응대한 전례 때문이었다.122) 그런 맥락에

서 미국, 러시아 등의 나라와 협상할 때에도 儒 가 포함되었다.123) 그리고 이들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일본어, 상대국가의 언어, 한문으로 공식외교문서

를 작성하였다.124) 그래서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目付에 유교적 소양을 지닌 學

問吟味 급제자가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

嘉永 6년을 기점으로 학문음미 급제자가 目付를 중심으로 등용되는 것과 함께 

學問吟味 실시 간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페리 내항 이전에는 5년에 1번씩, 혹은 

10년이 넘어 1번 실시되던 學問吟味가 嘉永 6년 이후 3년에 1번씩 실시되었

다.125) 이를 통해서도 막부가 學問吟味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

121)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 pp.293~294.
122) 大日本維新史料稿本 (維新史料編纂事務局編, 東京大學史料編纂所所藏)에는 朝鮮信

使聘礼用掛에 대한 임명관계가 나와 있다. 대체적으로 老中, 寺社奉行, 大目付, 目

付, 儒役(儒 )이 임명됨을 알 수 있다. 老中과 寺社奉行은 다이묘급이고 大目付, 目

付, 儒 가 旗本ㆍ御家人급으로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123) 페리가 다시 내항했을 때 應接掛로 儒員 林 大學頭가 수장이 된 것은 예전부터 조

선ㆍ류큐의 통신사 접대를 儒 가 담당한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다. 이 인물의 학

식이 뛰어난 것 등의 이유는 아니었다. (渡邊修二郞, 阿部正弘事蹟  上, 
pp.203~204.)

124) 嘉永 6년 6월 15일 老中가 異國書翰和解用掛를 임명하였다. 異國書翰和解用掛를 

명받은 이는 林大學頭(健, 儒役), 筒政肥前守(西丸留守居), 林式部 輔, 佐藤捨藏, 古

賀謹一郞, 安積祐輔였다. 筒政肥前守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모두 儒 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儒 들은 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異國書翰을 和

解하는 등 대외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應接掛에

도 儒 가 참여하였다. (｢六月十五日老中申渡｣, 幕末外國關係文書  1, pp.397~398.) 
125) 學問吟味 실시 연도와 學問吟味 甲ㆍ乙 급제자 인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昌平學科名 ｣, pp.95~96.)
 ㆍ寬政 6(1794) : 19(갑 5명, 을 14명), 寬政 9(1797) : 23(갑 2, 을 21), 寬政 12(1800) : 

27(갑 2, 을 25), 享和 3(1803) : 29(갑 7, 을 22), 文化 3(1806) : 31(갑 6, 을 25) → 

3년에 1회
 ㆍ文政 원(1818) : 14(갑 3, 을 11), 文政 6(1823) : 19(갑 5, 을 14), 文政 11(1828)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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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은 安政 3년(1856) 8월경의 目付 達書에서도 잘 드러난다. 目付 達書

에서는 그해 치러질 學問吟味의 시험과목 중 하나인 時務策에 대한 자문을 요청

하면서 다음과 같은 時務策 내용을 제시하였다.126) 

夷人의 교역은 우리나라에 이익이 없다. 교역을 허용하면 국가가 피폐하

게 될 것이다. 허용하지 않으면 諸蕃[외국]이 一致하여 兵力으로써 우리의 

(교역의) 허락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니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利를 구하는 것은 상인의 소행이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다사다난(多事災

害)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는 士大夫는 점차 곤궁하게 되고 상인은 더

욱 그 이익을 얻어 결국 그 세력이 貴賤을 뒤바꾸는 일도 성행하게 될 것

이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學問吟味는 당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時務策으로 물어볼 정도로 현

실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安政 3년(1856)은 아직 미일통상조약이 체결되

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에 공공연히 찬성할 수 없었다. 또 외

국과 교역하더라도 상인이 이익을 얻고 士大夫가 곤궁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은 

(갑 4, 을 11), 天保 4(1833) : 8(갑 2, 을 6), 天保 9(1838) : 13(갑 4, 을 9), 天保 

14(1843) : 30(갑 5, 을 25), 弘化 5(1848) : 26(갑 4, 을 22) → 5년에 1회
 ㆍ嘉永 6(1853) : 38(갑 3, 을 35), 安政 3(1856) : 52(갑 4, 을 48), 安政 6(1859) : 48(갑 

4, 을 44), 文久 2(1862) : 52(갑 3, 을 49), 元治 2(1865) : 37(갑 3, 을 34) → 3년에 

1회

0

26.6667

53.3333

80

명

1794'971800'03 '06 '18 '23 '28 '33 '38 '43 '48 '53 '56 '59 '62 '65

실시 연도

學問吟味 급제자

126) ｢八月二十五日目付達 諸向へ 時務策試問の件｣, 幕末外國關係文書  14, 1922, 
pp.79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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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目付 役人이 學問吟味의 時務策을 통해 외국과의 교

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답안으로 괜찮으면 政務에도 채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學問吟味 급제자들이 대거 役人으로 등용된 데에는 무사사회임에도 

學問 연마를 강조한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다. 安政 원년(1854) 12월 

19일에 작성된 다음의 達書는 막부가 당시에 學問 연마를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學問에 힘쓰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다. 작년 이래 武

備의 일에 (쇼군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 一同에게 (武備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文學에 힘쓰는 것이 소홀해진 일인 것인가라고 (쇼군께서 말

씀하신 것을) 들었다. 文武는 치우쳐져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精忠報

國의 뜻을 세우는 것도 學問에 절차탁마하는 공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

므로 學問修業에 더욱 태만해서는 안 된다. <중략> 學問所에서 講釋 등이 

있을 때 諸番頭, 諸物頭, 諸役人들은 먼저 출석하고 組 휘하의 사람들을 데

려오도록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대로 휘하 사람들에게 통지할 것.127)

安政 원년은 페리가 재내항하여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한 해였다. 이때 쇼군은 

武備에만 신경을 써서 學問에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였다. 다시 말해 

이 시점에서 武備만이 아니라 學問 연마도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役人들이 學問所에 나아가 강독에 참여할 것을 막부 達書로 포고하였다. 즉 

열강이 통상조약을 요구하고 서양의 문물이 점점 들어오는 시점에서 문무를 충

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렇게 學問吟味 급제자가 目付를 중심으로 한 役職에 대거 진출하였기에 이

들이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弘化 3년

(1846)부터 慶應 원년(1865)까지 19년간에 昌平坂學問所에서 배운 書生 총수 505

명이 거친 儒官門(교수진)을 살펴보면, 古賀門(고가 문하, 古賀侗庵-古賀謹一郞) 

121명, 安積(艮齋)門(아사카 곤사이 문하)128) 109명, 林門(하야시 문하) 105명, 佐

127) ｢溫恭院殿御實紀｣, 經濟雜誌社 校, (續)德川實紀  3, 秀英 , 1906, pp.1254~1255.
128) 막말 주자학자로 昌平所 교수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에도에 私塾을 열어 岩崎弥太

郞(이와사키 야타로), 栗忠 (오구리 다다마사), 栗本鋤雲, 淸河八郞(기요카와 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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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一齋)門(사토 잇사이 문하) 65명, 中村(正直)門(나카무라 마사나오 문하)129) 56

명, 塩谷(宕陰)門(시오노야 도인) 2명이었다.130) 이렇게 古賀門이 제일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古賀는 儒 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대표적인 대외개방론

자였다. 따라서 學問吟味 급제자 또한 이런 古賀의 대외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런데 昌平坂學問所에서 막부 旗本ㆍ御家人만 공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學問所 유생의 출신도 幕臣, 하급 봉공인, 藩臣, 藩士, 서민에 이

르기까지 다양했고 출신지방도 北海道의 松前에서 九州의 薩摩藩(사쓰마 번)에 

걸쳐있었다고 한다. 각 지방 번 출신의 유생은 각자 자기 번으로 돌아가 학문 사

업에 종사하며 學問所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日本敎育史資料  등의 기록에 따

르면, 전국 130여 개의 번에서 536명에 달하는 學問所 출신 유생이 확인되며, 이

들은 당시 거의 모든 藩에서 운영한 藩校에서 교관을 맡거나 私塾을 열어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131)

이들은 讀과 輪講이라는 방법으로 주자학을 공부하였다. 우선 讀은 학력이 

비등한 수 명 남짓의 생도가 별실에 모여 미리 주어진 경전의 장구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문제를 논하는 집단 토론 방식이었다. 이때 교수가 참관해 비

판과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輪講은 학력별로 몇 명의 학생이 한 방에 모여 

발표자가 되거나 토론자가 되는 학습형태로 그 형태면에서는 讀과 큰 차이가 

없으나 내용이 좀 더 심화된 상태를 이르렀다.132) 이런 공부 방식은 서로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133) 이렇게 공부했던 

생도끼리는 서로 친 감을 느꼈다.

페리 내항 당시 浦賀奉行였던 戶田氏榮(文政 11년 급제)는 호불호가 분명했던 

로) 등이 배웠고 吉田松陰(요시다 쇼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29) 그는 儒學뿐만 아니라 蘭學, 영어도 배웠으며 이후 明治 6년(1874)에 福澤諭吉(후

쿠자와 유키치), 森有禮(모리 아리노리), 西周(니시 아마네), 加藤弘之(가토 히로유키) 
등과 함께 明六社를 창립하였다. 

130) 奈良勝司, 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 , p.68.
131) 余信鎬,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幕府설립의 官學, 昌平坂學問所를 중

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2009, pp.152~153.
132) 같은 글, p.147.
133) 前田勉, ｢近世日本の公共空間の成立-｢ 讀｣の場に着目して-｣, 愛知敎育大學硏究報

告  55,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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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었는데 浦賀奉行 후임으로 井戶弘道(文政 6년 급제)가 부임했을 때, 戶田

는 ‘예전의 知己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 없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

각하였다. 또한 戶田는 嘉永~安政 연간 대외문제를 둘러싸고 目付 쪽과 勘定方 

役人의 갈등이 한창일 때에 勘定方 쪽에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으로 昌平坂學問

所 출신의 中村爲彌(나카무라 다메히사)를 들었다.134) 

이렇게 學問所 출신 役人들은 그들 간의 친 감을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정치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런 네트워크는 중요한 정치 쟁점에서 그들의 정치

적 영향력을 높여주었다. 미일통상조약의 칙허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昌平坂學問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川路[勘定奉行 川露聖謨], 岩瀨[目付 岩瀨忠震]의 무리가 一橋卿[一橋慶喜]
에게 일을 아뢸 때에는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그 侍臣인 平岡圓四郞(히라오

카 엔시로)가 하였는데 그는 昌平校의 學友였다. 圓四郞는 天保 연간에 白

髮이 되었는데 勘定奉行의 요직으로 발탁되어서 理財의 능력뿐만 아니라 

詩人으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岡本(오카모토) 近江守 號化亭(고카데)의 자식

으로 平岡 씨의 양자가 되었다.(밑줄은 인용자)135) 

岩瀨를 비롯한 막부 役人들이 一橋慶喜에게 아뢸 일이 있으면 昌平坂學問所 

출신의 사람을 통해 연락했다. 岩瀨忠震은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으로 學問所 출

신자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을 통해 一橋慶喜에게 사안을 보고하

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目付 役人의 선출 방식을 통해 學問吟味 급제자인 目付 

役人은 目付 후임으로 후배 學問吟味 급제자를 선임할 수 있었다. 이런 선출 방

식으로 그들의 네트워크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安政 2년(1855) 9월 岩瀨忠震

는 木村喜毅(기무라 요시타케, 芥舟 가이슈, 嘉永 원년 급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岩瀨忠震가 西丸目付 후임으로 木村喜毅를 강력히 추천한 내용이 나타난다. 결국 

木村喜毅는 西丸目付로 발탁되었다.136) 木村喜毅는 西丸目付의 경력을 바탕으로 

134) 奈良勝司, 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 , p.67.
135) 田邊太一, 幕末外交談 , 富山房, 1898, p.76.
136) 岩瀨忠震書簡硏究 , 岩瀨忠震書簡注解 : 木村喜毅(芥舟)宛 , 岩瀨肥後守忠震顯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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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의 나이로 目付(安政 3년 2월)가 될 수 있었다. 또한 岩瀨忠震는 山口

直毅(야마구치 나오키, 嘉永 6년 급제)를 추천하여 山口直毅가 막부 役人으로 등

용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137) 岩瀨忠震는 安政 5년 이후 막부 役人에서 물러나

게 되어도 木村喜毅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서신교환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

였다.

게다가 目付를 역임하고 이후 箱館奉行이자 外國奉行이었던 利熙는 ‘學問所 

書生의 風’을 役所 내로 끌어들여 종래의 ‘규칙’에 구애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동료였던 竹內保德(다케우치 야스노리)와 津田正路(쓰다 마사미치)에게도 

영향을 미쳐, 일이 있을 때마다 ‘숨기는 것 없이 논의’하라고 하는 路洞開ㆍ創

意 重의 자세를 이어받았다.138) 이렇게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의 目付인 役人들

은 學問所 출신 役人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學問所 출신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도 ‘學問所의 風’에 따라 路洞開ㆍ創意 重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學問吟味 급제자이면서 目付 役人들은 그 나름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 1993, pp.20~21.
137) 奈良勝司, 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 , p.106.
138) 菊地久, ｢維新の變革と幕臣の系譜 : 改革派勢力を中心に 4｣, 北大法學論集 , 31호, 

1980, 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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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文久ㆍ慶應期 幕政改革과 目付

目付 役人들은 대내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여타 다이묘들과의 협조노선을 취했

다. 이런 협조노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는 文久期(1861~1863년)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협조노선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安政 5년(1858)의 쇼군 후계자 선정

과 관련된 것이었다. 

安政 3년(1856) 해리스가 일본을 방문하여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할 때 

쇼군 후계자 선정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정

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출현하여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쇼군 家定(이에사다)는 자식이 없어 다른 가문에서 쇼군 후계자를 데려와야 했

다. 쇼군 후계자는 쇼군 가에 자식이 없을 경우 御三家(고산케)ㆍ御三卿(고산쿄)

에서 선정되었는데, 유력후보의 한 사람은 一橋家 당주인 一橋慶喜(히토쓰바시 

요시노부, 당시 21세)로 그는 水戶(미토) 前 藩主 德川齊昭의 7남이었다. 일찍부

터 慶喜에 주목한 인물은 越前藩主(에치젠 번주) 松平慶永(마쓰다이라 요시나가)

였다. 

溫恭公[家定]께서는 凡庸 중에서도 極三等이시다. 이런 까닭으로 衆人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天下多事의 때를 맞이하여 쇼군의 凡庸으로는 천하를 유

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明 軍을 세울 것을 희망하였다. (사람들이) 
一橋慶喜의 衆才를 흠모하고 德望도 모두 그에게 속해있다. 나[慶永]와 伊達

宗城, 山內容  등도 衆人과 마찬가지로 그를 후계자로 할 것을 매우 희망

한다.139)

松平慶永는 그러기 위해서 宇和島藩主(우와지마 번주) 伊達宗城(다테 무네나

리), 土佐藩主 (도사 번주) 山內容 (야마우치 요도) 등 유력한 外樣大名(도자마 

다이묘)와 힘을 합쳤다. 이때 松平慶永를 막부 내에서 지지한 것이 目付를 중심

으로 한 役人들이었다. 다음 사료들에서 이에 찬동한 막부 役人을 파악할 수 있

다.

139) ｢逸事史補｣, 蘆田伊人, 糟谷季之助 編, 松平春嶽全集  1, 三秀 , 1939,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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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1858년) 5ㆍ6월경 慶喜公을 쇼군의 후계자로 세울 것을 꾀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만천하의 모두가 그러하였다. 水府[水戶]에서는 安島帶 , 茅根

伊豫介, 武田耕雲齋 등이 앞장섰고 幕吏는 土岐丹波守[大目付 土岐賴旨 도

키 요리무네], 永井玄蕃頭[勘定奉行 永井尙志], 岩瀨肥後守[目付 岩瀨忠震] 
등이다. 老中 田侯도 역시 우리들과 뜻을 같이 한다.140)

막부쪽(政府上)의 일은 岩瀨忠震ㆍ永井尙志ㆍ水野忠德(岩ㆍ永ㆍ翠竹邊)에
게 주선하고 大奧(內廷)는 사쓰마에서 조종하고 外藩은 高知[土佐藩]ㆍ宇和 

兩雄을 설득(說倒)하고 공[松平慶永]께서 도움을 주셔서 자주 재능이 부족하

고 둔한 자신[橋本左內]을 격려하십니다.141)

여기서 막부측 인물들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 目付를 역임한 이력을 가지

고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勘定奉行 川路聖謨, 目付 鵜殿長銳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들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그 상황에서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安政 5년 3~7월 당시 目付였던 인물은, 岩瀨忠震, 鈴木直列, 松平康正(마쓰다이

라 야스마사), 津田正路(쓰다 마사미치), 木村喜毅, 駒井朝溫(고마이 도모아쓰), 

野々山兼寬(노노야마 가네히로), 橋長賢, 松平正之(마쓰다이라 마사유키), 神保長

, 都筑峯暉(쓰즈키 미네테루), 黑川盛泰(구로가와 모리야스)였다.142) 目付 筆頭

는 岩瀨忠震였다. 그렇기 때문에 쇼군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目付 인명은 

보이지 않지만 쇼군 후계자가 결정되고 난 후 12명의 目付 중 8명이 安政 5~6년

에 전임 혹은 해임된 것을 보면 그들도 岩瀨忠震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했을 것

이라고 짐작된다. 이를 통해 볼 때 目付 役人의 상당수가 一橋慶喜를 지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岩瀨忠震는 “이때 동지 일동이 건의한 것은 우선 西城에 현명한 군주를 세우

고 그 다음에 宰輔를 두어 閣 의 위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진정(靜

謐)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政令이 모두 영명한 儲君, 현덕한 宰輔에서 나오

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행하지 못할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143) 즉 뜻을 

140) 앞의 글, p.284.
141) 橋本左內, ｢安政五年四月二十四日 先生より村田氏壽へ｣, 橋本景岳全集  下, 畝傍

書房, 1939, p.876.
142) 柳營補任  3,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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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는 막부 役人들과 상의한 내용으로 현명한 쇼군 후계자를 세우고 大 를 

내세워 老中 위에 두어서 그들(영명한 쇼군 후계자와 현덕한 大 )이 幕政을 이

끌어 가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대외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쇼군 후계자를 내세워 난국을 헤

쳐 나가려고 하는 ‘親藩ㆍ外樣雄藩과 막각 내의 신각료 개혁파’를 一橋派라고 하

였다.144) 

一橋派인 岩瀨忠震는 松平慶永의 측근인 橋本左內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一

橋慶喜를 쇼군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一橋慶喜가 쇼군 후계자

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음의 岩瀨忠震가 橋本左內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교토 쪽은 아무쪼록 상황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의 난관[조
약 칙허]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百事)이 잘못되게 되어 매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建의 一字[쇼군 후계자를 세우는 일]는 소위 百藥의 으뜸

(長)일지라도 이 일은 갑자기 빨리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심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디 계책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

니다.145)

당시 미일통상조약 체결이라는 외교문제와 함께 쇼군 후계자 문제가 거론되었

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老中 田正睦가 교토로 가서 천황에게 조약칙허를 

구하고 쇼군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바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토에서는 조약 칙

허와 쇼군 후계자 선정을 위해 막부를 비롯한 여러 번에서 보낸 使 들의 공작

(조정 公家들과 접촉하여 쇼군 후계자 선정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성)이 진행되

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岩瀨忠震는 교토에서의 橋本左內의 활동이 잘 마무리

되길 염원했다. 

상황이 一橋派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쇼군 후계자였던 紀

州藩主(기슈 번주) 德川慶福(도쿠가와 요시토미, 당시 12세)가 혈통적으로 쇼군 

가와 더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彦根藩으로 대표되는 문벌의 譜代大名, 쇼군 측근

143) 中根師質(雪江), 昨夢紀事  3, 日本史籍協 , 1927, pp.299~300.
144) 飯田虎男, ｢一橋派運動と岩瀬忠震｣, 政治經濟史學 , 368호, 1997, p.5.
145) ｢安政五年五月三日 岩瀨肥後守より先生へ｣, 橋本景岳全集  下, p.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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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幕臣, 그리고 大奧가 德川慶福를 지지했는데 이 세력이 막강하였다. 결국 彦

根藩主 井伊直弼가 大 로 취임하여 쇼군 후계자로 慶福가 선정되었다. 

井伊直弼는 쇼군의 후계자문제를 公論에 위임한 것, 종래 譜代大名가 도맡았던 

幕政에 外樣大名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 국정의 비 을 공개하고 處士橫議가 행

해지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러면서 쇼군 후계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쇼군 가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혈통이 멀더라도 영명한 인

물을 추대한다는 것은 중국풍(唐風)으로 일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146) 그래

서 安政 5년 쇼군 후계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였

다. 이것이 安政의 大獄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一橋派 막부 役人들이 幕政에서 물러나거나 한직으로 전임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海防掛가 폐지되고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外國奉行가 신설되었

다. 이는 외교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당시 상황의 요구에 응한 것임과 동시에 

海防掛 役人 중 상당수가 一橋派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147) 

이제까지 文久期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런 경험과 전사를 거쳐 文久期

에도 이런 협조 노선이 나타났다. 文久 2년(1862) 사쓰마 國父인 島津久光(시마즈 

히사미쓰)의 上洛(교토로 감)에 힘입어 松平慶永와 一橋慶喜가 幕政에 참여하게 

146) ｢井伊直弼書翰 (安政五年二月二十六日)｣, 幕末政治論集 , p.89.
147) 安政 5년 海防掛 인물들은 다음과 같았다. (後藤敦史, ｢海防掛の制度に關する基礎

的 察-｢乙骨耐軒文書｣の紹介を兼ねて｣에서 발췌), 굵은 글씨는 대표적인 一橋派였

다.
役職 성명 海防掛 취임기간 後職

勘定奉行

川路聖謨

土岐朝昌

永井尙志

1852.09.02~1858.05.06
1857.07.24~1858.07.08
1857.12.03~1858.07.08

西丸留守居 (한직)
駿府城代 

外國奉行

勘定吟味役 塚越元邦 1854.09.29~1858.07.08 勘定奉行格

大目付

土崎賴旨

井戶覺弘

池田賴方

山口直信

1855.08.09~1858.05.06
1856.11.18~1858.04.07
1857.12.28~1858.07.08
1858.06.25~1858.07.08

大番頭 (한직)
(死去)
町奉行

西丸留守居

目付

鵜殿長銳

一色直溫

岩瀨忠震

津田正路

駒井朝溫

野々山兼寬

1853.07~1858.05.20
1854.05.09~1858.02.15
1854.01.22~1858.07.08

1856.09~1858.07.08
1858.01.04~1858.07.08

1858.06~1858.07.08

駿府町奉行 (한직)
堺奉行

外國奉行 (곧 면직)
箱館奉行

大目付

( 職)
西丸留守居 筒井政憲 1852.09~1858.07.08 (死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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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원래 이들은 幕政이 참여해서는 안 되었기에 막부 내부에서 이들의 적극

적인 지지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松平慶永는 大久保忠寬 등과 연계하여 幕

政을 이끌어갔고 目付 役人이 이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 사료가 있다.

이때 천하의 大政은 春嶽侯, 大久保 越中守殿[大久保忠寬, 오쿠보 다다히

로] 이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大 目付는 태반이 

越中守殿의 친척으로 먼저 무엇인가 개혁할 사건이 있으면 전날 밤 春嶽侯

의 저택으로 越中守殿께서 찾아가셔서 밤늦게까지 상담하시고 다음날 출근

하셔서 評議의 자리에서 越中守殿께서 건의하셨다. 春嶽侯께서는 원래부터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결단을 내리셨고 大 目付는 越中守殿과 

친척이기 때문에 동의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천하의 大政이 대체적으로 결

정된다고 한다. 一橋侯께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대강을 말씀드리기만 해

서 一橋侯께서 몹시 불만을 품고 계신다고 한다. <중략> 越中守殿께서는 御

側 이후 크게 인망을 잃으셔서 막부 役人 일동이 불복했다고 한다. 春嶽侯

께서도 御側御用人衆의 기세에 휘둘리면 任職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하

셨다. (春嶽侯께서는) 越中侯殿과 깊이 약속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越中侯殿

께서 건의하시고 春嶽侯께서 찬성하시는 형태가 되었다.148)

당시 幕政은 松平慶永(春嶽侯)과 大久保忠寬와 大 目付가 좌우하고 있었다. 사

건이 있을 때마다 大久保忠寬가 松平慶永를 찾아가 둘이서 합의하여 다음날 결

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幕政을 운영했다. 大 目付는 大久保忠寬과 친족이여서 이

런 결정에 동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大久保忠寬는 文久 2년(1862) 5월 4일 大目付가 되고 外國奉行를 겸직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側衆(소바슈)으로서 御側御用取次(오소바고요토리쓰기, 享保改革 

시기에 신설된 가장 중요한 쇼군측근직)로 이동하였다. 그 후 11월 15일 講武所

奉行으로 이동하였는데 ‘御側 이후’는 文久 2년 7월 3일 御側御用取次가 된 이후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松平慶永는 文久 2년 7월 9일(1862년 8월 4

일)에 신설된 政事總裁職에 취임하였고 다음해에 上洛하였으나 3월 2일(1863년 4

월 19일)에 政事總裁職을 사임하였다.

148) 玉蟲左太夫(茂誼) 著 ; 謄田福太郞 校, 官武通紀  1,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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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시기 大 目付를 살펴보면149) 사료에 나온 ‘大 目付는 태반이 越中

守殿의 친척’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 大 目付 중 大久保忠恒, 大久保忠恕, 

大久保忠一, 이렇게 3명이 大久保氏이다.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大久保忠寬와 

어떠한 인척관계로 묶여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大 目付는 

年.月.日 文久 2

7.9 8 9 10 11 12

文久 3

1 2 3 4

大

目

付

伊澤政義

駒井朝溫 24일
岡部長常

淺野氏祐 26일 10일
松平正之 24일
竹本正雅 17일
酒井忠行 24일

目
付

松平正之 24일
神保長 11일
大井信道

淺野氏祐

京極高朗 23일
山口直毅* 12일
服部常純* 10일
大久保忠恒 18일
妻木賴功 卒

大久保忠一

藤澤次懷
윤8월
卒

出實*
[秀實] 7일

池田長發*
松平信敏 26일
長井昌 23일
杉浦勝靜 24일

八木多三郞 11일 20일
松平乘樸 11일
塚原昌*
[昌義] 11일 그믐

澤簡德 9일 그믐
利孟 6일

土屋正直* 6일
川村一匡 18일
新庄右近 20일

高力直三郞 25일
酒井忠恕 25일

149) 文久 2년 7월 9일~文久 3년 4월 이후 大 目付는 다음과 같다. 

(*는 學問吟味 급제자를 가리킴. 柳營補任  및 ｢昌平學科名 ｣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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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이 越中守殿의 친척’이라는 것은 표현상의 과장이고 3명의 大久保氏를 중심

으로 그들이 大久保忠寬와 松平慶永에 협조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 시기 

大 目付는 松平慶永와 협조하여 幕政을 이끌어 갔다.

한편 一橋慶喜는 松平慶永와 大 目付에게 소외되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보

고만 받는 정도였고 老中를비롯하여 三奉行 등의 重職도 幕政에서 소외된 것 같

다. 松平慶永가 茂昭(모치아키, 慶永의 아들) 앞으로 보낸 7월 25일자 서한에서는 

慶永가 老中 등의 重職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幕吏의 因循[인습에 빠져 고루함.]이다. 大 目付

ㆍ勘定奉行는 아직 괜찮지만 문제는 老中ㆍ若年寄이다. 세간에서 보면 老中

가 慶喜殿(요시노부 도노)와 나를 싫어하여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으나 차라리 그렇다면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당연

한 일이다. (그러나) 결코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얼빠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50) 

松平慶永는 老中ㆍ若年寄의 因循이 결코 一橋慶喜나 자신을 싫어해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서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막각 내부는 攘夷 실행을151)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閣 의 책임회피는 松平慶永의 무리한 攘夷에 

대한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당시 大 目付를 제외한 막부 役人들

은 松平慶永가 달갑지 않았다. 

한편 이 시기 大久保忠寬는 쇼군 가를 여타 다이묘와 마찬가지의 반열에 두고 

조정으로 정치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松平慶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정도로 大久保忠寬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150) 松平春嶽未公刊書簡集 , 伴 五十嗣郞 編, 思文閣出版, 1991. (高木不二, 橫井 楠

と松平春嶽 , 吉川弘文館, 2005, pp.88~89에서 재인용.)
151) 萬延 원년 3월부터 文久 2년(1862) 4월 久世-安藤 정권[老中 구세 히로치카(久世廣

周)ㆍ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에서는 公武合體로 대내적인 화합을 꾀하려고 했으며 

그 실현으로 皇妹 가즈노미야(和宮)과 쇼군 이에모치(家茂=慶福)의 혼인을 추진하였

다. 이 혼인의 조건으로 막부는 孝明天皇에게 7, 8년에서 10년 이내에 쇄국체제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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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總裁職을 수행할 때, 교토에서 번번이 (武家)傳奏[公卿이 임명되어 

武家의 요청을 조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로부터 서신이 왔다. 또 쇼군께

서 교토로 가시는 일도 있었다. 幕議가 어지러울 때 大久保 越中守(一翁)는 

大目付職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아가서 말하길, 도쿠가와 

가가 무너지는 일이 곧 있을 것이다. 쇼군께서 교토로 가시는 것이 마땅하

다. 그 때 막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천하의 정치를 조정에 반환하고 도쿠가

와 가는 제후의 반열에 서서 駿遠參[駿河, 遠州, 三河,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점]의 地를 영토로 삼고 居城을 駿府[駿河國의 國府가 있었던 도시]에 

두는 것이 당시의 상책이라고 간언하였다. 여러 役人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크게 웃으며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大久保 越中

守의 선견지명은 놀라고 감탄할 만한 일로서 결국 明治 원년(1868)에 이러

한 일이 일어났다. 大久保 씨의 탁월한 식견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재한

다.152)

大久保忠寬는 막부가 大政을 조정에 넘기고 쇼군 가는 大名의 반열에 서야 한

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구상을 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德川慶喜의 大政奉還과도 

연결된다. 이 구상에 松平慶永는 동의하였고 이렇게 서로 정치적 견해가 같았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협조 노선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大 目付들이 松平慶永와 大久保忠寬에 협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서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사료는 目付의 그런 정치적 자

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듣기로는, 어제 大 監察[監察=目付]의 회의가 있었는데 육로로 (쇼군의 

교토 행차를) 수행하면 올해 중으로 교토에 도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시

기에 쇼군께서 배를 타고 교토로 가시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쇼군을 호위할 

士가 충분하지 못하여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수행원의 도착을 기다려 (쇼군께서) 출범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러

한 주장이 매우 성행하였다. 閣 는 이것을 듣지 못했다. 
지금 諸家에서 쇼군께서 교토로 가시는 것을 바라는 자는 하루가 千秋같

은데 한편 (막부가) 인습에 구애되어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변란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막부가 諸家에 약속한 것도 있는데 지금에서야 (약속을) 

152) ｢逸事史補｣, 松平春嶽全集  1,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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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에도 성으로 출근해야 하는 監察 杉浦兵庫

[杉浦梅潭, 스기우라 바이탄]153), 岩田半太郞[岩田通德, 이와다 미치노리]154) 
등은 병을 칭하여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자(目付 役人)들도 모두 이 주장에 

동의하여 명을 따르지 않아 결국에는 閣 가 쇼군 행렬의 앞에 서는 종자

들(御先)에게 교토로 갈 것을 분부하였다. 
오호라, 천하의 일을 알만하다. 하극상의 勢이다. 俗吏가 雷同하여 總裁

[政事總裁職 松平慶永], 閣 의 명이라고 해도 행하지 않으니 한탄할 일이

다.155) 

사료의 필자인 勝海舟는 上京을 바라는 입장에서 막부가 빨리 上京의 조치를 

내리길 기대했지만 目付가 병을 칭해 政事總裁職인 松平慶永와 老中의 명을 따

르지 않으니 이를 두고 하극상의 무리라고 한탄하였다. 目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156) 이 시기에 

目付 役人이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단계에 이르

렀다.

이 시기에 上洛의 문제는 단순히 교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토에 가서 

攘夷를 약속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目付 役人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사료는 당시의 攘夷 주장을 老中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越前侯[마쓰다이라 요시나가], 閣  板倉侯[板倉勝靜, 이타쿠라 가쓰키요]
ㆍ水野侯[水野忠精, 미즈노 다다키요]는 각각 취하는 정책이 달랐다고 한다. 
진위는 어떠한지. 그 상세한 사항은, 越前侯는 교토 쪽 사람으로 오로지 攘

夷를 주장하고 板倉侯 등은 지금 攘夷 실행 건은 승산이 없고 또 軍器는 

물론이고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세 戎夷에게 유린당할 것이 틀림없다

153) 中 板倉勝靜가 目付로 발탁하여 文久 2년 8월~文久 3년 7월까지 활동했고, 元治 

원년(1864) 6월 다시 目付가 되었다. 文久 3년 1월 政事總裁職 松平慶永를 따라 교

토에 갔고 12월에는 14대 쇼군 德川家茂를 따라 다시 上洛하였다. ( 柳營補任  3, 
p.127.)

154) 目付로 文久 3년 8월~元治 원년 7월까지 활동했고 慶應 2년 2월~慶應 3년 5월까지 

目付로 再任되었다. ( 柳營補任  3, p.128, p.133.)
155) 勝安芬, 海舟全集  9, 海舟全集刊行 , 1927, p.51.
156) 田中彰, 明治維新政治史硏究 ,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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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등의 논쟁이 있다고 한다. 점차 이와 같은 상황이여서는 外患은 

차치하고 內亂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온통 그런 소문이 있다.157)

政事總裁職 松平慶永(越前侯)는 攘夷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老中 板倉勝

靜(板倉侯)는 攘夷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幕閣 수뇌부

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目付 役人 또한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 대외개방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目付 집단158)에게 攘夷

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松平慶永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등 目付가 독자적인 정치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다.

攘夷 실행과 관련하여 文久 2년 9월 三條實美(산조 사네토미), 姉 路公知(아네

가코지 긴토모) 이 두 명의 칙사가 에도로 와서 천황의 칙서를 전달했는데 그 칙

서 안에 일본이 초토화되어도 상관없다는 등의 말이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

았다. 水野忠德는 松平慶永가 總裁가 된 후, 外國奉行에서 갑자기 箱館奉行으로 

좌천되었다. 水野忠德는 이에 반발하여 은거를 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다음과 같

이 반발하였다.

막부는 우선 그 칙사를 붙잡아두고 閣 로 하여금 교토로 가게 하여 과

연 叡慮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혹시 叡慮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면 兩卿[칙사로 온 三條實美, 姉 路公知]은 矯詔의 대죄이니 마땅히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叡慮에서 나온 것이라면 막부

는 성심으로써 이를 간언하여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황께서) 들
어주시지 않으신다면 필경 나라를 보호하고 民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天職

이기 때문에 그 天職을 다하심에 있어 어떠한 (천황의) 분노ㆍ선호도 바로

잡아야 하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천황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국토를 焦土로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은 황공하옵게도 天職을 받

드시는 마음가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159)

157) 玉蟲左太夫(茂誼) 著 ; 謄田福太郞 校, 官武通紀  1, 國書刊行 , 1913, p.340. 
158) 文久期 目付는 外國掛라는 업무를 통해 여전히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目付 役人에 學問吟味 급제자도 있었다.
159) 田邊太一, 幕末外交談 ,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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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野忠德는 攘夷를 수행하면 전국이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비록 天皇

의 叡慮에서 나온 결정이라도 간언하여 막는 것이 막부가 해야 하는 소임이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위에서 내려진 叡慮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간언하여 막는 것이 옳다는 것, 天職이 나라를 지키

고 백성(民)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은 막부의 개명적

인 인사들도 하였는데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무단적인 대결로 나가갔다. 水野忠

德와 栗忠 (오구리 다다마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은 老中格(로주카쿠, 老中에 

준하는 자에게 부여된 役職) 笠原長行(오가사와라 나가미치)를 내세워 해로를 

통한 武裝上洛(文久 3년 정월~6월)을 계획하였는데 결국 실행하지 못하고 발각되

었다. 여기에 目付 京極高郞(교고쿠 다카아키라)ㆍ長井昌 (나가이 마사코토)도 

연좌되었고 관련 役人들이 파면되었다.160)

이렇게 文久期에는 目付 役人들은 松平慶永의 幕閣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攘夷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慶應改革 과정에서 目付 역할에 주목해보겠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시기 目付가 형해화되었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慶應 2년(1866) 德川 가독을 계승한 慶喜는 같은 해 12월 5일 쇼군 직에 취임

하게 되나 20일 후에 孝明天皇이 사망하고 明治天皇이 등극하게 되었다. 이로써 

慶喜는 조정에서 최대 지지자를 잃게 되었다. 막부에서도 慶喜를 적극적으로 지

지해주는 세력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慶喜는 쇼군직을 수행하는 내내 교토를 떠

나지 않았다. 결국 에도와 교토에 二元幕閣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慶喜는 慶應改革을 주도하여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慶應改革은 

막부에 유럽의 행정조직 요소를 끌어들여 막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체

제를 만들려고 했던 개혁이었다. 이런 유럽적인 요소는 프랑스 공사 로슈(Léon 

Roches)에게 힘입은 바가 컸다. 이미 막부 내부에는 ‘친프랑스파’가 형성되어 있

었는데 그 전형적인 인물은 당시 目付(元治 원년~慶應 원년, 1864~1865)였던 栗

本鯤(구리모토 곤, 鋤雲 조운)이었다. 그는 프랑스 공사관의 서기관인 메르메 드 

캬숑(Mermet de Cachon)과 친교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로슈와의 교

섭에서 중대한 임무를 맡아161) 요코스카 제철소 건설162) 및 군대 육성과 관련하

160) 菊地久, ｢維新の變革と幕臣の系譜 : 改革派勢力を中心に｣, 北大法學論集 , 北海道

大學法學部, 31-2호, 1980, p.569.
161) 이시이 다카시 저, 김영작 역, 메이지유신의 무대 뒤 , 일조각, 2008,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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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랑스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등163)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慶應 3년(1867) 2월 로슈와 慶喜는 오사카 성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로슈

는 慶喜에게 幕政改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하였다. 그는 사쓰마 번과 조

슈 번이 영국과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리고 막부의 정치상 지위를 일본 

안팎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諸藩의 세력을 줄여 중앙집권을 확

립하고 육해군의 확장에 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조직을 개혁하고 현재 녹봉을 쌀로 지급하는 것을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

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개혁의 경비를 충당할 것을 이야기했다. 또한 모든 다

이묘의 軍役을 면제하고 그 대신 돈(役金)으로 징수하게 하고 상인들에게는 商

稅, 寺社의 토지에는 地稅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무역기관으로 商社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광산을 개발하여 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164)

이러한 로슈의 조언을 바탕으로 慶應 2년 말부터 慶應 3년에 걸쳐 幕政改革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老中를 任 장관으로 하는 ‘五局

體制’로 재편한 것이었다. 원래 老中는 쇼군을 보필하여 大政을 집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 勝手掛(재정 담당), 外國掛, 海陸軍總裁 외에는 직무상 담

당 업무 없었고 老中들은 일체의 일을 모두 合議로 결정하였다. 勝手掛는 예전부

터 있었지만 外國掛는 安政 3년( 田正睦가 시초)부터 시작되었고 海陸軍總裁는 

文久 2년(1862)에 만들어져 慶應 원년(1865) 10월 이후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慶喜는 이 시기에 任 老中를 두고 사무를 분담하여 陸軍總裁, 

海軍總裁, 國內事務總裁, 計總裁, 外國事務總裁 이렇게 五局 任 老中를 두었

다. 원래 전국 시대 다이묘의 家 制度에서 발전한 도쿠가와 막부의 내각조직은 

이 시기 서양풍으로 개조되기에 이르렀다.165) 

둘째는 인사제도의 개혁에 의한 인재등용이었다. 종래 若年寄는 다이묘가 맡았

는데 慶應 3년 2월에 慶喜는 大目付 永井尙志를 若年寄格(12월 15일에는 若年寄

가 됨)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하고 4월에는 陸軍奉行並 淺野氏祐(아사노 우지스케), 

外國奉行 平山敬忠(히라야마 요시타다) 등을 若年寄並으로 등용했다.166) 嘉永 6년

162) 같은 책, pp.50~51.
163) 澁澤榮一, 德川慶喜公傳  3, 1918, p.455.
164) 本庄榮治郞, 幕末の新政策 , 有斐閣, 1940, pp.188~189.
165) 本庄榮治郞, 幕末の新政策 , p.197.
166) 澁澤榮一, 德川慶喜公傳  3,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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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家格이 낮은 인재가 그 家格을 넘은 役職으로 발탁되는 예가 있었으나 旗

本(하타모토)가 다이묘의 役職으로 등용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

재등용은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셋째 새로운 세금의 도입을 포함한 재정개혁은 논의에는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또 광산개발 등도 논의는 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다만 商社는 慶

應 3년 6월에 오사카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商社는 효고 開港 및 오사카 開 에 

따른 준비의 일환이었고 商社의 설립목적은 무역의 발전과 개항자금의 융통에 

있었다.167) 이러한 개혁은 明治 정부의 지향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을 막부 내부에서 지지한 사람은 老中 板倉勝靜ㆍ稻葉正邦(이나바 

마사쿠니)ㆍ 笠原長行, 大目付 永井尙志, 外國奉行 平山敬忠, 勘定奉行 栗忠

ㆍ栗本鯤과 慶喜의 宗家 상속에 따라 一橋付用人(一橋家의 가신)에서 目付로 등

용된 原 之進(하라 이치노신)ㆍ榎本道章(에노모토 미치아키, 亨造ㆍ亨三ㆍ亨藏 

교조)ㆍ梅澤孫太郞(우메자와 마고타로) 등이었다. 특히 原 之進과 梅澤孫太郞 두 

사람이 참여하여 세운 공은 아주 컸다.168) 더불어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老中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大 目付를 역임했거나 현임 目付였다.169) 이를 통해 目付

永井尙志(嘉永 6년~安政 4년 目付 역임), 淺野氏祐(萬延 원년~文久 2년 目付 역

임), 平山敬忠(慶應 원년~慶應 2년 目付 역임), 이렇게 세 명 모두 目付 역임자이다. 
167) 本庄榮治郞, 幕末の新政策 , p.198, pp.204~205.
168) 維新史  4, p.550.
169) 田中彰, 明治維新政治史硏究 , p.245. 아래 표는 같은 책에 기재되어 있음.

役職 氏名 經歷 (慶應 2년 9월 2일까지)

老中

板倉勝靜

稻葉正邦

笠原長行

奏 番ㆍ寺社奉行

京都所司代

奏 番ㆍ若年寄ㆍ老中格

大目付
永井尙志

(이후, 若年寄)
徒頭ㆍ目付ㆍ勘定奉行ㆍ外國奉行ㆍ軍艦奉行ㆍ京都町奉行ㆍ大目

付ㆍ寄合

外國

奉行

平山敬忠

(이후, 若年寄) 目付ㆍ外國奉行

勘定

奉行

栗忠

栗本 鯤

使番ㆍ目付ㆍ外國奉行ㆍ 姓組番頭ㆍ勘定奉行ㆍ町奉行ㆍ步兵奉

行ㆍ陸軍奉行並ㆍ寄合ㆍ軍艦奉行ㆍ海軍奉行並

目付ㆍ先手過人ㆍ軍艦奉行並ㆍ外國奉行

目付

原 之進

榎本亨造

梅澤孫太郞

一橋付用人雇

一橋付用人

一橋付用人雇

이들 중 永井尙志와 栗本 鯤(鋤雲)은 學問吟味 급제자이고, 原 之進(하라 이치

노신)은 水戶藩士로서 嘉永 6년 昌平板學問所에 입학했다. 栗忠 는 일찍이 安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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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임한 인재를 重職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이 시기 目付가 여전히 쇼군의 지

지 세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재등용책에서 慶喜는 먼저 大目付였던 永井尙志를 若年寄格으

로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을 보면 慶喜가 大目付였던 永井尙志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永井尙志는 쇼군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一橋

派여서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귀하여 重職을 역임하였고 松

平慶永 쪽에서도 그를 높게 평가한 것을 보면170) 상당히 신임이 높은 인물이라고 

하겠다.

또한 目付 役人들은 慶應改革 외에도 효고 개항과 관련하여 公家들을 설득하

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171) 특히 目付 原 之進은 막부의 機務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서 그 권세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에 뭇사람들의 질시를 사

서 결국 慶應 3년에 鈴木恒次郞(혹은 鈴木豊次郞) 등에게 암살당하게 되었다.172) 

이후 目付에는 서양 문물에 밝은 사람이나 서양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임용되

었는데 특히 藩士들 중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막부 直參(막부 직신)이 되어 目付

로 임용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加藤弘之(가토 히로유키)였다. 그는 

원래 出石藩(이즈시 번)의 藩士였는데 학문이 뛰어나서 幕臣으로 발탁되어 目付

가 되었다.173) 이외에 洋學  西周(니시 아마네, 西周助), 津田眞道(쓰다 마미치) 

등도 目付로 발탁되어 활약하였다.174) 이들은 大政奉還을 전후로 도쿠가와 가 중

심의 헌법안을 구상하였다. 

결국 막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체제의 구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役人

으로 目付가 활약하였다. 비록 막부가 해체되어 目付職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目付를 역임한 사람들은 明治期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

艮斎의 私塾인 見山楼에 입문하여 栗本鋤雲과 아는 사이가 되었다. 平山敬忠(히라야

마 요시타다)는 한때 徒目付로 利煕, 水野忠德 휘하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쇼군 

후계자 분쟁 때에는 一橋派에 찬동했다고 하여 安政의 大獄 때 면직되기도 했다. 
이렇게 目付 역임자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學問吟味에 급제를 했거나 學問吟味 급

제자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70) 田中彰, 明治維新政治史硏究 , p.246.
171) 澁澤榮一, 德川慶喜公傳  3, p.505.
172) 澁澤榮一, 德川慶喜公傳  3, pp.544~545.
173) 田畑忍, 加藤弘之 , 吉川弘文館, 1986.
174) 維新史  4, 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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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인물로 앞서 언급한 西周, 加藤弘之, 津田眞道와 함께 田邊太一(다나베 다

이치)를 들 수 있다.175) 이들을 통해 目付의 정치적 경향과 明治정부의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175) 西周, 加藤弘之는 明六社를 결성하였고 이후에도 사상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

다. 田邊太一는 明治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와쿠라 사절단에 참여하는 등 외교적인 

활동을 하였고 幕末外交談 을 저술하여 당시 막부의 상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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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막말 幕府目付는 막말기 정치 변동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이들의 정치적 성장을 언급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 이

후로 目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도 嘉永 6년 전후 海

防掛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서 文久期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慶應期에는 형해화된다고 지적하여 目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막말 目付의 정치적 동향을 嘉永 6년부터 文久ㆍ慶應期까지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目付의 정치적 활동은 目付 役職의 특성과도 

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海防掛를 계기로 보았

는데 사실 目付가 海防掛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目付 役職의 특성과 접하

게 관련이 있었다. 즉 目付는 이전부터 외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또한 감찰

을 비롯하여 의례, 쇼군 행차, 일본 전역의 포고령 시달, 각 국에 보고서 전달, 

에도 성 순시, 일본 전역 순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

문에 目付는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目付에 등용되는 役人 또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目付 役職 자체도 출세의 등용문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직 目

付가 후임 目付를 투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目付 役人

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嘉永 6년 페리 내항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海

防掛 大 目付는 1년 전의 국교거절의 태도에서 벗어나 대외개방적인 자세를 취

하게 되었다. 1년만의 극적인 태도변화는 海防掛 업무를 통해 열강과 실제적으로 

접촉하면서 일본의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는 데에 기인하며 또한 페리 내항

을 계기로 海防掛 인원이 교체된 것과도 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새롭게 선출된 

海防掛 인물들은 대외개방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井

戶弘道 文政 6년 급제, 岩瀨忠震 天保 14년 급제, 永井尙志 嘉永 원년 급제)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이들은 적극적인 개국론을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海防掛 大 目付 측은 적극적인 개국을 주장하였고 海防掛 勘定奉行 측은 소극

적인 개국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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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海防掛 大 目付는 

적극적인 개국론에서 무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일본이 전 세계를 무대로 진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海防掛 勘定奉行 측은 이에 반하여 3개의 항구를 열고 

나가사키를 제외한 개항장에서는 화친조약에 준하는 수준의 교역을 허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일본이 계속 쇄국을 했기 때문에 교역이 일

본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교역을 하더라도 기독교의 전

염을 막고 외국의 풍습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海防掛 내부

에서도 이렇게 주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老中 阿部正弘와 田正睦는 海防掛 大

目付들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岩瀨忠震를 비롯한 目付 役人들은 미일

수호통상 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서 서술한대로 嘉永 6년을 계기로 學問吟味 급제자들의 目付 진출이 두드러

졌다. 이는 외교 업무를 맡아야 하는 目付 役職의 중요성 때문에 유교적 교양을 

지니고 있던 인재들을 目付로 등용한 데서 비롯하였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대략 

20%여서 10명의 目付 중 2명이 學問吟味 급제자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學問吟

味 급제자 출신의 目付 役人들은 뛰어난 문장력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합

의를 통해 결정해야 했던 부분들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目付 役職의 특성인 후임 선정 방식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는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目付 役人들은 사안에 따라 여타 다이묘들과 협조 노선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安政 5년의 쇼군 후계자 선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때 越前藩

主 松平慶永에게 협조하였는데 이런 전사를 거쳐 目付 役人들은 文久期에서도 

政事總裁職이 된 松平慶永에게 협조하였다. 松平慶永도 막부 내에 자신에게 찬성

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目付들의 지지가 절실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目付가 松平慶永에게 전적으로 협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쇼군 上洛을 

둘러싸고 쇼군 扈從에 대해 目付 役人들은 독자적인 의견을 내세워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笠原長行의 武裝上洛에도 참여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目付 役人이 松平慶永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다를 때에는 독자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目付가 형해화되었다고 지적되는 慶應期에 막부는 幕政改革을 통해 막부를 정

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慶應改革을 추진하였던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大 目付를 역임했거나 현임 目付였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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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目付는 여전히 막부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쇼군 

慶喜는 자신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目付에 자신의 오랜 측근(一橋付用人)을 등

용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目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目付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는 明治期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도 하였다.

이렇게 目付는 막말에 目付 役職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하여 安政改革, 文久改革, 慶應改革 막말 막부 3대 개혁의 중요한 役人으로 활약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을 바탕으로 目付 役人의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대외침략이 아닌 평화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개국론을 지지하였다. 이는 

동시기 다른 사람들이 대외침략을 바탕에 둔 해외팽창 혹은 일본이 독립을 유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강과 친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의 기반에 古賀侗庵의 가르침이 있었다. 

둘째 사건에 따라 松平慶永를 비롯한 다이묘와 협조하였다. 安政 5년에는 강력

한 리더십을 지닌 쇼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文久 2년에는 幕政을 원만히 수

행하기 위해서 松平慶永에게 협조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막부를 우선시 

하고 막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한 방편이었기에 松平慶永와 이런 점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目付 役人들은 松平慶永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目付 役人은 어디까지나 막부의 役人으로 언제나 막부에 충성하였

다. 토막파 세력이 번에 대한 충성에서 이탈하여 일본 전국을 시야에 넣어 번을 

단순히 수단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데에 비해 目付 役人에게 막부는 언제나 충

성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慶應 4년(1868)에 目付가 된 加藤弘之도 막번체제의 충

실한 지지자로 大政奉還 이후 明治 시기로 접어드는 와중에도 그는 막부 위주의 

입장을 고수하였다.176) 

아쉽게도 개개 目付 役人들의 저작들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目付 役人을 더

욱 깊이 있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 부분은 이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176) 田畑忍, 加藤弘之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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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change at the Bakumatu Period 

and Bakuhu Metsukes's movement
― in connection with Bakumatu Bakuhu Metsukes's political 

character―

Hwang Su Kyou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writing with the purpose of focusing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Bakuhu Metsukes at the Bakumatu Period, and taking a close look at its political 

character. Bakumatu period was an important period because it gave rise to the Meiji 

Era. Therefore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examine the activies of Yakunin  at 

the Bakuatu Period. Among Yakunin, a Metsuke, also known as a "inspector" has 

the important aspects because it was not only the beginning stage of going up to the 

next, high level of success, but also a Metsuke had a considerable authority as it 

was the inspection agency; Among Yakunin, who was appointed as a Metsuke, took 

a pride in himself when being appointed. 

What catches our eyes is, there was a method of appointing the next Metsuke by 

the present Metsuke, via voting.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Yakunin, especially 

Metsukes might form their own network via this voting method. Especially, a 

Metsuke took charge of various tasks apart from inspection, such as the diplomacy. 

This increased the political impact of Metsuke at the Bakumatu Period. 

The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political rise of Metsukes; therefore this 

thesis was written to pay attention to the backgrounds of political rise, and the 

tendency of Metsukes' activities at the Bakumatu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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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opening Japan by Commodore Perry, when the external crisis rose, Metsukes 

took charge of the diplomacy and enhanced their political voice. Not only Metsukes 

took responsibility of diplomacy, but other Yakunin took responsibility of diplomacy 

together. Metsuke had the inner opinion that Japan must be opened more actively. 

with seeing eye to eye with Ometsukes, also known as inspectors general.

Their goal was to conclude treaties with Western strong countries, and via trade, 

to pursue becoming a rich country and having a strong army; on basis of this, it 

was their ultimate aim for Japan to go peacefully abroad itself also. The reason to 

claim these goals was because Metsukes dealt with foreigners directly, and could 

know the abilities of foreigners; also, among the newly-appointed Metsukes, there 

were passers of the exam, "Gakumonginmi," and these passers spread their impact.

At Shoheizakagakumonzyo, where Gakumonginmi was executed, there was a zusha 

who asserted the view of world related to this, and it seems Metsukes were 

influenced. In addition, the tendency of entering Metsuke by Gakumonginmi passers 

stood out on and after opening Japan by Commodore Perry. This stemmed from 

hiring personnels with Confucian knowledge as Metsukes because tasks of Metsuke 

had a substantial meaning, taking charge of diplomacy. As the overal ratio, the 

Gakumonginmi passers took twenty(20) percent,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wo 

out of ten Metsukes were Gakumonginmi passers. Gakumonginmi passers among 

Metsuke Yakunin could draw up the reports on the basis of excellent writing skills, 

and also speak up their opinions sufficiently at the parts which were needed to be 

decided via agreement. Also, these Gakumonginmi passers formed their own network, 

on the basis of the next Metsuke appointing method mentioned earlier,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Metsuke tasks.

These thoughts by Ometsukes and Metsukes were highly supported by the Rozu at 

that time. However there were internal opposition in Japan regarding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inally, 

Rozu took the full responsibility and resigned, and the voices of Metsukes who 

claimed the active opening of country, grew weaker. This phenomenon logically 

coincides with the appearance of Tairo Ii Naosuke.

However, when Bunkyu Period arrived, the Bakuhu embraced Matsuta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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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naga, and Hitotsubashi Yoshinobu. They originally were enable to participate in 

Bakuhu politics, but at this time, they took part in the Bakuhu politics and 

proceeded several reforms. This made the many pre-existing Bakuhu Yakunin 

displeased.

At this era, the political supporting group of these were Okubo Tadahiro, who 

held a considerablly high status after working as a Metsuke, and Ometsukes and 

Metsukes. At the year of 1858, the affair and confusion of appointing Shogun 

successor, Metsukes had a former history having cooperated with echizen daimyo, 

Matsutaira Yoshinaga. Of course the Metsukes at that time and the Metsukes at 

present are not the same people, but there was this pre-existing history, the 

cooperating line could be formed more easily.

However, Metsukes did not entirely agree with Matsutaira Yoshinaga's opinion. 

Metsukes made their own decisions and behaved depending on matters. Especially, 

surrounding the problem of the exclusion of foreigners from Japan, there was an 

acute conflict rose.

At the Keio Period, Bakuhu was to form the centralization country regime, on top 

of which Bakuhu sited. When we take a closer scrutiny at he career history of 

people who proceeded The Keio Reform, we can see that they were Ometsukes, 

former Metsukes. or present Metsukes. As we can see, Metsukes still worked as a 

important power group in the Bakuhu. Moreover, at that time shogun Yoshinobu, 

appointed his long-time staff as a Metsuke to win people to his side; through this, it 

seems Metsukes had a significantly important meaning. Though Bakuhu disappears in 

some time, among Metsukes, there were people who still influenced the society even 

at the Meiji Era.

As dissertated so far, Metsukes showed a political influence, on basis of the 

importance of Metsuke Yakunin at the Bakumatu period. and also worked as an 

important Yakunin in the Bakuhu three reforms, which are The Ansei Reform, The 

Bunkyu Reform and The Keio Reform at Bakumatu period. On basis of their 

political activities, we can sum up the tendency of Metsuke Yakunin as follows;

Firstly, they supported active opening of country, not with the prerequisite of 

external invasion, but with peace. This seems fairly unique, compared to Metsu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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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eople who claimed that they must expand to overseas on basis of 

external invasion, or they must make reluctant friendship with Western strong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Japan's independence.

Secondly, depending on matters, Metsukes cooperated with daimyos, including 

Matsutaira Yoshinaga. At the year of 1858, they judged that a shogun with strong 

leadership is needed; at the year of 1862, they cooperated with Matsutaira Yoshinaga 

to pursue the Bakuhu politics smoothly. However, this was only a method to put 

Bakuhu at first place and settle the authority of Bakuhu; therefore, when Metsukes 

showed a difference in opinion with Matsutaira Yoshinaga regarding this matter, 

Metsuke Yakunin denied obeying Matsutaira Yoshinaga's orders.

Lastly, Metsuke Yakunin always served Bakuhu and showed loyalty to Bakuhu, 

remaining as only Bakuhu's Yakunin. While Bakuhu suppressing group evaded from 

the loyalty to 'Han', a feudal domain, and seized the entire Japan at their visions, 

simply made 'Han' only as a mere means; but to Metsuke Yakunin, Bakuhu stayed 

always the subject to which they showed loyalty.

Key words: Bakumatu Period, Bakuhu Metsukes, Perry's visit, Gakumonginmi, 

active opening of country, cooperated with daimyos, The Kei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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