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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유교수차도(柳橋水車圖)>(코세츠미술관(香雪美術館) 소장품 외 다수)는 
6폭 1쌍의 병풍에 다리, 수차, 버드나무, 쟈카고(蛇籠) 등을 배치한 그림으
로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3-1615) 후기에서 에도시대(江戸時代, 
1615-1868) 초기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 그림은 중세 이래 우지(宇治)를 
그린 명소도(名所圖)의 도상적 전통 아래 있지만 의장성이 강조된 경물, 금
박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묘사된 점 등이 특징적이며 현재 20여 점 이상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세 작품에는 모모야마시대에 활동한 하세가와 토
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를 포함한 하세가와파 화가들의 인장이 찍혀 
있어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하세가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교수차도>의 도상적 공간인 우지가 헤이안시대(平安
時代, 794-1185) 이래 와카(和歌) 등의 고전 문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미술사적 연구는 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 그림이 모모
야마시대 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모모야마시대에 <유교수차도>가 어떻게 받아들
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인장이 남아있는 하세가
와파와 <유교수차도>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
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수차도>의 향유층을 쿄토의 마치슈(町
衆) 계층으로 상정하고 이 작품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 
1598)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하세가와파에 의해 그려졌음을 살펴보
고자 한다. 
  <유교수차도>의 제작은 토하쿠를 중심으로 한 하세가와파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세부 모티프 묘사에
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날 뿐 전체적인 구도, 도상, 표현 기법 등에서는 유
사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는 한 화파 내에서 정형화된 분
본(粉本)을 바탕으로 대량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다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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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유교수차도>의 도상이 1600년경 성립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쿄
토에서 유행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수차도>의 유행
이 끝난 시기에 대해서는 칸에이(寛永) 연간(1624-1645)의 어느 시점으로
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유교수차도>가 하세가와파의 주도로 제작
된 작품이었다면 화파의 쇠퇴와 <유교수차도>의 유행이 끝난 시기는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는 1600년경부터 제작되기 시
작하여 하세가와파가 쇠퇴한 1630년대까지 제한적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판
단된다. 
  <유교수차도>가 한정적인 기간 동안 그려진 것은 이 작품의 도상적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는 우지에 대한 인식이 모모야마 시기에 변화했다는 사실
과 관련이 있다. 헤이안시대 문학 작품에서 우지는 ‘아지로(網代)에 쌓인 홍
엽(紅葉)’이라는 모티프로 ‘깊은 가을의 정취’라는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곳
이었다.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136- 1573)에는 수차, 다리 등의 모티프가 이를 대신하여 ‘쓸쓸하고 무상
한 인생’이라는 우키요(憂世)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이러한 문학적 이미지와는 별개로 16세기 말 히데요시의 후시미성(伏
見城) 건설과 함께 이루어진 토목 공사는 우지 일대의 경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토목공사는 히데요시가 1590년에서 1591년에 걸쳐 실시한 일련의 
쿄토 개조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히데요시는 쿄토를 상공업 중
심의 근세적인 도시로 만들어 일본 전체의 물류(物流)를 통괄하고자 하였
다. 또한 히데요시는 후시미성을 이러한 물류를 총괄하는 중심 기지로 삼고
자 했다. 이전까지 문학 속에서 왕조(王朝)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키요
의 장소였던 우지는 이제 히데요시에 의해 근세적 국가 체제의 중심 기지
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모모야마시대의 감상자들이 <유교수차
도>의 도상적 공간인 우지를 통해 떠올린 것 역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머
무른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는 우
지가 히데요시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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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유교수차도>를 향유한 계층은 쿄토에 거주한 마치슈로 판단된
다. 마치슈는 쿄토의 마치(町)를 기본 단위로 성장하여 15·16세기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했던 쿄토의 시민 계급을 가리킨다. 이들
은 본래 마치에 거주한 상공업자 집단이었지만 카마쿠라시대, 무로마치시
대, 오닌·분메이의 난(應仁·文明の亂, 1467-1477) 등을 거치면서 성장하였
다. 결국 16세기에 이르러 마치는 생활 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마치
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마치슈로 지칭하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
하였다. 이들은 쿠게(公家) 귀족의 문화적 소양과 부유한 상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모모야마 문화 전반에 걸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당시 
상층 마치슈가 펴낸 노가쿠(能楽)의 요곡(謠曲)에는 <유교수차도> 이해의 
핵심이 되는 하시히메(橋姫) 전승(伝承)이 실려 있으며 마치슈들이 사용한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에는 <유교수차도>의 경물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는 당시 마치슈가 향유했던 대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
다. 또한 이 시기에 그려진 <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에는 상층 마치슈가 
앉아 있는 관객석을 장식하고 있는 <유교수차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쿄토의 마치슈가 <유교수차도>를 향유한 배경은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
기에 이들이 히데요시를 향수(鄕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쿄토의 마치슈는 
히데요시의 7주기를 위해 1604년 이루어진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豊国
大明神臨時祭禮)에 열광적으로 참여하여 히데요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
다. 토하쿠 역시 마치슈의 일원이자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은 화가로서 그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유교수차도>는 이러한 ‘공감(共感)’의 결
과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교수차도>의 주문자 중 한 사람으로 
쿄토의 상층 마치슈인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는 경제력 및 문화적 소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화종(法華
宗) 사원인 혼포지(本法寺)를 매개로 토하쿠와 예술적으로 교류했을 가능성
이 높다. 마치슈의 일원이었던 코에츠는 하시히메 전승에 대해 이해하고 있
었으며 그의 회화 작품에는 <유교수차도> 속의 경물이 유사한 방식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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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있다. 따라서 코에츠와 같은 상층 마치슈가 <유교수차도>를 주문했
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히데요시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쿄토의 마치슈에 의해 제작 및 향유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이제
까지 토하쿠의 작품 세계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마치슈를 향유
층으로 상정함으로써 하세가와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의 모습을 새로운 시
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인 의의를 찾고자 한
다. 

주요어: 유교수차도(柳橋水車圖),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 하세가와파(長谷川派),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마치슈(町衆), 우지(宇治), 호코쿠다이묘진임시제례(豊國大明神
臨時祭禮), 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

학번: 2014-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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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교수차도(柳橋水車圖)>는 6폭 1쌍의 병풍에 다리를 그리고 그 
주위에 금색의 수차(水車)와 버드나무, 쟈카고(蛇籠) 등을 배치한 그림
이다(도 1). 중세 이래 우지명소도(宇治名所圖)의 흐름을 이어 받았지
만 한 쌍의 병풍에 걸쳐 그려진 다리, 의장(意匠)성이 강하게 묘사된 
경물(景物)들, 금박(金箔)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게 묘사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유교수차도>는 1600년경 도상(圖像)이 형성된 작품으로 
현재 20여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세 작품에는 모모야마시
대((桃山時代, 1573-1615)에 활동한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를 포함한 하세가와파 화가의 인장이 찍혀 있어 <유교수
차도> 작품군은 하세가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교수차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째, <유교수차도>의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유교수차도>의 구도와 
도상은 우지명소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림 속 풍경은 우지
(宇治)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이래로 우지와 관련된 와카(和歌), 모노가
타리(物語) 문학이 <유교수차도> 속의 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이 다루어졌다.1) 나아가 우지와 관련된 하시히메(橋姫) 전승(傳承), 정
토종(淨土宗)적 세계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2) 그러

1) 고전 문학과 관련하여 <유교수차도>를 살펴본 연구로는 朝日美砂子,　
「柳橋水車図屏風の成立」, 『美学美術史研究論集』 3, 1983. pp. 35-77; 
玉蟲敏子, 「「柳橋水車図」と「宇治の川瀬の水車」 歌謠と風流との屏風絵の
交響」, 片野達郞編, 『日本文芸思潮論』, 桜楓社, 1991. pp. 859-880. 

2) 하시히메 전승과 관련한 연구로는 杉原篤子⦁杉原たく哉, 「柳橋水車図屏
風と橋姫伝承」, 『古美術』 104, 1992. pp. 61-79. 그리고 정토종적 세계
관과 관련한 연구로는 古田紹欽, 「柳橋図 その宇治橋図をめぐってその意
義を問う」, 『出光美術館報』 61, 1988. pp. 18-23. 한편 Bettina Klein은 
무로마치 시대에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금병풍의 화조도가 극락정토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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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들 연구는 <유교수차도>와 고전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정작 모모야마시대에 그려진 <유교수차도>가 당시 어떻
게 이해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유교수차도>의 양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그림이 모모야마
시대 회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이
다.3) 이들 연구에서는 모티프가 확대되어 그려지고 금박으로 화려하
게 장식된 점 등에서 <유교수차도>가 모모야마시대 회화의 주요한 특
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존 작품에 남아 있는 인장이 
모두 하세가와파의 것이라는 점에서 화풍 상 하세가와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야마네 유조(山根有三)는 케이
쵸(慶長) 연간(1596-1615)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낀 하세
가와파가 독창적인 상품으로 개발한 그림이 <유교수차도>라고 정의하
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왜 하세가와파가 아닌 다른 화파들은 
<유교수차도>를 그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하세가와파가 <유교수차도>를 그린 이유와도 밀접한 관
련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모야마 시기 <유교수차도>가 어떤 맥락에서 그려
졌으며 하세가와파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쿄토(京都)의 
마치슈(町衆) 계층을 그 향유층으로 상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

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음을 설명했다. Bettina Klein, and 
Carolyn Wheelwright, "Japanese Kinbyōbu: The Gold-Leafed 
Folding Screens of the Muromachi Period (1333-1573). Part I," 
Artibus Asiae, vol. 45 (1984), pp. 5-33. 

3) 양식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적 연구로는 藤懸静也, 「桃山屏風の一考察柳
橋水車圖屏風に就いて」, 『國華』 761, 國華社, 1955. pp. 231-237; 水尾
比呂志, 「宇治川圖屏風解說」, 『國華』 873, 國華社, 1965. pp. 23-31; 安
達啓子, 「二種の柳橋図屏風」, 『國華』 1135, 1990. pp. 7-26; 山根有三, 
「長谷川等秀・等學研究」, 『桃山絵画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98. pp. 
207-238; 黒田泰三, 「長谷川等伯の古典学習と展開」, 『出光美術館研究紀
要』 16, 2010. pp. 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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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도>의 도상적 공간이었던 우지 일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
吉, 1537-1598) 정권 하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지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는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와의 밀접한 유
대를 형성하며 쿄토의 시민층으로 성장한 마치슈 계층이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세가와 토하쿠 역시 그러한 마치슈 
계층의 일원이었으며 히데요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화가로서 정
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쿄토의 마치슈 계층이 히
데요시가 죽은 후 <유교수차도>를 통해 그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자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술사와 문학사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유교수차도> 연구의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II장에서는 <유교수차도> 작품군(作品群)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
하여 <유교수차도>가 하세가와파에 의해 케이쵸 연간을 중심으로 집
중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세부 모티프 묘사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 전체적인 구
도, 도상, 표현 기법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유교수차
도>는 한 화파 내에서 정형화된 분본(粉本)을 바탕으로 대량 제작되
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교수차도>의 
도상이 1600년경 성립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쿄토에서 유행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한편 <유교수차도>의 유행이 끝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칸에이기(寛永期, 1624-1645)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
되고 있다. 만약 <유교수차도>가 하세가와파의 주도하에 제작된 병풍 
그림이었다면 화파의 쇠퇴와 <유교수차도>의 유행이 끝난 시기는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세가와파가 쇠퇴해
가던 시기를 단서로 이 그림이 언제 제작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유교수차도> 병풍의 도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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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인식이 모모야마 시기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헤이안시대 문학작품에서 우지는 ‘아
지로(網代)에 쌓인 홍엽(紅葉)’이라는 모티프로 ‘깊은 가을의 정취’라
는 이미지를 환기하는 곳이었다.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136-1573)에는 수차, 다리 등
의 모티프가 이를 대신하여 ‘쓸쓸하고 무상한 인생’이라는 우키요(憂
世)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이미지와는 별개로 16세기 말 히데요시의 후시미성(伏見城) 건설과 
함께 이루어진 토목 공사는 우지 일대의 경관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토목공사는 히데요시가 1590년에서 1591년에 걸쳐 실시한 일
련의 쿄토 개조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히데요시는 쿄토
를 상공업 중심의 근세적인 도시로 만들어 일본 전체의 물류를 모으
고자 했으며 후시미성은 이것을 총괄하는 중심 기지였다. 이전까지 
문학 속에서 왕조(王朝)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키요의 장소였던 우
지는 이제 히데요시에 의해 근세적 국가 체제의 중심 기지로 그 의미
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감상자들이 <유교수차도>를 보며 떠올린 것도 
이전과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우지였을 것이다. 
  VI장에서는 모모야마시대에 <유교수차도>를 향유한 계층으로 쿄토
의 마치슈(町衆)를 상정하고 이들의 성장과 <유교수차도>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치슈는 쿄토의 마치(町)를 기본 단위로 성장하
여 15세기, 16세기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했던 
쿄토의 시민 계급을 가리킨다. 본래 마치는 카마쿠라시기부터 생겨난 
상업 지구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용어였고 이곳에 거주하는 상공업자
는 쵸닌(町人)이라 지칭되었다. 그러나 카마쿠라시대, 무로마치시대, 
오닌·분메이의 난(應仁·文明の亂, 1467-1477) 등을 거치면서 16세기 
쿄토는 마치를 기본 단위로 생활 조직이 꾸려졌으며 마치의 구성원들
은 스스로를 마치슈로 지칭하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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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쿠게(公家) 귀족의 문화적 소양과 부유한 상인들의 경제적 기
반을 바탕으로 다도(茶道), 회화, 공예, 복식, 공연예술 등 모모야마 
문화 전반에 걸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따라서 노가쿠(能楽)의 요곡
(謠曲),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 당시 풍속화 등을 통해 <유교수차도>
가 당시 마치슈가 향유했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쿄토의 마치슈가 <유교수차도>를 향유하게 된 배경으로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 이들이 히데요시를 향수(鄕愁)하고 있었음을 살
펴보고자 한다. 쿄토 마치슈는 히데요시의 7주기를 위해 1604년 이루
어진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豊國大明神臨時祭禮)에 열광적으로 참
여하여 히데요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토하쿠 역시 마치슈의 
일원이자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은 화가로서 그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
고 있었으며 <유교수차도>는 이러한 ‘공감(共感)’의 결과물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유교수차도>의 주문자 중 한 사람으로 혼아미 코
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를 상정해보고자 한다. 혼아미 코에츠는 
쿄토의 마치슈로서 경제력 및 문화적 소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
포지(本法寺)를 매개로 토하쿠와 연관된 인물이었다. 종교적으로 신실
했던 코에츠와 토하쿠는 법화종(法華宗) 사원과 관련 인물을 매개로 
교류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유교수차도>를 통해 마치슈를 대상으로 활동한 하세가
와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의 활동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송림도(松林圖)>를 그린 수묵화가 또는 치샤쿠인(智積院)의 
금벽장벽화(金碧障壁畵)를 그린 어용화가가 아닌 토하쿠의 새로운 모
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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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교수차도(柳橋水車圖)>의 제작 배경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무로마치시대에 우지를 배경으로 한 명소도
의 도상적 전통 아래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러나 6폭 1쌍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리를 그리고 버드나무, 수차, 쟈카고 등을 특정한 구도
와 형태로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유교수차도>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누가 창안하였고 어느 시기에 그
려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유교수차도> 연구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교수차도>의 작자 및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사 초기부터 논쟁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아
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현재 <유교
수차도> 연구에서 이 그림에 대한 모모야마시대의 인식 및 하세가와
파와의 관련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작자 및 제작 시기 문제
를 논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유교수차도> 
작품군의 작자 및 제작 시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보충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보고자 한다. 

1. <유교수차도>의 작자 
  <유교수차도> 연구의 초기에는 코세츠미술관(香雪美術館) 소장의 
작품(도 1, 이하 코세츠본)에 찍힌 ‘토하쿠(等伯)’ 인장의 신뢰성이 문
제시되었다. 츠치다 쿄손(土田杏村, 1891-1934)은 코세츠본에 그려진 
버드나무와 양식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이고지(醍醐寺) 산
보인(三宝院)의 버드나무 후스마에(襖繪)를 토하쿠의 작품으로 판단하
였다.4) 타나카 키사쿠(田中喜作, 1885-1945)는 코세츠본을 토하쿠의 
진작(眞作)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

4) 土田杏村, 「三寶院襖繪の筆者を論ず」, 『東洋美術特輯 醍醐寺の研究』, 
1930. pp.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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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였다.5) 이러한 논쟁은 당시 토하쿠가 <송림도(松林圖)>, <고목원
후도(枯木猿猴圖)> 등으로 대표되는 수묵화가로 보다 더 알려져 있었
기 때문에 생겨났다. 또한 공방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던 시기
에 코세츠본을 토하쿠의 작품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유교수차
도>의 작자도 토하쿠라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코노 모토아키(河野元昭, 1943- )가 <유교수차도> 작품군 전체를 토
하쿠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을 부정한 것은 1970년대까지도 코세츠본
이 토하쿠의 진작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6) 그 뒤 코세츠본에 찍힌 토하쿠의 인장은 그의 기준인
(基準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이 작품이 토하쿠의 진
작이라는 점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7)

  한편 <유교수차도> 작품군과 하세가와 토하쿠 사이의 관련성을 인
정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다. 후지카케 
시즈야(藤懸静也, 1881-1958)는 토하쿠와 <유교수차도> 사이에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토하쿠가 이 그림을 창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였다.8) 그러나 미즈오 히로시(水尾比
呂志, 1930- )는 설사 코세츠본의 인장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어떤 방
식으로든 하세가와파가 이 그림의 형성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
았다.9) <유교수차도>의 하세가와파 창안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학자

5) 田中喜作, 「妙蓮寺障壁畫に就いて」, 『美術研究』 8, 1932. p. 26. “そは
様式の上より到底等伯とは考え難いのみならず、明に寛永以降の畫蹟であ
る.” 밑줄은 필자.  

6) 河野元昭, 「三寶院の研究史」, 『障壁畫全集 醍醐寺三寶院』, 1972. 
7) 山根有三, 앞의 책, pp. 216-217. 
8) 藤懸静也, 앞의 논문, p. 237. “然らば柳橋圖屏風と長谷川等伯とは極めて

深い關係にあるものと思はれるのである。然らば柳橋圖を創意したのは、
等伯その人か否かといふに至っては、更に慎重にその作を検討し考究しな
ければならない.” 밑줄은 필자. 

9) 水尾比呂志, 앞의 논문, p. 31. “それらの印が不確實なものであったとし
ても、長谷川派が、この畫題圖の形成に何らかの關係があったのではない
か、といふことは考えられてよい”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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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이 츠기요시(土居次義, 1906-1991)이다.10) 그는 토하쿠 특유의 
대담한 구도가 <유교수차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 <유교수차
도> 창안에는 토하쿠가 틀림없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1) 그
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야마네 유조(山根有三, 1919-2001)는 토하쿠 외에 하세가와파 화가
들의 화풍 전개 양상을 통해 <유교수차도> 창안의 지분(持分)을 규명
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벽화와 같은 큰 규모의 작업을 다수 담당했던 
하세가와파는 토하쿠를 중심으로 주요 제자들의 협력 아래 운영(運營)
되었다. 그 가운데 토슈(等秀)는 토하쿠의 가장 오래된 제자로 한화
(漢畵) 계열 수묵장벽화 작업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 한편 토가쿠
(等学)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들로 미루어 볼 때 화려한 야마토에
(大和絵) 계열 금벽장벽화에 보다 뛰어난 기량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
된다.12) 1598년 후원자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토하쿠는 화파의 새
로운 길을 수묵화 경향의 그림 속에서 모색하였다.13) 토슈는 화파의 
새로운 방향을 충실히 따랐지만 토가쿠는 이에 대해 불만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화려한 야마토에 계열 채색화에서 하세가와파의 돌파구를 

10) 도이 츠기요시는 20세기 중반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에 대한 연구의 초
석을 다진 학자로 오늘날 정설로 인정받는 <노부하루・토하쿠 동일인설
(信春・等伯同一人說)>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1) 土居次義, 『長谷川等伯』, 講談社, 1977. “一體この種の柳橋水車圖は、
宗也の父等伯の創案に成るものと私は考えている。あの大膽奇拔な構成
は、奇才等伯にして可能なものといい得るし、圖中の柳の構圖にも彼らし
い作風か認められる.” 밑줄은 필자. 

12) 토슈는 토하쿠의 첫째 사위, 토가쿠는 둘째 사위로 모두 일찍부터 토하
쿠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다. 토슈와 토가쿠에 대해서는 山根有三, 앞의 
책, pp. 207-238. 

13) 토하쿠는 1599년에 묘신지(妙心寺) 린카인(隣華院)의 산수화 후스마에, 
1601년 다이토쿠지(大徳寺) 신주안(真珠庵)의 <상산사호도(商山四皓圖)> 
후스마에, 1602년 난젠지(南禅寺) 텐주안(天授庵)의 <선종조사도(禅宗祖師
圖)> 후스마에, 1603-4년 젠린지(禅林寺)의 <파도도(波濤圖)> 등을 그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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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따라서 야마네 유조는 <유교수차도>에서 보이는 6폭 1쌍에 
걸친 대담한 구도와 다리에 금박을 쌓아 올리는 새로운 기법을 실시
한 것이 야마토에에 관심을 보인 토가쿠임을 주장했다. 또한 토슈는 
전체적인 구도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부피감이 큰 버드나무를 그렸
고, 토하쿠는 새롭게 창안된 <유교수차도>의 모범적인 작품으로서 코
세츠본을 남겼다. 즉 토가쿠가 토슈의 도움을 받아 <유교수차도>를 
창안하였으며 토하쿠는 화파의 수장(首長)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원형
(原型)이 되는 코세츠본을 남겼다는 것이다.14) 야마네 유조의 주장은 
토하쿠, 토슈, 토가쿠 작품의 양식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
에 설득력을 가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증거는 부족하다. 무
엇보다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화파 내에서 특정한 형식의 그림
이 창안되었을 때 그 기여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를 토가쿠의 창안 작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그림이 하세가와파 내부의 핵심 화가들에 의
해 창안되었다는 사실이다.
  도이 츠기요시가 주장하고 야마네 유조가 구체화한 <유교수차도>의 
하세가와파 창안설은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5)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하세가와파에 의해 주
도적으로 그려진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별 그림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
에 하세가와파가 아닌 다른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하나의 정형화된 모본(模本)

14) 야마네 유조는 <유교수차도> 작품군 중 쿄토국립박물관 소장본을 토슈, 
토쿄국립박물관 소장본을 토가쿠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山根有三, 앞의 
책, p. 219. 

15) 대표적으로 하세가와 토하쿠 사후 400주년을 기념한 전시의 도록에는 
<유교수차도>는 하세가와파가 창안하였다고 쓰여 있다. 東京国立博物
館・京都国立博物館・毎日新聞社編集, 『長谷川等伯 : 没後400年』, 毎日
新聞社, 2010.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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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 그림이 하세
가와파에 의해 창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도하에 그려졌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아사히 미사코(朝日美砂子)는 양식 분석을 바탕으로 <유교수차도> 
작품군에 대해 처음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한 연구자이다.16) 그는 우척
(右隻)에 쟈카고가 두 개 그려진 작품을 제1정형(定型), 세 개 그려진 
작품을 제2정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의장성(意匠性)이 높은 제1정
형이 제2정형에 비해 먼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17) 그러
나 아사히 미사코는 두 정형 모두 다수의 작례(作例)가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거나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유교수
차도> 작품군 내에 양식적인 정형성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데에 그쳤
다. 요네미츠 이즈미(米満泉)는 이러한 정형적 작품들의 모티프를 자
세히 분석하여 <유교수차도> 작품군 중 정형에 해당하는 특정 작품을 
밝히고자 하였다.18) 그는 우선 쟈카고의 수 외에도 버드나무의 가지 
모양, 다리의 묘사에 사용된 금박을 쌓아 올리는 기법, 금색 가루로 
표현한 구름의 유무(有無)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교수차도> 작품
군을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19) 그리고 토하쿠의 인장이 있는 코세츠

16) 朝日美砂子, 「柳橋水車図屏風の成立」, 『美学美術史研究論集』 3, 1985. 
pp. 35-77.   

17) 아사히 미사코는 제 1정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토하쿠’ 인장이 있는 
코세츠미술관 소장본 외에 토쿄국립박물관 소장본, 넬슨-앳킨슨미술관 소
장본 등을 들었다. 제 2정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토고(等後)’ 인장이 있
는 군마현립근대미술관 소장본과 ‘소야(宗也)’ 인장이 있는 이치다 가문 
소장본이 있다. 제 1정형의 경우 크기가 다른 쟈카고를 두 개 배치하고 
있어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제 2정형은 동일한 크기의 쟈카고 두 
개와 그보다 작은 크기의 쟈카고 하나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 화면의 깊
이감은 강조되었지만 장식성은 한층 약화되었다. 아사히 미사코, 위의 논
문, pp. 36-37. 

18) 米満泉, 「柳橋水車図屏風の典型と主題」, 『デ・アルテ』 17, 西日本文化
協会, 2001. pp. 45-62. 

19) 그러나 이 분류는 양식적 차이에 근거한 형식적 분류였고 네 유형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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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토고(等後)’ 인장이 있는 군마현립미술관본(도 2, 이하 군마본)
을 양식적으로 비교하여 형식화되고 과잉적인 표현을 보이는 군마본
을 후발(後發)적인 작품으로 보았다. 따라서 요네미츠 이즈미는 두 작
품의 제작 연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코세츠본이 보다 정형적인 작
품이라고 규정하였다.20) 
  아사히 미사코와 요네미츠 이즈미의 연구는 작품의 세부적이고 미
세한 차이를 기준으로 <유교수차도> 작품군을 분류하였다. 환언(換言)
하자면 현재 남아 있는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전체적인 구도와 기
법, 모티프의 묘사 등에서는 매우 유사함을 의미한다. 동일한 주제의 
작품군 속에서 보이는 이러한 유사성은 <유교수차도>가 단일 화파 내
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슷
한 시기 하세가와파와 카노파의 작례가 모두 남아 있는 <파도도(波濤
圖)>의 경우에는 표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파도는 옛부터 야
마토에 및 한화에서 전통적으로 그려지던 주제였다.21) 그러나 토하쿠
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부분을 확대해 화면 속에 대담하게 배치
함으로써 이 주제를 새로운 형식으로 도상화하였다. 이것이 현재 젠
린지(禅林寺)에 소장된 <파도도>이다(도 3).22) <파도도>는 <유교수차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 요네미츠 이즈미는 코세츠본과 군마본의 차이점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크기가 비슷한 군마본의 쟈카고 및 수차는 모티프의 나열에 불과한 
느낌이 든다. 둘째, 코세츠본에 나타나는 버드나무 가지의 표현은 U자 형
인 것에 비해 군마본을 비롯한 다른 그림들은 V자 형인데, 기하학적인 구
성을 강하게 보이는 V자 형이 U자 형보다 시기적으로 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셋째, 코세츠 본에는 다리의 표현에서 금박을 쌓아올리는 기법을 
사용했지만 군마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군마본에서는 금색 가루
만으로 표현된 구름을 배치했지만 코세츠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米満泉, 
앞의 논문, pp. 50-55. 

21) 宗像晋作, 「狩野常信筆「波濤図屛風」: 探幽, 長谷川派との関連をめぐっ
て」, 『出光美術館研究紀要』 17, 出光美術館, 2011. p. 39. 

22) Carolyn Wheelwright는 토하쿠의 <파도도>가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 
전통과 야마토에 전통을 절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Caro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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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마찬가지로 1600년을 전후로 유행하였으며23) 하세가와파의 작
품으로는 이데미츠미술관 소장본(도 4), 개인소장의 Y본(도 5), K본
(도 6) 등이 현재까지 전해진다.24) 하세가와파의 <파도도>는 전체적인 
구도와 기법, 모티프의 묘사에 있어 유사하고 <유교수차도>와 같이 
미세한 표현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25) 그러나  <파도도>가 
<유교수차도>와 다른 점은 한 세대 뒤인 카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와 카노 츠네노부(狩野常信, 1636-1713)가 이와 매우 유
사한 형식의 그림을 남겼다는 것이다. 탄유와 츠네노부의 <파도도>는 
바위를 중심으로 파도의 격렬한 흐름을 확대하여 한 쌍의 병풍에 배
치했다는 점에서 토하쿠가 창안한 <파도도>의 계보에 위치시킬 수 있
다(도 7, 8, 9).26) 그러나 하세가와파의 <파도도>에는 토하쿠의 수묵
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직선적인 부벽준을 강조한 바위가 그려진 반
면 카노파의 <파도도>에는 짧은 필선의 준법으로 표현된 바위가 그려
졌다. 또한 카노파의 파도는 바위에 부딪치는 포말(泡沫)을 강조해 거
칠게 표현된 것에 비해 하세가와파의 파도는 너울의 길이가 길게 표

Wheelwright, "Tōhaku's Black and Gold," Ars Orientalis, vol. 16 
(1986), pp. 4-12.

23) <파도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하여 이뤄진 임시제례를 
그린 <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 속에서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사용하
는 병풍으로 <유교수차도>와 함께 등장한다. 

24) 이데미츠미술관 소장본 <파도도>와 젠린지 소장본의 비교를 통한 토하
쿠 작품군의 재평가는 다음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脇坂淳, 「新発見「等伯」の価値(真贋-144-)」, 『芸術新潮』 26, 1975. pp. 
162-167. 

25) 야마네 유조는 이데미츠미술관 소장본을 토하쿠의 손자인 토오쿠의 작
품, Y본을 토가쿠의 작품, K본을 토슈의 작품으로 상정하였다. 山根有三, 
「出光美術館蔵 波濤図屛風について」, 『桃山絵画研究』, 中央公論美術出
版, 1998. pp. 265-277. 

26) 카노파는 에이토쿠 사후 카노 미츠노부(狩野光信, 1565-1608)가 화파를 
이끌던 시기 하세가와 파와 일정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黒田泰三, 「色彩画家としての長谷川等伯」, 『出光美術館
研究紀要』 10, 2004. pp. 93-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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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파도의 흐름을 부각하였다. 특히 하세가와파의 <파도도>에서 
나타나는 물결의 표현은 <유교수차도>에서 보이는 강의 표현처럼 필
선을 촘촘하게 묘사하고 있어 하세가와파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파도도>의 사례는 동일한 주제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화파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며 작품 속에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는 화파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보이는 미
세한 표현의 차이는 단일 화파 내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분본(粉本)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네미츠 이즈미가 정형적인 
작품으로 규정한 코세츠본은 그러한 분본에 가장 가까운 작품일 것이
다. 분본은 화파 내에서만 유통되었으며 이는 <유교수차도>가 화파의 
‘주력 상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야마네 유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 하다.27) 결론적으로 <유교수차도>는 하세가와파에서 창안하였으
며 토하쿠는 이 작품의 분본과 여기에 가까운 코세츠본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그림이 유행하게 되자 하세가와파의 화가들은 독점
적으로 다수의 <유교수차도>를 그려내었다. 오늘날 <유교수차도>에 
남아있는 하세가와파의 인장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모야마 시기에는 고전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도와 
기법으로 재창조해낸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特許權)을 
인정받는 풍조가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도도>의 경
우 하세가와파의 그림이 그려진 동시대에 제작된 카노파의 작례는 찾
을 수 없으며 약 한 세대가 지나서야 탄유의 작품이 등장하였다. <유
교수차도>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화파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
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노 나이젠(狩野内膳, 
1570-1616)은 <고죠바시 우시와카마루 벤케이도(五条橋牛若丸弁慶

27) 山根有三, 앞의 책,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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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에서 유교수차도와 유사한 구도를 사용하고 있다(도10).28) 이 그
림은 큰 다리가 한 쌍의 병풍에 걸쳐 그려져 있고 우척에는 버드나무
와 쟈카고 등 유교수차도의 주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벤
케이와 우시와카마루의 모습을 제외한다면 유교수차도의 도상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유교수차도>는 
하세가와파에 의해 독점적으로 그려졌지만 다른 주제의 맥락에서 그 
구도와 모티프를 차용하는 것은 허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유교수차도>의 제작 시기 
  앞서 살펴보았듯 <유교수차도> 작품군의 양식적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이 그림이 단일 화파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유사한 양식적 표현은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도상의 
확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의
미하기도 한다. 즉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특정 시기의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수차도>의 제작 
시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그림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타나카 키사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수차도>를 모모야마 시
기의 그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29) 그러나 모모야마시
대 회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오늘날에는 이 그림을 모모야마시대 
및 에도시대 초기의 그림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유교수차도> 성
립 연대를 추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토하쿠의 인장이 있는 
코세츠본과 토고의 인장이 있는 군마본이다. 토하쿠는 1610년, 토고
는 1611년 사망했기 때문에 <유교수차도>의 성립 연대는 1610년을 

28) 이 그림은 12세기의 무장 미나모토 요시츠네(源義経)가 부하가 될 무사
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29) 田中喜作, 앞의 논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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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으로 둘 수 있다. 한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하여 
1604년에 시행된 임시제례를 그린<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도 11)
에는 교토 마치슈들의 관객석을 장식하는 병풍으로 <유교수차도>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1604년에 이미 쿄토에서 <유교수차도>가 유행하
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도상이 확립된 것은 그보다 조
금 이른 시기일 것이다.30) 이처럼 <유교수차도>가 1600년경 창안되
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언제까지 그려졌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적으며 이에 대한 합의점 역시 도출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결
과 현재 연구자들은 하세가와파가 쇠퇴한 칸에이 연간(1624-1645)에
는 <유교수차도>가 더 이상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만 추정하고 있
다.31) 그러나 햇수로 20여 년에 해당하는 칸에이 연간은 한 작품의 
쇠퇴 연대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다. 그로 인해 <유교수차
도>가 언제까지 그려졌는가를 구체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작품군
의 제작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도 간과되었다. 따라서 <유교수차
도>의 유행이 끝난 시점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필요하
다. 만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하세가와파에 
의해 독점적으로 그려졌다면 하세가와파가 쇠퇴한 시기를 통해 <유교
수차도>가 언제까지 그려졌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마네 유조(山根有三, 1919-2001)는 토하쿠의 그림 중 ‘自雪舟五
代長谷川法眼等伯筆’의 서명이 있는 일련의 수묵화에 대해 토하쿠의 
진작이 아닌 토하쿠의 손자 토오쿠(等憶)가 그리고 토하쿠의 서명을 

30) 山根有三, 앞의 책, p. 217. 
31) “正確はないが, 寛永前後には定型的図様が変質し, 類型的図様へ移行し

たのではなかろうか.“ 朝日美砂子, 앞의 논문,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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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이라는 ‘법안부정설(法眼否定說)’을 펼친 바 있다.3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그림들이 당시 하세가와파를 이끌던 손자 토오쿠가 
화파의 곤궁을 타개하고 재흥을 꾀하기 위해 칸에이 10년(1633년)경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이전의 토
하쿠가 그린 수묵장벽화와 비교했을 때 질적인 차이가 뚜렷이 보인
다. 기존의 연구는 이들 작품에 대해 토하쿠 말년의 화력(畵力)이 후
퇴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 그림들이 토
하쿠의 손자 토오쿠의 작품이라는 야마네 유조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칸에이 10년이라는 시점에 하세가와파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음을 의
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세가와파의 창시자인 토하쿠는 1610년 
사망하였으며 토고는 1611년, 토오쿠의 아버지인 토슈는 1613년, 양
아버지인 토가쿠는 1623년 사망하였다. 다시 말해 하세가와파의 전성
기를 이끌었던 화가들이 차례로 사망하면서 화파의 역량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손실은 이 시기 하세가와파가 주력
하고 있던 <유교수차도>와 같은 야마토에 계열 병풍화를 더 이상 활
발하게 그려내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파의 사정(事
情)은 야마토에 계열 작품에 대한 수요를 줄여 화파의 쇠퇴를 더욱 
촉진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마네 유조의 주장대로 1633년이라는 
시점에서 화파의 재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기존 연구에서 <유교수차도>의 유행이 끝난 시기로 설정한 ‘칸

32) 야마네 유조는 50년대에 ‘법안 서명’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90년대 일련의 논고를 통해 ‘법안부정설’을 발전시켰다. 山根有三, 「等伯
研究序説」, 『美術史』 1, 1950; 「等伯筆 竹虎図屏風をめぐってー法眼等伯
落款論一」, 『出光美術館館報』 96, 1996; 「出光美術館蔵 波濤図屏風につ
いてー法眼等伯落款論二」, 『出光美術館館報』 99, 1997; 「梅林寺 柳に柴
垣図屏風についてー法眼等伯落款論三」, 『出光美術館館報』 100, 1997. 토
하쿠 ‘법안 서명’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토
하쿠 및 하세가와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
다. ‘법안 서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黒田泰三, 「長谷川
等伯研究における諸問題点をめぐって」, 『出光美術館研究紀要』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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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연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 1633년을 이 작품군이 그려진 하한선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교수차도> 작품
군이 1600년경에서 1633년경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그려진 것이라
는 가정 아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33) 
  <유교수차도>가 1600년경에서 1633년경 사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
안 하세가와파의 주도하에 그려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도도>의 경우 하세가와파에 의해 창안되었지
만 당시 이 그림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카노 탄유와 카노 츠
네노부에 의해 다시 그려졌다. 그런데 <유교수차도>의 경우 이후 다
른 화파에 의해서 다시 그려진 예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유교수차
도>는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강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에서는 <유교수차도>의 주제와 관련
하여 이 그림의 도상적 공간인 우지(宇治)와 <유교수차도>의 연관성, 
그리고 우지라는 공간이 모모야마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33) 기존 연구에서 <유교수차도>의 유행이 끝난 시점을 칸에이 연간으로 암
시한 것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포괄적인 시대 
구분을 사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유교수차도>가 집중적으
로 그려진 것은 1600년경에서 1610년대로 보고 있으며 필자도 여기에 동
의한다. 다만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그려진 하한선을 1633년으로 설정
함으로써 이 그림의 유행이 끝난 시점을 보다 구체화하고 한정된 기간 동
안 그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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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교수차도>와 우지(宇治)

1. 우지의 경물(景物)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교수차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 흐름
은 이 그림에 나타나는 여러 모티프들이 우지(宇治)와 어떻게 연결되
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물들
은 카마쿠라시대부터 우지를 가리키는 모티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떠한 전통과 맥락 속에서 <유교수차도>에 이르게 되었는
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지를 가리키는 경
물들이 처음부터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우지가 일본에서 처음 노래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초 와카에서였
다. 다음은 헤이안시대의 와카 병풍(和歌屏風)에서 우지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떨어져 쌓인 단풍을 보매 백 년 간의 가을은 아지로가 되네34)

「우지」

이처럼 헤이안시대 우지는 ‘아지로(網代)에 쌓인 홍엽(紅葉)’이라는 경
물로 상징되었다.35) 또한 이때 우지는 깊은 가을의 정취라는 이미지
로 환기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깊은 가을, 아지로, 홍엽 등은 보편적
인 이미지 및 경물이므로 특별히 우지에 한정되어 유명한 것은 아니
었다.36) 와카 병풍에 그려진 여러 명소들은 해당 장소를 엄격히 반영

34) 「おち積るもみぢばみれば百年のあきのとまりは網代なりけり」, 歌仙家集
本 『貫之集』. 朝日美砂子, 앞의 논문, p. 41에서 재인용. 

35) 아지로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빙어 등을 잡기 위한 어구(漁具)의 일종
이다. 

36) 물론 우지의 아지로를 언급하지 않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지로
는 어디까지나 특정 지역과 연결되지 않는 보편적인 경물이었다. 朝日美
砂子, 앞의 논문,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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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경(實景)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37) 오히려 다양한 경물들 중에서 
해당 장소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지
와 경물 사이에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필요는 없었다.38) 이러한 선
택의 과정은 일본 문학에서 ‘미타테(見立て)’라고 표현되는 미학이
다.39) 다양한 선택지 중 특정한 경물이 해당 장소를 가리키는 와카 
병풍의 미타테는 <유교수차도>에서 버드나무, 다리, 수차 등의 모티프
가 우지를 가리키는 원리의 한 축을 담당다고 볼 수 있다. 
  와카 병풍은 11세기부터 쇠퇴했지만 홍엽과 아지로는 문학 속에서 
여전히 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40) 한편 <유교수차도>에 
나타나는 수차와 다리가 우지와 관련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가마
쿠라시대에 실경을 반영한 그림이 그려지면서부터이다. 산업,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 시기 우지는 문학적인 소재로만이 아닌 현실 속의 공
간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시야마데라(石山寺)에 소장된 
<이시야마데라엔기에(石山寺縁起絵)> 권5 제3단은 동국(東國) 사람이 
비와호(琵琶湖) 인근의 세타교(勢多橋)를 건널 때 떨어트린 천황의 문
서를 이시야마데라 신불(神佛)의 계시로 우지가와(宇治川) 강변의 잉
어 뱃속에서 되찾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도 12).41) 에마키에는 우선 

37) 와카병풍에 대해서는 片野達郎, 『日本文芸と絵画の相関性の研究』, 笠間
書院, 1975.

38) 당시 우지를 노래하는 와카에서는 아지로와 홍엽 외에도 강바람[河風], 
물결[浪], 월광(月光) 등의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朝日美砂子, 
앞의 논문, p. 41. 

39) ‘미타테(見立て)’는 일차적으로 사물을 보고 선정,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
지만 나아가 와카, 하이쿠, 카레산스이(枯山水) 등의 예술에서는 대상을 
다른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타테에 관해서는 秋山
虔, 『見立て: 超越の可能性』, ぺりかん社, 1996. 

40) 11세기에 들어오면서 와카병풍 및 병풍가의 제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량의 병풍가가 다시 영진되는 것은 약 200년 후인 1207년　고토바인
(後鳥羽院)이 기획한 <최승사천왕원장자회(最勝四天王院障子繪)>의 제작
부터이다. 朝日美砂子, 앞의 논문, p. 43. 

41) <이시야마데라엔기에> 권5는 쇼츄(正中) 연간(1324-1326)에 성립된 에
고토바(繪詞)에 기반하여 1375년 경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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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토바가키(詞書)가 쓰여 있고 이어서 이를 묘사
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런데 그림에는 수차가 논에서 물을 끌어오는 
모습과 사람들이 우지교(宇治橋)를 건너는 장면 등 코토바가키에는 언
급되지 않은 내용이 그려져 있다. 즉 이 그림에서 수차와 다리는 이
야기의 무대가 우지가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려진 실경적인 경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지의 수차는 농업의 발달로 인해 사람
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우지교 역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파괴와 재
건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전투의 무대가 된 곳으로 유명했다. <아시비
키에(芦引繪)> 권2 제2단에서도 나라를 출발한 주인공이 우지에서 휴
식하는 장면에서 우지가와의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코토바가키에는 
언급되지 않는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을 그리고 있다(도 13).42) 이
처럼 14세기, 15세기의 그림 속에서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의 경물
들은 ‘아지로에 쌓인 홍엽’을 대신하여 우지라는 현실의 공간을 나타
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들 경물은 실제 우지의 정경을 그려내기 위
해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관을 전용(轉用)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유교수차도> 속에서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의 경물은 배
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확대되어 장식적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 경관에서 경물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모티프들의 상징적 의미
를 모르는 감상자가 본다면 이 그림에서 우지라는 공간을 떠올리기 
어렵다. 이는 <유교수차도> 안에 해당 장소의 경치를 그리지 않아도 
각각의 경물만으로 우지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전통이 내재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헤이안시대 와카 병풍에서 사용된 미타테의 

시야마데라엔기에>에 대해서는 梅津次郞編, 『石山寺縁起絵(新修日本絵巻
物全集22)』, 角川書店, 1979 참조. 

42) <아시비키에>는 14세기 후반 경의 원본을 15세기 전반 경 모사한 것으
로 추정된다. <아시비키에>와 관련해서는 小松茂美編, 『芦引絵 (続日本絵
巻大成20)』, 中央公論社,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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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의 모티프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구칸기(愚管記)』43)의 오안(応安) 2년(1369년) 2월 25일 조(條)에는 
우지의 뵤도인(平等院)으로 향하는 행렬에 대해 쓰면서 한 사람의 옷
에 수차, 우지교 등이 그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44) 이는 행렬의 
목적지가 우지라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실경지향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수차, 다리 등의 경물이 미타테
를 위한 기호로 전환되어 와카 병풍에서 홍엽, 아지로가 차지하던 위
치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로마치시대의 
공예품에서도 발견된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마지막 열 첩
(帖)은 우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지십첩(宇治十帖)」이라
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무로마치시대에 만들어진 <우지마키에벼
룻집(宇治蒔繪硯箱>은 이 중 제7첩에 해당하는 「우키후네(浮舟)」에 
삽입된 노래를 의장으로 그려내고 있다(도 14). 이 벼룻집은 강물 및 
다리와 함께 나무로 독특하게 조각된 수차를 배치하여 소설 속 우키
후네의 별장이 있는 우지라는 무대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무로마치시대에 이르러 수차, 다리 등의 경물은 그 자체만
으로 우지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기호로 문학 작품 및 공예품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6세기
에는 <유교수차도>에서 볼 수 있듯 몇 가지 경물만으로 우지라는 공
간을 가리키는 명소도(名所圖)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은 
야부모토(藪本) 가문 소장의 <유교도(柳橋圖)>이다(도 15). 우지가와 
명소도의 하나로 16세기 중반경 제작된 이 그림은 버드나무, 다리, 
쟈카고 등의 경물로 우지를 그려내고 있다. 병풍 한 척(隻) 안에 경물
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교수차도>와 차이를 보이지만 화면 
전체를 다리가 가로지르고 모티프가 도안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43) 남북조시대 쿠게 귀족인 코노에 미치츠구(近衛道嗣, 1333-1387)의 일기
이다. 

44) 宮島新一, 「障壁画に見る絵画の変」, 『美術史』 108, 1977.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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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수차도>에 선행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쿄국립박물
관 소장의 <일월산수도(日月山水圖)> 병풍 중 우지를 그리고 있는 우
척 역시 버드나무와 다리 등의 경물을 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 16). 특히 실루엣 형태로 검게 그려진 버드나무, 금가루로 표현된 
구름과 호분으로 표현된 다리 등은 기법적으로 <유교수차도>의 등장
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로마치시대에는 몇 가지 경물만
으로 우지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미타테의 전통 아래 공예 및 회화 작
품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유교수차도>의 감상자들
도 버드나무, 다리, 수차 등의 모티프를 통해 우지라는 공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문학적 모티프와 우지 
  그렇다면 이러한 경물들은 우지라는 공간 안에서 어떠한 정서를 전
달하였을까? 개별 모티프가 환기하는 정서는 공예 및 회화와 같은 시
각적 이미지보다 문학 작품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지가와의 수차 바라보메 영원히 그대가 걸려있네45) 
『후보쿠와카쇼(未木和歌抄)』 (1310년경)

돌아도 멈추어도 외로운 우지가와여 
아지로에게서 배우네 물의 수레46) 

『소콘슈(草根集)』 (15세기 전반)

우지가와의 강여울에 있는 수차는 

45) 「眺めやる宇治の川瀨の水車 とことはにこそ君はかけけれ」, 『未木
和歌抄』. 竹内美砂子, 「柳橋水車図屏風: 新出本の紹介をかねて(下)」, 『國
華』 1139, 國華社, 1991. p. 8에서 재인용. 

46) 「めぐらずも たてるもさびし宇治川や網代に習ふ水のを車」, 『草根
集』. 竹内美砂子, 위의 논문, p.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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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이 모진 세상 속을 돌고 있을까47) 
『칸긴슈(閑吟集)』 (1518년)

14세기에 들어와 우지의 수차는 실제 경물로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정
서를 불러일으키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수차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영원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경물이었다. 그것
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지
내는 시간일 수도 있었다. 이처럼 수차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모습이 
인생에 대한 무상함과 연결되어 우키요(憂世)의 정서를 내포하는 이미
지로 사용되었다. 
  우지의 다리는 우지가와에 만들어진 우지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지교 자체가 와카, 렌가(連歌) 등의 문학 작품 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적었다. 그러나 우지가와를 경계로 쿄토 측을 차안
(此岸)으로, 아미타불(阿弥陀仏)이 모셔진 뵤도인 측을 피안(彼岸)으로 
설정하는 것은 1053년 이곳에 뵤도인이 만들어질 때부터 기반이 되는 
생각이었다.48) 또한 다리는 일반적으로 두 세계의 접점으로 이해되었
고 특히 정토 신앙에서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우지가와에 설치된 우지교에 현세와 극락정토를 잇는 이미지
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중세에도 일반적인 시각이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경계의 성격을 가지는 다리의 이미지는 수차가 가지는 우
키요의 정서와도 상통하는 것이다.49)  

47) 「宇治の河瀨の水車何と憂き世をめぐるらう」, 『閑吟集』. 竹内美砂子, 
위의 논문, p. 7에서 재인용. 

48) 「(平等院の)前は一葦の長河を渡すあり、さながら群類を彼岸に導くが如
し、ここに阿彌陀如来の像を造り、極樂世界の儀を移す」, 『扶桑略記』. 竹
内美砂子, 위의 논문, p. 8에서 재인용. 

49) 타마무시 사토코는 모모야마 시대 우지교가 교통의 요지라는 지위에서 
해방되면서 뵤도인과 이어지는 ‘극락정토를 향한 입구’라는 성격이 강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玉蟲敏子, 「宇治の黃金の橋, 屏風絵と <かざり＞をめ
ぐって」, 『日本の美学』 18, ぺりかん社, 1992.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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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의 버드나무는 봄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헤이안시대 
이래로 와카 병풍, 명소도 등에서 종종 회화화(繪畫化)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이미지의 버드나무와 우지라는 특정한 공간은 하시히메(橋姫) 
전승(傳承)을 매개로 연결된다. 하시히메는 다리를 지키는 신으로 버
드나무를 신목(神木)으로 했다. 하시히메 전승은 여러 지역에 존재했
지만 우지의 하시히메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고 현재에도 우지에는 
하시히메 신사가 남아있다.50) 하시히메가 고전문학에서 처음 출현한 
것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이다. 

  제 689수

  좁은 깔개에 옷 한 자락만 깔고 
  오늘밤에도 나를 기다리시나 우지의 하시히메51) 

  제 825수
  잊혀진 이 몸 우지다리 끊기듯 둘 사이 끊겨 
  임 찾아오지 않은 세월만 흘렀구나52) 
　
  제 904수 
  우지다리 지킴이 너를 보면서 처량히 생각하네 
  세월 흘러갔기에53) 　 

이들 와카에서 하시히메는 떠나간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쓸쓸한 이
미지로 표현되었다. 버드나무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

50) 杉原たく哉・杉原篤子, 앞의 논문, p. 65.
51) 「さむしろに衣かたしき今宵もや我を松覧宇治の橋姫」, 『古今和歌集』. 기

노 쓰라유키 외 엮음, 『고킨와카슈』 하권, 구정호 옮김, 소명, 2010. pp. 
117-118. 

52) 「わすらる身をうぢ橋の中たえて人もかよはぬ年ぞへにける」, 『古今
和歌集』. 기노 쓰라유키 외 엮음, 위의 책, p. 181. 

53) 「ちはやぶる宇治の橋守汝をしぞあはれとは思年のへぬれば」, 『古今
和歌集』. 기노 쓰라유키 외 엮음, 위의 책, p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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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시히메를 상징하는 동시에 수차가 가진 우키요의 이미지, 다리
가 가진 경계의 이미지와도 상통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유교수차도>의 주요 모티프인 수차, 다리, 버드나무는 이처럼 우
지를 가리키는 동시에 우지라는 공간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
였다. 또한 이러한 정서는 우지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1008년에 쓰여진 『겐지모노가타리』의 배경이기도 했던 우
지는 헤이안시대 이래 후지와라씨(藤原氏)의 별장지로 뵤도인과 귀족
들의 무덤이 위치하는 등 귀족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교
통의 요충지인 우지는 수많은 권력의 흥망이 결정된 전투가 일어난 
곳이기도 했다. 헤이시(平氏), 고토바천황(後鳥羽天皇, 1180-1239),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 1288-1339),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 
1537-1597) 등은 우지에서 벌인 전투에 패배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
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우지는 흘러간 왕조와 귀족적인 문화
를 추억하게 만드는 동시에 권력의 몰락이라는 현세의 무상함을 환기
시키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의 
모티프가 가진 덧없는 세상과 쓸쓸함이라는 이미지와 합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교수차도>에 나타나는 경물들은 가마쿠라시대부터 우지
를 가리키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이들 모티프가 환기하는 정서는 
우지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수
차도>가 그려진 모모야마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지의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실체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
지는 문학 작품 속에서 타자화된 이야기로 전승된 공간이었다. 한편 
모모야마시대 사람들에게 실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졌을 일들이 이 
시기 우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
대의 천하인(天下人)으로 등장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이루어졌
다. 히데요시는 우지에 후시미성(伏見城)을 건설하면서 우지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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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3. 토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와 우지 
  처음 히데요시가 후시미성에 대한 계획을 구상한 것은 1592년 8월
이었다. 당시 이 성은 우지가와 남쪽의 시게츠(指月)에 건설되었다. 
쿄토의 쥬라쿠다이(聚楽亭)에는 그의 후계자인 토요토미 히데츠구(豊
臣秀次)가 살고 있었고 오사카성(大阪城)은 정치의 중심지인 쿄토에서 
멀었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쿄토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근거지를 만들
고자 하였다. 그러나 처음 계획에서의 명칭이 “후시미고야시키(伏見御
屋敷)”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시미성은 히데요시의 개인적 
은거지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54) 초기의 후시미성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리큐(利休) 
양식의 검소한 다실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겉보기에 화려하고 과시
적인 건물을 짓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55)

  그러나 1593년 8월 오사카성에서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
頼)가 태어난 후 후시미성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히데요시는 히
데요리가 태어난 지 두 달 후인 1593년 윤구월 오사카성으로부터 후
시미성으로 옮겨왔으며 1594년 정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곽을 만드는 
대공사를 시작했다.56) 석재(石材)는 쿄토 일대의 다이고(醍醐), 야마시
나(山科)에서 징발했으며 목재(木材)는 거리가 먼 토사노쿠니(土佐國), 
데와노쿠니(出羽國)에서까지 가져왔다고 전해진다.57) 또한 요도성(淀

54) 林屋辰三郎, 藤岡謙二郎編, 『宇治市史2』, 宇治市, 1974. p. 553. 야시
키(屋敷)는 무가의 저택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55) 1592년 12월 마에다 겐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리큐 양식을 따른 다실
을 요구하고 있다. Mary Elizabeth Berry, Hideyosh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89), pp. 229. 

56) 오제 호안(小瀬甫庵)의 『타이코키(太閤記)』에 따르면 250,000명의 인원
이 동원되는 대공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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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의 천수각(天守閣)과 망루를 해체하여 후시미에 옮겼으며 히데츠구
가 죽은 뒤에는 그의 가신들의 저택과 쥬라쿠다이를 해체하여 후시미
성을 만드는 데에 활용하기도 했다.58) 히데요시는 이제 단순한 은거
지가 아닌,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더욱 강한 존
재감을 천황과 가신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 결과 
오사카성은 히데요리와 그의 가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후
시미성은 히데요시 자신의 본거지가 되었다.59) 그러나 후시미성은 완
성 직후 후시미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었다.60) 히데요시는 시게츠(指月)
에서 북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코하타야마(木幡山)에 새로운 성
을 만들기로 했고 이 두 번째 후시미성은 1597년에 완성되었다. 이러
한 재건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후시미성은 히데요시의 근거지로서 강
한 존재감을 드러냈다.61) 그리고 히데요시는 사후까지 그의 상징이 
된 후시미성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부근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토
목공사를 시작했다. 
  우지가와는 비와호(琵琶湖) 남단에서 흘러나와 북쪽의 가츠라가와
(桂川)와 남쪽의 키즈가와(木津川)와 합류하여 요도가와(淀川)가 되어 

57) 토사노쿠니는 오늘날의 코우치현(高知県) 하타군(幡多郡) 일대이고 데와
노쿠니는 오늘날의 아키타현(秋田県)과 야마가타현(山形県) 일대이다. 林
屋辰三郎, 藤岡謙二郎編, 앞의 책, p. 553. 

58) 林屋辰三郎, 藤岡謙二郎編 위의 책, p. 554. 
59) 이에 대해 Mary Elizabeth Berry는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 쿄토로 오

는 중국 사신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역시 존재했을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Mary Elizabeth Berry, 앞의 책, p. 229. 

60) 후시미대지진은 1596년 윤칠월 13일에 발생했다. 
61) 이것은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호소

카와 유사이(細川幽斎) 등 히데요시 휘하 여러 다이묘들의 저택이 쥬라쿠
다이로부터 후시미성 아래로 옮겨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다이묘들에게 본국이 아닌 후시미성 아래에 모여 살도록 하는 재경(在京)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후시미성을 중심으로 한 히데요시의 계
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히데츠구가 자신의 탄원을 위해 히데요시를 
방문하려다 거절당한 곳도 바로 이 후시미성이었다.  日本史研究会編, 
『豊臣秀吉と京都: 聚楽第・御土居と伏見城』, 文理閣, 200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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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만(大阪湾)으로 흘러간다. 본래 우지가와의 본류(本流)는 우지교
를 지나 오구라이케(巨椋池)로 흘러들어 갔고 지류(支流)는 이 부근의 
크고 작은 섬들을 흐르며 본류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오
카야진(岡屋津) 인근에서 후시미성 사이에 마키시마제방(槙島堤) 또는 
우지제방(宇治堤)이라고 불리는 긴 제방을 만들어 작은 지류를 본류로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지가와의 본류는 후시미성 바로 아래로 
흐르게 되었다. 동시에 히데요시는 오카야진(岡屋津)및 요도진(等与
津)과 같이 예로부터 기능하던 항구를 폐쇄함으로써 오사카, 쿄토, 나
라로 통하는 수운은 후시미항(伏見港)으로 집중시켰다(도 17). 
  다음으로 히데요시는 오구라이케 한가운데에 무카이지마(向島)와 오
구라(小倉)를 남북으로 잇는 타이코제방(太閤堤) 또는 오구라제방(小
倉堤)이라고 불리는 제방을 건설하여 이 위에 길을 만들었다.62) 또한 
이 길과 후시미 사이에 분고교(豊後橋, 현재의 観月橋)를 건설하여 쿄
토와 나라 사이를 최단거리로 잇는 야마토 가도(大和街道)를 만들었
다. 히데요시는 야마토 가도를 만든 후 종래에 사용되던 서쪽의 요도
가와를 건너는 길과 동쪽의 우지교를 폐쇄함으로써 쿄토와 나라를 잇
는 육로 역시 후시미성을 거치는 야마토 가도로 집중시켰다.63) 이처
럼 히데요시는 기존에 우지에 존재했던 항구와 도로를 폐쇄하고 새로
이 후시미성 바로 앞에 후시미항과 분고교를 만듦으로써 후시미성을 
중심으로 오사카, 쿄토, 나라 일대의 수륙 교통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요도진, 오카야진과 같은 항구와 우지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지도(宇治道)가 그 기능을 잃었으며 이곳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과거의 역사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지에

62) 타이코 제방은 근년 발굴 조사가 진척되어 그 면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宇治市歴史資料館編,　 『宇治川太閤堤跡発掘調査
報告書』, 宇治市教育委員会, 2009 참조. 

63) 우지가와의 토목 공사와 관련한 이상의 내용은 林屋辰三郎, 藤岡謙二郎
編, 앞의 책, pp. 56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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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히데요시가 사는 후시미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관이 그 자
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후시미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지의 토목공사는 히데요시가 1590년에
서 1591년에 걸쳐 실시한 일련의 쿄토 개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천하 통일을 거의 마무리 한 이 시기 히데요시는 크
게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쿄토 개조 사업을 진행했다.64) 첫째, 히데요
시는 이전까지 정방형(正方形)으로 구성되었던 쿄토의 마치(町)에 남
북의 도로를 추가하여 더 작은 장방형(長方形)의 마치로 재편성하였
다. 이것은 마치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둘
째, 이전까지 도시 곳곳에 흩어져있던 사원들을 카모가와(鴨川) 강변
에 밀집시켜 테라마치(寺町)를 조성했다. 이는 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큰 공간을 차지하는 사원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시내
에 있던 사원의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했다. 그
리고 무사들은 쥬라쿠다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케마치(武家町), 쿠게 
귀족들은 황거(皇居)를 중심으로 하는 쿠게마치(公家町)에 모여 살도
록 했다.65) 셋째, 이렇게 재정비된 쿄토 주위에 오도이(お土居)라고 
불리는 약 22km 길이의 토루(土塁)를 만들어 쿄토라는 도시의 구획
을 확정 지었다.66)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의 통치자들에게 도시는 전쟁

64) 히데요시는 1587년 시마즈씨(島津氏)를 끌어와 큐슈 평정을 완료하고 
1588년 4월 쥬라쿠 행신때는 천황 앞에서 여러 다이묘에게 자신의 충성
을 보여주고 정권의 기반을 다졌다. 1589년 11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관동, 동북의 군사적 제압을 향해 호조씨의 토벌을 장군들에게 명했다. 
1590년에는 오다와라(小田原) 고호조씨(後北条氏)를 멸망시키고 동북을 
평정하고 명실공히 천하통일을 완성하였다. 

65) 당시 일본에 있던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1532-1597)는 이에 대해 “이 마치는 일본의 모든 제후나 무장들
이 무리하게 모여 (주거를) 만든, (말하자면 관백 히데요시에 의해) 강제
적으로 만들어진 마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鎌田道隆, 「京都改造: ひ
とつの豊臣政権論」, 『奈良史学』 11, 奈良大学史学会, 1993. p. 39.

66) 『三藐院記』에 따르면 공사는 1591년 윤정월에 시작되어 2월에는 과반이 
완성되었다고 쓰여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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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났을 때 불태워지는 곳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히데요시의 쿄
토 개조 사업은 도시를 재정비하고 육성해야 할 곳으로 보았다는 것
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 개조 사업은 상공업 중심도시로서 쿄토가 재정
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591년 쿄
토의 상경, 하경의 마치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지자전(地子錢) 
면제 정책이다.67) 지자전이란 고대에서 근세에 걸쳐 영주가 논, 밭, 
산림, 주택 등에 부과한 지대를 의미한다. 쿄토 마치의 구성원들은 오
랜 바람이었던 지자전 면제를 통해 집과 관련된 지대를 내는 것에서 
해방되었다.68) 이는 쿄토가 영주를 중심으로 한 중세적 도시에서 벗
어나 근세적인 도시로 이행(移行)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히데요시는 
쿄토를 근세적 도시로 만들어 쌀의 환금(換金)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했고 그것은 근세적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석고제(石高制)
의 필수 조건이기도 했다.69) 그리고 이러한 상업 도시 쿄토를 중심으
로 하는 물류의 이동은 바로 우지의 후시미성에 자리 잡은 히데요시
의 통제 하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물론 히데요시 자신이 중세적인 

田道隆, 위의 논문, p. 41.
67) 쿄토의 지자전 면제는 마치에 대한 위무책으로 1573년 오다 노부나가가 

쿄토에 들어왔을 때 행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었다. 
鎌田道隆, 위의 논문, p. 43. 

68) 상공업자가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쿄토에서 지자전에는 주택의 지
대 비율이 높았다. 지자전 면제는 쿄토 구성원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홋
케잇키(法華一揆)에 의해 1532년에서 1536년에 걸쳐 법화종도에 의한 자
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지자전을 걷을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1591년 히데요시에 의한 지자전 면제는 쿄토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승
려 에이슌은 이에 대해 그의 일기에서 히데요시가 매명(売名), 다시 말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鎌田道隆, 위의 논문, p. 43. 

69) 鎌田道隆, 위의 논문, pp. 43-45. 히데요시의 석고제에 대해서는 Asao 
Naohiro, “The Sixteenth-century Unification,” John Whitney Ha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50-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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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로서 쿄토의 지대 징수권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구상한 국가 체제는 석고제를 통해 각지에서 징수한 대량
의 쌀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의 수요를 충족하
는 것이었다. 따라서 석고제를 성립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쌀을 환금
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기능을 가지는 중심 도시는 반드시 필요했
다. 히데요시는 쿄토를 이러한 도시로 상정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중
심 기지로 우지에 위치한 후시미성을 택한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서 중세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던 우지는 히데요시
에 의해 근세적 국가 체제의 중심 기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과거의 장소는 사라지고 우지를 상징하던 우지교 역
시 사라졌다. 분고교, 후시미항 등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를 통해 우지
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새롭게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히데
요시가 죽을 때까지 거처한 후시미성이었다. 실제로 동시대 기록인 
『타몬인일기(多聞院日記)』70)에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1599년 정월 가신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후시미성에 들어간 것을 
두고 “천하인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71) 따라서 모모야마시대 
<유교수차도>를 감상했던 사람들이 이 그림의 도상적 공간인 우지를 
떠올렸을 때 환기했던 것은 당대의 천하인인 히데요시와 그가 있던 
후시미성, 그리고 쿄토와 우지 일대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였을 것이
다. 

70) 타몬인 일기는 나라(奈良) 코후쿠지(興福寺) 타몬인에서 1478년에서 
1618년에 이르기까지 승려 에이슌(英俊, 1518-1596)을 중심으로 3대에 
걸쳐 집필된 일기이다. 

71) 「十三日午刻、家康伏見之本丸へ被入由候。天下殿二被成候。目出候.」 
『多聞院日記』 1599년 윤삼월 14일조 (英俊 외 著; 辻善之助編, 『多聞院
日記 5』, 三教書院, 1939.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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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교수차도>의 향유층

  <유교수차도>가 그려지던 시기 우지 일대는 히데요시에 의해 새로
운 국가 구상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유교수차도> 역시 히데요시를 환기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
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유교수차도>의 향유
층으로 16세기 쿄토의 마치슈 계층을 상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 그림
을 누가 주문하고 향유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들은 아직 발견
되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문학의 새로운 향유층 및 <유교수차도> 
모티프를 사용한 다른 매체의 수용층을 살펴보면 마치슈 계층과 <유
교수차도>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은 <유교수차도>가 그려진 당시의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 쿄토(京都) 마치슈(町衆)의 성장
  마치슈(町衆)라는 계층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하야시야 
타츠사부로(林屋辰三郎, 1914-1998)의 연구에 의해서이다.72) 그는 일
련의 연구에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도시 생활을 바탕으로 지역
적 집단생활을 경영했던 계층에 대해 당시 기록, 일기에 빈번히 출현
한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슈(町衆)’라고 개념화하였다.73) 이들은 사카
이(堺), 오사카(大阪), 쿄토 등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직업 및 종교
라는 공통 분모 아래 상호 평등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한 계층
이었다.74) 특히 하야시야 타츠사부로는 쿄토의 마치슈가 15세기에서 

72) 林屋辰三郎, 「町衆の成立」, 『中世文化の基調』, 東京大学出版会, 1953. 
pp. 189-214; 林屋辰三郎, 『町衆: 京都における「市民」形成史』, 中央公論
社, 1964. 

73) 林屋辰三郎, 위의 책, p. 2. 



- 33 -

16세기에 걸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집단으로 성장하여 당시 사회・문화적인 큰 축의 하나로 활동하였음
을 설명하였다.
  마치(町)는 기본적으로 상업을 위한 상업 전문 지구를 지칭하는 공
간적인 개념이었다. 본래 율령제(律令制) 하의 헤이안쿄(平安京)에는 
시치조대로(七条大路)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동시(東市)와 서시
(西市)가 존재했다.75) 그러나 헤이안시대 후기 이후 동시와 서시에 의
한 상업이 쇠퇴하면서 쿄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시치죠대로, 산죠대
로(三条大路), 시죠대로(四条大路)와 남북대로의 교차점에 시치죠마치
(七条町), 산죠마치(三条町), 시죠마치(四条町) 등의 지구가 이를 대신
하여 새롭게 생겨났다.76) 이러한 현상은 정치・군사적 중심이 카마쿠
라(鎌倉)로 옮겨가면서 정치적 의의를 상실한 쿄토가 상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77) 마치의 상인들은 조합을 중심으로 유
사한 직종 간에 연합하였다. 이들은 마치 주변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마치는 직업 공간인 동시에 생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마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거나 마치

74) 사카이와 오사카의 마치슈의 활동과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速水佐恵子, 「十六世紀における堺商人の動向: 天王寺屋をめぐって」, 『史
論』 12, 1964. pp. 48-64; 望月真澄, 「豪商茶屋家の法華信仰」, 『印度學
佛教學研究』, 63, 2014. pp. 189-196.

75) 시치조대로를 중심으로 동시는 이노쿠마소로(猪隈小路)와의 교차점에, 
그리고 서시는 니시유키에소로(西靱負小路)와의 교차점에 위치했다. 

76) 시치죠마치에는 대장장이, 주물공, 금은세공 등의 직인이나 금융관계자
들이 거주하였고 산죠마치에는 직물업과 관련한 장인들이 거주하였다. 그
리고 시죠마치에는 활이나 도검을 만드는 장인이나 직물업과 관련한 장인
들이 거주하였다. 새로운 마치의 모습은 다이토쿠지 문서 및 헤이안 문학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林屋辰三郎, 앞의 논문, pp. 191-192. 

77) 카마쿠라에서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소의 점포
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후에 아홉 군데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의
의를 상실한 쿄토에서는 상업 발달의 양상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을 것
이다. 林屋辰三郎, 위의 책,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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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활 조직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14세기 남북조(南北朝)의 내란을 거치면서 중앙의 황실 권력과 막
부 권력은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5세기 지방 농촌에서는 
향촌 체제를 바탕으로 과도한 조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인 
자기 방위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쵸산(逃散), 츠치잇키(土
一揆)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78)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은 
쿄토와 같은 도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쿄토 마치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중앙에 세금을 납입하였지만 자체적인 치안 유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다.79) 물론 이러한 마치의 자체적인 치안 유지는 농촌의 
향촌제에서 볼 수 있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마치가 단순히 거주 공간
이 아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활 조직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80) 
  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의 독립성을 인식하며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
촌의 츠치잇키와 쿄토 마치의 내부적 연대 의식은 비슷한 성격을 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츠치잇키를 일으킨 농민과 마치의 
구성원은 대립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무엇보다 농촌의 츠치잇키는 
직접적으로 마치에 사는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되
었기 때문이다. 츠치잇키의 주요 슬로건은 토쿠세이(徳政)이라고 불리
는 채무의 탕감에 대한 요구였다. 따라서 츠치잇키는 토쿠세이잇키(徳
政一揆)라고도 불리는데 이 채무의 채권자들이 도소(土倉)라고 일컬어
진 고리대금업자들이었다.81) 상공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치 

78) 쵸산은 조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주지를 벗어나 도망치는 것이고 
츠치잇키는 적극적인 반란에 해당한다. 츠치잇키에 대한 기록은 1404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 96. 

79) 林屋辰三郎, 앞의 논문, p. 195. 
80) 이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였고 마치의 일에 

대해 자치적인 노역의 의무도 지고 있었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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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도소들은 수적으로도 적고 작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부유한 경
제력을 기반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1276
년에 도소요리아이슈(土倉寄合衆)이라는 조합을 만들고 그 세력을 나
날이 확대하고 있었으며 막부에는 도소야쿠(土倉役)라는 세금을 내는 
주요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었다.82) 이들이 농촌 향민들
에게 타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츠치잇키가 쿄토를 중심으로 한 킨
키(近畿)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츠치잇키
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쿄토에 거주하는 도소들에 의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었다. 따라서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진 츠치잇키의 궁극적
인 목표는 막부의 붕괴였을지도 모르지만 직접적인 타도의 대상은 쿄
토의 마치에 사는 도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츠치잇키의 공격은 마치 안의 도소만을 목표로 선택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들의 공격은 도소가 소속된 마치 전체를 향해 이
루어졌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마치 구성원들
도 여기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소를 포
함한 마치의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기
록에는 도소가 츠치잇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함께 막거나, 피해
가 생긴 경우 마치의 구성원들이 갹출하여 일정 부분을 메워주고 있
는 모습이 나타난다.83) 나아가 마치에서는 츠치잇키 자체에 대해 마
치 단위의 적극적인 무력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84) 이는 도소를 구
성원의 일부로 포함한 공동체 의식이 마치의 구성원들 사이에 만들어
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마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도시민으로 이루어진 마치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81) 도소는 본업으로 술을 파는 경우가 많아 사카야(酒屋)라고 불리기도 했
다. 

82) 林屋辰三郎, 앞의 논문, p. 197. 
83) 林屋辰三郎, 위의 논문, p. 199. 
84) 그러한 무력행동은 1490년, 1495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林屋辰三

郎, 앞의 논문, p. 200. 



- 36 -

농촌 사이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러나 이러한 대립 관계는 비단 농민 대 상공업자, 농촌 대 도시라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 농촌과 마치 구성원의 대립 관계는 이들의 종교적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향종(一向宗)은 지방 향촌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포
교 활동을 하였고 신자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였다. 이들은 15세기 츠치잇키 이후 16세기에 발생한 잇코잇키
(一向一揆)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잇코잇키는 반봉건적이라는 점에서 
츠치잇키와 상통하지만 종교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쿄토 마치슈들의 종교는 현세적 색채
가 강한 법화종(法華宗)이었다.85) 법화종은 13세기 쿄토에서 포교 활
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치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들의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86) 따라서 츠치잇키 및 잇
코잇키 대 마치의 대립 관계는 일향종 대 법화종이라는 종교적인 구
도로 치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이 격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 쿄토에서 잇코잇키에 대해 법화종 신도들의 무력적 대응인 홋케
잇키(法華一揆)였다. 
  1532년 잇코잇키 세력이 쿄토에 들어오자 법화종 신도들은 여기에 
대항한 집회를 열어 마치 단위로 규합했고 이를 바탕으로 야마시나 

85) 법화종은 묘법연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불교의 종파로 일본에서는 
니치렌을 개조로 하기 때문에 니치렌슈(日蓮宗)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마
치슈 중에는 선종에 속하는 임제종을 종교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임제종은 본래 상층 무사 계급 사이에서 신봉되던 것이 무로마치시대에 
들어와 도소 계층 등 부상층들도 믿기 시작한다. 1489, 1499년의 기록에
는 도소 계층이 가족을 위한 장례 의식을 임제종 승려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제종은 종교적 색채가 옅고 차와 선정 등의 교양을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 예로 다이토쿠지가 사카이의 상인들과 관계
가 깊었던 것도 차와 선정이 그 매개가 된 것이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46-148. 

86)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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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간지(山科本願寺)를 불태우는 등의 무력 행동을 하게 된다.87) 그리
고 잇코잇키를 막고자 했던 막부 역시 여기에 병력을 지원해주었
다.88) 마치를 중심으로 한 법화종 신도들이 막부의 지원을 받아 잇코
잇키에 대응했다는 사실은 일견 반동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흥미로운 점은 1532년에 조직화 된 법화종도의 세력이 확대되어 
마치 내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막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반봉건적인 투쟁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89) 마치 구성원들의 쿄
토 지배는 쿄토의 법화세력이 사카이로 추방될 때까지 약 5년간 계속 
되었다.90) 이 과정에서 마치 구성원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의 공유를 
넘어선 마치 단위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91) 하야시야 타
츠사부로가 강조한 ‘마치슈’라는 개념은 이 기간 동안 쿄토의 마치에
서 이루어진 자율적이고 상호 평등한 공동체 의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쿄토의 마치슈들은 잇코잇키와 대립하였다는 점에서 상공업
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봉건적인 권력에 대한 투쟁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기 때문에 반
봉건적 성격 역시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쿄토라는 도시 내에서 스스
로 치안 유지를 하면서 자주적인 집단으로 존재하였다.92) 
  이러한 마치슈를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업자
였고 여기에 약간의 수공업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마치의 중심적인 

87) 3,400여 명의 규모로 대부분이 마치슈였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 
154. 

88) 林屋辰三郎, 앞의 책, p. 155. 
89) 이 시기 동안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것이 기록에도 남아있다. 林屋辰三郎, 

앞의 논문, p. 210. 
90) 이들이 쿄토의 귀환을 다시 허가받게 되는 것은 1542년이었다. 
91) 당시 일기 기록, 등에서는 특정 마치에 소속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으

로 ‘一條室町衆’, ‘上之四條町衆’, ‘六町衆’ 등이 발견된다. 또한 일반적으
로 ‘町衆’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林屋辰三郎, 앞의 논문, pp. 
202-203. 

92) 홋케잇키에 관련해서는 今谷明, 『天文法華の乱―武装する町衆』, 平凡社, 
1989; 河内将芳, 『日蓮宗と戦国京都』, 淡交社,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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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금융업자인 도소가 담당하였다. 도소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쿄
토 근교의 농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일상품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자본을 쌓아간 부상층(富商層)
이었다. 이들은 경제력을 통해 마치의 주도권을 차지했고 홋케잇키 
시기에는 단나슈(旦那衆)라고 불리며 잇키를 이끌기도 했다.93) 쿄토의 
마치는 상경(上京)과 하경(下京)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에는 열 명의 소
다이(総代)가 대표자 역할을 했는데 주로 도소들이 이러한 소다이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막부와 교섭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즉 도소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마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이었
던 것이다.94) 또한 여기에 더해 15세기 말에는 오닌・분메이의 난을 
거치면서 몰락한 귀족 쿠게(公家) 계층도 마치의 일원으로 편입되었
다.95) 도소의 경제력과 쿠게층의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마치슈 내
부에는 이른바 ‘상층 마치슈’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주도 아래 마치
슈는 쿄토에서 통치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였
다.96) 

93) 본래 ‘단나(旦那)’는 불교용어로 승려 측에서 시주자를 지칭하는 용어였
다. 그러나 이것이 홋케잇키 기간에 마치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소
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94) 이러한 마치의 경향이야말로 마치슈로 하여금 츠치잇키에 대립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95) 이들은 마치와 막부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60-162. 

96) ‘마치슈’는 당시 기록에서 사용된 개념이지만 ‘상층 마치슈’는 하야시야 
타츠사부로가 마치슈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자의적인 개념이다. 그는 
홋케잇키가 발생했던 시기에 상호 평등했던 마치가 16세기 후반에 이르
러 분화되었으며, 경제력을 기반으로 특권화된 ‘상층 마치슈’의 출현으로 
마치 내부에는 권력 구조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력을 기의으
로 마치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도소 세력은 마치가 만들어
지던 초기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강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전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이들이 마
치 내부에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주종관계와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야시야 타츠사부로가 ‘상층 마치슈’를 특권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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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과 풍부한 교양을 갖춘 상층 마치슈를 중심으로 마치슈는 전
제적인 지배질서가 붕괴한 이 시기 쿄토에서 이른바 모모야마 문화
(桃山文化)라고 불리는 화려한 문화를 주도하는 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마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직업과 종교를 매개
로 ‘쿄토의 마치슈’로서 연대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성장한 마치슈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했고 이들에 대해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97) 
이에 비해 히데요시의 정책은 쿄토의 마치슈에게 우호적이었으며 결
과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히데요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쿄토를 근세적인 도시로 변모시킴으로써 일본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
고자 하였다. 또한 근세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쿄토 개조 사업은 마
치슈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생겨난 히데요시에 
대한 마치슈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이들의 문화적인 성장 속에서 <유
교수차도>의 향유층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2. 하시히메(橋姫) 전승과 <유교수차도>의 향유층
  마치슈가 문화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부상하면서 귀족 문학에서 고
전적으로 노래되던 주제들은 새로운 문학 형식 속에서 재탄생하였다. 
우지라는 공간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헤이안시대 와카 등에서 읊
어지던 고전적 주제였지만 이 시기 유행하던 노가쿠(能楽)에서 새롭게 

계층으로 분류한 것은 홋케잇키 시기의 마치를 이상화한 결과라고 생각된
다. 만약 ‘마치슈’ 개념의 핵심을 마치의 자율적이고 상호 평등한 관계로 
규정한다면, 에도 막부의 중앙 집권화 과정에 의해 마치슈가 자율성을 잃
어버릴 때까지 그 실체는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통치 세력과 문화적으로 교류하였고 마치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
휘한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상층 마치슈’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97) 한 예로 오다 노부나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경의 마치 일부를 불
태우는 등의 강압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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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노가쿠를 주도적으로 향유한 것은 마치
슈 계층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교수차도> 이해의 핵심이 되는 하
시히메 전승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저변화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단
적으로 알 수 있다. 
  우지를 가리키는 경물 중 다리와 수차는 실제로 우지에 존재했던 
우지교와 옛부터 그곳에서 사용된 수차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버
드나무는 우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보편적 모티프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스기하라 타쿠야에 따르면 버드나무는 ‘하시히메 전승’을 매개
로 우지교와 연결되는 경물이었다.98) 하시히메는 물가 혹은 경계[境]
를 지키는 신이자 다리의 수호신으로 전국 각지에 존재했지만 그 중 
우지의 하시히메가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99) 그리고 버드나무는 이
러한 하시히메가 깃들어 있는 신목이었다. 다시 말해 하시히메 전승
을 매개로 우지교와 버드나무는 동시에 우지를 상징하는 모티프로 성
립하는 것이다. 주요 모티프를 부각하여 표현한 <유교수차도>에 우지
를 가리키는 경물 가운데 하나로 버드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러한 
하시히메 전승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수차도>를 향유한 계층은 하시히메 전승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
고 있던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 문학에서 하시히메가 처음 출현한 것
은 『고킨와카슈』에서이다. 『고킨와카슈』에 수록된 와카에서 화자는 
님을 기다리는 애절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히토마츠온나(人待つ女)’의 이미지는 이후 수차 및 다리가 상징하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쓸쓸한 정서를 환기하는 우지의 이미지를 더욱 강
화시켰다.100) 한편 14세기경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
츠(足利義満, 1358-1408)에 의해 노가쿠가 성행(盛行)하면서 하시히

98) 杉原たく哉・杉原篤子, 앞의 논문, pp. 61-79. 
99) 杉原たく哉・杉原篤子, 위의 논문, p. 78. 
100) 杉原たく哉・杉原篤子, 위의 논문,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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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전승 역시 새로운 매체 속에서 재탄생했다. 이러한 모습은 노가쿠
의 대본으로 사용된 요곡(謠曲)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당시 공연되
었던 노가쿠인 「하시히메(橋姫)」, 「스미요시 하시히메(住吉橋姫)」, 「에
구치(江口)」 등의 요곡에서는 하시히메가 와카에서와 같이 쓸쓸한 정
서를 환기시키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101) 
그리고 15세기 오닌・분메이의 난을 거치면서 노가쿠는 ‘오노(御能)’
이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면서 막부의 공식적인 행사로 정착하였다. 
이 시기 황실, 쿠게 귀족, 기존의 무사 세력 등이 해체되면서 오다 노
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새로운 통치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 역시 이러한 문화 취향을 적극적으로 이어받아 애호했다. 한편 
기존 쿠게 귀족 계층이 해체되면서 상류층에 의해서만 향유되었던 문
화도 점차 저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일반 민중들 역시 사루가쿠(猿楽)
라는 이름으로 아마추어 노가쿠를 만들어 향유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
작했다.102)

  특히 히데요시는 노가쿠에 애착을 갖고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였다.103) 1588년 5월 고요제이 천황이 쥬라쿠다이(聚楽亭)에 행
차하는 것을 맞이하며 노가쿠를 상연한 모습은 고베시립박물관에 소
장된 <관능도(観能圖)> 병풍으로 그 자세한 모습이 전해진다(도 18). 
또한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위해 축성한 히젠(肥前) 나고야성(名護屋
城)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鼓吹)하기 위해 쿄토의 노가쿠 연기자
들을 데려와 공연하였으며 콘파루 안쇼(金春安照, 1549-1621)를 스승
으로 삼아 스스로 노가쿠를 창작하고 연기를 하기도 했다.104) 이러한 

101) 米満泉, 앞의 논문, p. 58. 
102) 저변화된 노가쿠 등의 공연예술은 16세기 말 카부키를 탄생시키는 배

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林屋辰三郎, 『歌舞伎以前』, 岩波書
店, 1954 참조. 

103) 히데요시와 노가쿠의 관계에 대해서는 天野文雄, 『能に憑かれた権力者
―秀吉能楽愛好記』, 講談社, 1997 참조. 

104) Mary Elizabeth Berry, 앞의 책, pp.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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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들은 히데요시가 노가쿠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드러내고
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그는 황궁이나 오사카성 등에서 노
가쿠 공연을 행하였으며 그가 말년의 본거지로 삼은 후시미성에도 대
규모의 노가쿠 공연장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노가쿠
에 열광적이었던 히데요시 주변에서도 하시히메 전승에 대한 이해는 
이어져 오고 있었다. 우지의 하시히메를 노래하는 요곡인 「에구치」는 
1588년에서 1602년 동안 히데요시 주변에서 두 번째로 많이 공연된 
작품이었다.105) 따라서 헤이안 시기부터 이어져 온 하시히메 전승은 
노가쿠의 요곡이라는 새로운 매체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슈 역시 이러한 노가쿠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상층 마치슈들의 활동을 통해 뚜
렷하게 알 수 있다. 한때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토요토미 
히데츠구(豊臣秀次, 1568-1595)106)는 1595년 요곡에 대한 최초의 주
석서인 『우타이쇼(謠抄)』의 편찬을 토리카이 미치아키(鳥養道晰), 야
마시나 토키츠네(山科言経),107) 오산의 승려 등에게 명령했다. 이 중 
토리카이 미치아키는 사카이 출신의 마치슈로 노가쿠 및 요곡에 대한 
그의 이해는 오산의 승려나 귀족 출신인 야마시나 토키츠네와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그가 1601년부터 간행한 쿠루마야본(車屋
本)에는 「하시히메」라는 요곡이 포함되어 있어 토리카이 미치아키가 
하시히메 전승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08) 또한 혼아

105) 당시 히데요시 주변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기록에 따르면 총 173번의 
공연 중 「타카사고(高砂)」가 같은 기간에 30회로 가장 많이 공연되었고 
「에구치」는 25회 공연되었다. 米満泉, 앞의 논문, p. 58. 

106) 토요토미 히데츠구는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이었다. 그
러나 히데요시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1595년 히
데요시에 의해 할복을 명받는다. 

107) 『토키츠구쿄키(言継卿記)』를 쓴 야마시나 토키츠구(山科言継, 
1507-1579)의 아들로 쿠게 귀족 계층이었다.   

108) 米満泉, 앞의 논문,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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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와 스미노쿠라 소안(角倉素庵, 
1571-1632) 역시 쿄토의 마치슈로 이들은 1600년경 화려한 장식을 
강조한 일련의 개인 출판물들을 간행하였다.109) 그중에는 칸제류(観世
流) 요곡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에도 『코에츠요본(光悦謡本)』이라는 이
름으로 전해지는데 이 안에도 요곡 「하시히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처럼 당시 권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마치슈들은 노가쿠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이를 주도적으로 향유했고, 이들에게 <유교수차
도> 이해의 핵심이 되는 하시히메 전승 역시 익숙한 것이었다. 특히 
사가본을 편찬한 혼아미 코에츠의 경우 혼포지를 매개로 하세가와 토
하쿠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
다.110) 
  그러나 노가쿠 문화는 비단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마치슈들
에 의해서만 한정적으로 향유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마치슈들의 대
표적인 마츠리(祭) 가운데 하나인 기온마츠리(祗園祭)는 화려하게 장
식한 호코다시(鉾山車)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호코다시의 소재에
는 일본이나 중국의 전설에서 차용된 것이 많았다.111) 즉 사회·경제적
인 영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마치슈들이 참여하는 마츠리에서 
사용된 호코다시의 주제로 차용할 정도로 이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전
설에 익숙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안에서 당시 유행하던 노가쿠를 
공연하거나 요곡을 돌려 읽으면서 향유하는 문화가 활발했음을 반영
한다.112) 다시 말해 권력자들의 문화적 교양은 상층 마치슈들을 거쳐 

109) 이 출판물들은 『사가본(嵯峨本)』으로 칭해진다. 케이초, 겐나기(慶長・
元和期)에 형성된 것으로 운모쇄(雲母刷)의 종이를 사용해 화려한 의장이 
돋보이는 고급 출판물이었다. 이 출판물에는 『光悦謡本』 외에 『源氏物
語』, 『伊勢物語』, 『徒然草』, 『方丈記』 등이 포함되었는데 혼아미 코에츠
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왕조 문화에 대한 취향을 살펴볼 수 있다. 

110) 하세가와 토하쿠와 혼아미 코에츠의 접점에 대해서는 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11) 일본의 전설과 관련되는 호코다시에는 橋弁山, 保昌山, 役行子山 등이 
있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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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전반으로 저변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치슈들은 노가쿠라는 
공연 예술 내에서 요곡의 형태로 전승되던 고전적 하시히메 전승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교수차도>가 
대량 제작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 그림이 마치슈 중 특권적인 일부 집
단에 의해 한정적으로 향유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도자기 및 의복 문양과 <유교수차도>의 모티프
  <유교수차도>가 쿄토의 마치슈 일반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였다는 사실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티프가 당시 마치슈
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 마
치슈들이 사용하던 도자기 및 의복 등의 생활용품에는 수차, 다리, 쟈
카고 등의 모티프가 하나의 개별적인 요소로 즐겨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987년 쿄토 산죠카이와이(三条界隈)의 나카노마치(中之町) 유적에
서는 다량의 모모야마시대 도자기가 발굴되었다.113) 1,500여 개 정도
의 발굴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노(美濃) 지방의 가마에서 구
워진 오리베(織部) 양식의 접시와 그릇이었다. 오리베야키(織部焼き)라
불리는 이 도자기들은 1600년 전후부터 미노요(美濃窯)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여 1610년대 후기에 종언을 맞이하였으며 독특한 색감과 문양
이 특징적이다.114) 또한 이러한 문양 가운데에는 <유교수차도>에 등
장하는 세 가지 모티프 역시 발견된다.   

112) 요곡을 돌려읽는 스타이(素謡), 우타이코(謡講) 등은 연기자나 무대 장
치 없이 대사만을 읽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33-134. 

113) 荒川正明, 「慶長時代における美濃焼の文様装飾―風流の意匠を中心にし
て」, 『出光美術館研究紀要』 12, 2006. p. 168. 

114) 荒川正明, 위의 논문,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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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리 문양의 경우 다리 판의 자세한 모습을 생략하여 지극히 
단순화된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물론 <오리베시호후타모노(織
部四方蓋物)>처럼 다리 판과 교각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 경우도 존재
한다(도 19). 그러나 <시노하시몬챠완(志野橋文茶碗)>처럼 아치 모양
의 다리를 생략화하여 그린 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도 20). 또한 다
리 문양은 <아오오리베무코즈케(靑織部向付)>와 같이 다른 문양과 병
치(竝置)되어 그려지기도 했다(도 21). 둘째, 수차 문양의 경우 전체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에 잠긴 이미지가 묘사되
어 <쿠로오리베챠완(黑織部茶碗)>과 같이 수차의 상반신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도 22). 이 경우 역시 간략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문양의 구성에서 가장자리에 배치된 사례가 많다. 셋째, 쟈카고
(籠) 문양의 경우 물에 잠긴 모습이 아니라 <아오오리베미즈츠기(靑織
部水注)>처럼 물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그려진 것이 많다(도 23). 나아
가 <쿠로오리베챠완(黑織部茶碗)>처럼 쟈카고의 형태에서도 벗어나 
짜임새 부분인 아미메(編目)만을 기하학적 의장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
다(도 24). 
  도카이도(東海道)의 종착지인 산죠오오하시(三条大橋) 인근에 있는 
산죠카이와이는 가마쿠라시대부터 상업 지구가 존재한 마치슈들의 오
랜 거점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산죠에는 에도시대 초기 주인선(朱
印船) 무역으로 유명했던 차야(茶屋) 가문의 저택도 있었다.115) 따라
서 다수의 오리베야키가 산죠카이와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쿄토 마치슈들의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발굴지 근처에는 접시, 그릇, 베개 등의 도자기가 집중적으로 발굴되
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파는 상점이 밀집했던 곳으로 추정된다.116) 이 
가운데 오리베야키가 발굴된 나카노마치 유적은 미노야키를 전문적으

115) 스미노쿠라(角倉) 가문, 고토(後藤) 가문과 함께 17세기 초 ‘쿄토의 삼
장자(三長者)’로 손꼽힌 가문이었다. 

116) 荒川正明, 위의 논문,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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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매하는 가게 유적으로 판단되어 쿄토에서는 오리베 양식의 그릇 
자체가 하나의 취향으로서 큰 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오리베야키는 케이쵸(慶長) 연간(1596-1615)을 중심으로 마치슈들
이 즐겨 사용하던 도자기 중 하나였고 다리, 수차, 쟈카고 등의 모티
프는 이들에게 익숙한 도상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117)

  이러한 사실은 당시 풍속화에 등장하는 마치슈들의 의복 문양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 문양은 17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저택 내 유락의 모습을 그린 토쿠가와 미술관 소장 <유락도(遊楽圖)> 
병풍(도 25, 26)이나 <카모경마도(賀茂競馬圖)> 병풍(도 27, 28)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수차 문양은 이데미츠 미술관 소장 <기온제례도(祗
園祭禮圖)> 병풍(도 29, 30) 속에서 덴가쿠 오도리(田楽踊)를 추는 남
자의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데미츠 미술관 소장 <오쿠니카
부키도(阿國歌舞伎圖)> 병풍(도 31, 32)의 춤을 추는 남자의 복식에는 
수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토쿠가와 미술관 소장의 <호코쿠제례도> 
병풍(도 33, 34)에는 카고메(籠目) 문양의 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원무
(圓舞)를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마치슈들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양은 모모야마 시기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모모야마시대에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모습을 추구하는 경
향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취향 또는 이를 좇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카
부키모노(かぶき者)’라는 용어로 지칭하였고, 오늘날에도 모모야마시
대의 문화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18) 마츠리에서 사용되는 

117) 오리베야키에 그려진 문양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中川千咲, 
「織部焼の意匠」, 『美術研究』 185, 1956. pp. 297-308; 加藤卓男, 『織部
の文様』, 光村推古書院, 1985; 土岐市美濃陶磁歴史館編集, 『織部樣式の
成立と展開』, 2005. 

118) ‘카부키모노’란 ‘기울다’라는 의미의 ‘카부크(傾く)’라는 표현에서 유래
한 말로 전국시대 말기에서 에도시대 초기에 걸쳐 이색적인 취향을 애호
한 사회풍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모모야마시대에 생겨난 공연 예술 카
부키(歌舞伎) 역시 여기에서 유래한다. 카부키모노와 관련해서는 守屋毅, 
『「かぶき」の時代』, 角川書店,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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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호코다시, 마치슈들에 의한 화려한 후류오도리(風流踊) 역시 
이러한 ‘카부키모노’의 범주 안에 위치시킬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수차도>에 등장하는 다리, 수차, 쟈카고 
등의 모티프는 오리베야키와 마치슈들의 복식 문양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자기와 복식이라는 화면의 특수성 때문
에 하나의 독립적인 모티프로 표현된 것은 의장성이 강조된 <유교수
차도> 속의 경물 표현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이 직접적으로 우지를 지칭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
은 아닐 것이다. 이들 모티프가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으로 사용된 
것은 ‘카부키모노’라는 취향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
다. 그러나 다리, 수차, 쟈카고 등의 경물이 ‘카부키모노’의 모티프로 
사용될 정도로 쿄토 사람들이 애호하던 도상이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익숙한 도상이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티프들을 조합한 
<유교수차도> 역시 마치슈들에게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유교수차도>는 마치슈가 향유하던 대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 속의 <유교수차도>
  <유교수차도>와 마치슈 계층을 잇는 마지막 단서는 모모야마 시기
에 그려진 풍속화 속에서 발견된다. 쿄토에서는 1604년 8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한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
례(豊國大明神臨時祭禮)가 시행되었다. 이 행사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의 승인 아래 토요쿠니 신사의 신주(神主)인 요시다(吉田) 가문과 쿄
토소사대(京都所司代)의 이타쿠라 카츠시게(板倉勝重)가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여 계획되었다. 한편 제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토요토
미 가문 및 그 가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타의 추모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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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1604년 임시 제례의 또 다른 축은 쿄토의 마치슈들이었다. 
이들의 참여 아래 임시 제례는 마치 마츠리와 같이 성대하게 치러졌
다. 성공적으로 끝난 임시 제례를 기념하기 위해 토요토미 가문은 카
노 나이젠에게 그림을 의뢰하여 1606년 8월 토요쿠니 신사에 봉납하
였다. 이 작품이 현재 토요쿠니 신사에 소장된 <호코쿠제례도(豊國祭
禮圖)> 병풍이다(도 11). 이 그림은 <유교수차도>를 향유하고 있는 마
치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은 6폭의 병풍 한 쌍에 그려져 있다. 이 중 우척에는 14일에 
이루어진 신관들의 의례, 기마 200기의 행렬, 덴가쿠(田楽) 봉납(捧
納), 사루가쿠 봉납 등의 행사를 그리고 있다. 토요쿠니 신사를 중심
으로 그 앞에서는 신주인 요시다 가문이 제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돌
담 아래에는 기마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좌척에는 15일 마치슈의 참
여 속에서 진행된 후류오도리(風流踊)의 봉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시[非人施行]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대불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진 석단에는 주요 관객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후류오도리와 가장행렬을 관람하고 있는
데 휘장으로 꾸며진 이들 관객석의 배경은 병풍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화목(畵目)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으로 그려진 것은 
<유교수차도> 두 점(도 35, 36) 외에도, <무사시노도(武蔵野圖)>, <등
화도(藤花圖)>, <토파에 삼회도(土坡に杉⦁檜圖)>, <조도(蔦圖)>, <토
파에 삼도(土坡に杉圖)>, <송매도(松梅圖)>, <앵도(櫻圖)>, <파도도(波
濤圖)> 등 총 열 점의 작품이다(도판 37, 38, 39). 이 그림들은 제례
가 이루어진 1604년에서 그림이 봉납된 1606년 사이에 쿄토에서 유
행한 그림의 주제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9) 

119) 이들 화목 중 화가인 나이젠이 속한 카노파의 그림 구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송매도> 한 점 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충실히 당시의 모
습을 반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당시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한 토요토미 가문 사람들을 위해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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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을 그린 카노 나이젠이 소속된 카노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이 적은 반면 하세가와파가 창안한 <유교수차도>, <파도도>가 등
장하고, <무사시노도>, <등화도>, <조도> 등의 작품들 역시 하세가와
파의 유작이 다소 남아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하세가와파의 그림이 당
시 마치슈에게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박스석처럼 설치된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노년의 여성을 중심으로 그녀를 보필하고 있는 
여인들, 아이와 함께 있는 장년의 남성,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마행렬을 집중하여 보고 있기
도 하고 또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
는 데에 열중하기도 한다. 옷차림은 대부분 평복(平服)을 하고 있어 
신분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박으로 칠해진 부채, 마키에(蒔繪) 그릇 
등은 이들의 취향과 경제력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정도
의 경제력을 갖춘 상층 마치슈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120) 
  당시 마치슈에게 있어 이렇게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은 여가를 
보내는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오닌・분메이의 난 이후 멈추었
던 기온마츠리(祇園祭)는 1533년 마치슈의 주도로 다시 시행되었
다.121) 또한 야외에서 감상하는 공연 예술인 카부키(歌舞伎)와 꽃놀이
[花見]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호코쿠제례도>에서 볼 수 있듯 마
치슈들에 의해 이루어진 화려한 춤인 후류오도리는 모든 마치슈가 참
여하고 즐기는 큰 볼거리였다. 이러한 실외 오락의 유행은 물질적으
로 풍요롭고 사회 전반이 활기로 가득찼던 모모야마시대의 사회 풍조
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122) 당시 그려진 풍속화는 이러한 분위

을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을 것이다. 
120) 임시제례의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는 V장에서 서술한다. 
121) 「神事これ無くとも山鉾渡したし」. 林屋辰三郎, 앞의 책,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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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잘 전해준다. 또한 실외의 유흥에서는 장식성을 강조하여 나무, 
풀, 꽃과 같은 자연 경물을 묘사한 병풍이 그 자리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유교수차도>를 포함하여 <호코쿠제례도>에서 볼 수 있
는 병풍들 역시 이처럼 마치슈들이 유흥을 위해 사용한 그림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유교수차도>의 향유층을 16세기 쿄토의 마치슈로 상
정하고 오늘날 남아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해보았다. 노가
쿠의 요곡 및 도자기와 복식의 문양에서 발견되는 <유교수차도>와의 
접점은 모모야마시대 마치슈 문화의 전반적인 경향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쿄토에 존재했던 천황 및 황실, 무사 계급, 쿠
게 귀족 계급, 선종 승려 등 다른 후보군에 비해 쿄토의 마치슈가 
<유교수차도>의 향유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향유층으로서의 마치슈는 <호코쿠제례도>를 통해 직접적으
로 확인된다. <유교수차도>는 마치슈가 한 축을 담당했던 모모야마 
문화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취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122) 이러한 문화는 유흥 공간의 확대, 궁정 문화의 변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칸에이(寛永) 연간(1624-1645)의 문화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岡佳子・岩間香編, 『寛永文化のネットワーク: 「隔蓂記」の世界』, 
思文閣出版, 1998. pp. 2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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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쿄토의 마치슈 

  앞서 III장에서는 <유교수차도>가 모모야마 시기 히데요시를 환기시
키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보았다. IV장에서
는 이러한 <유교수차도>를 향유했던 계층으로 쿄토의 마치슈 계층을 
상정하여 이들이 향유했던 노가쿠의 요곡,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 등
의 연장선상에 <유교수차도>가 위치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호
코쿠제례도> 안에서 마치슈가 <유교수차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쿄토의 마치슈에게 히데요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였으며, 왜 이들은 히데요시를 환기시키는 그림을 향유하
고자 했을까? 그리고 하세가와파가 <유교수차도>를 그린 의미는 무엇
일까? 나아가 쿄토의 마치슈 중 <유교수차도>의 주문자로 상정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케이쵸(慶長) 연간의 정치 구도 
  1598년 8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종을 앞두고 토쿠가와 이에야
스(德川家康),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코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등의 
오대로(五大老)를 불러 유언을 남겼다. 유언은 자신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와 이에야스의 손녀를 혼인시키고, 히데요리로 하
여금 권력을 잇도록 오대로가 도와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야스가 모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히데요시는 혼인 관계를 통해 이
를 억제하고자 하였고 이에야스를 포함한 가신들을 불러 히데요리의 
승계를 다짐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죽음 이
후 가신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던 마에다 토시이에마저 1599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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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사망하게 되자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 등 이른바 무단파(武断
派) 무장들과 문치파(文治派)인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간의 갈등
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에야스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1599년 윤삼월 
13일에 후시미성에 입성했다. 당시 히데요시가 가진 권력의 상징이었
던 후시미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유언을 거스
르고 권력으로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을 의미했다.123) 이후 
1600년 6월 16일 이에야스가 우에스기 카게카츠(上杉景勝)의 토벌을 
위해 아이즈(会津)로 간 사이 모리 테루모토를 총대장으로 하고 이시
다 미츠나리 등이 합세한 서군(西軍)이 거병(擧兵)하였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지키고 배신자들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동군(東軍)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토요토미 가문의 가신들 중 무단파에 속하는 세력
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는 이에야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아직은 그가 히데요시의 가신으로서 주군을 지킨다는 명분을 유
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군은 세키가하라(関ケ原) 전투에서 승리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죽음 이후의 혼
란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시대 구분에서 세키가하라 전투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1600년부터 토요토미 가문이 멸망하는 1615
년까지를 에도 막부의 초기로 분류하기도 한다.124) 세키가하라 전투
에서 승리한 후 1603년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했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시기를 에도시대 초기로 

123) 당시 기록에는 이에야스의 후시미성 입성에 대해 “천하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III장 각주 71 참조.)

124)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한 이른바 아즈치・
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가 끝난 시기에 대해서는 히데요시가 죽은 
1598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1600년, 이에
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한 1603년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 문
화사적으로는 토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1615년까지를 아즈치・모모야마시
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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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것은 이후 250여 년 간 에도 막부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론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에도 막부의 위상은 
불안정했고 이에야스에게는 여전히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토요토미 가문은 히데요시의 후계자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
는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가문의 재흥을 꾀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토요토미 가문이 주력한 것은 사원의 건립 및 수리 사업이었다. 
  토요토미 가문은 히데요시가 죽은 1599년부터 1614년 사이에 90개 
이상의 불교 및 신도 사원을 건립하고 수리하였다.125) 이러한 토목 
사업의 후원은 히데요시가 생전에 재건을 약속했던 곳, 그리고 히데
요시 생전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26) 나아가 
이즈모 신사(出雲大社)와 호류지(法隆寺) 등 일본의 역사적 아이덴티
티(identity)와 관련되는 곳에 대한 재건도 실시함으로써 이세신궁(伊
勢神宮)의 시키넨센구(式年遷宮)를 부활시킨 히데요시의 정책을 계승
하였다.127) 히데요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후원자로 칭송받았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니었지만 토요토
미 가문은 히데요리를 내세움으로써 히데요시의 권위를 잇는 상징으
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권위는 히데요리가 성인
이 되는 순간 실질적인 권위로 전환될 예정에 있는 것이었다. 
  한편 고요제이 천황(後陽成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황실 및 쿠게 세

125) Andrew M. Watsky, Chikubushima: Deploying the Sacred Arts 
in Momoyama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4), p. 221. 

126) 쇼코쿠지(相国寺), 난젠지(南禅寺), 세이료지(清凉寺), 엔랴쿠지(延暦寺), 
다이고지(醍醐寺) 등이 히데요시가 생전에 재건을 약속했던 사찰에 해당
한다. 한편 히데요시 생전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의 재건에는 그가 발원한 
대불이 안치되어 있던 호코지(方広寺)와 1587년 다회(茶会)를 열었던 키
타노 신사(北野神社) 등이 해당된다. Andrew M. Watsky, 위의 책, pp. 
221-224.  

127) 20년마다 이세 신궁을 다시 짓는 시키넨센구는 히데요시가 1585년 재
개하기 전까지 약 120년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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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역시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 오
닌・분메이의 난 이후 황실은 천황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함께 그 권위도 잃어가고 있었다.128) 
16세기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러한 황실의 권위를 되살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129) 특히 히데요시는 1588년 고요제이 천황의 쥬라쿠
다이 행차를 성대하게 열었고 1590년에는 천황을 위한 고쇼(御所)를 
수리 및 신설했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지원 아래 고요제이 천황은 일
련의 칙판(勅版) 사업 등을 통해 복고적인 문화 정책을 펼치며 과거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다.130) 그러나 히데요시가 죽고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한 후 황실과 막부 간에는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는 
막부가 황실이 갖고 있던 권리를 축소하고 막부 중심의 체제를 만드
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609년 궁중에서 이른바 이노쿠마사건
(猪熊事件)이라고 불리는 스캔들이 일어나자 막부는 황실 내부의 일임

128) 고츠지미카도 천황(後土御門天皇, 1442-1500, 재위 1464-1500)이 
1500년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에 시신은 40일 
넘게 창고에 방치되었다. 

129) 오다 노부나가는 오기마치 천황(正親町天皇, 1517-1593, 재위 
1557-1586)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568년 쿄토에 들어왔다. 그는 천황
의 칙령을 내세워 1570년 아사쿠라 요시카게(朝倉義景) 및 아자이 나가마
사(浅井長政)와의 전쟁, 1573년 무로마치 막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
(足利義昭)와의 전쟁, 1580년 이시야마 혼간지(石山本願寺)와의 전쟁 등
에서 적과의 강화(講和)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부나가
는 조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130) 고요제이 천황은 1593년 분로쿠칙판(文禄勅版)으로  「고문효교(古文孝
教)」를, 1597년 게이초칙판(慶長勅版)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 『금수단
(錦繍段)』 등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칙판물은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에서 
가져온 금속활자, 인쇄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분로쿠칙판은 일
본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한 최초의 인쇄물로 알려져있다. 고요제이 천황의 
문화 정책은 12세기 궁중 문화를 보호하고자 했던 고시라카와 천황(後白
河天皇, 1127-1192)을 모범으로 삼고 이루어졌다. Elizabeth Lillehoj, 
Art and Palace Politics in Early Modern Japan, 1580s-1680s 
(Leiden: Brill, 2011),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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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쿄토소사대에 명령해 엄벌을 내리도록 했다.131) 그리
고 이 사건을 빌미로 이에야스는 공가중법도(公家衆法度)와 금중병공
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 등을 통해 황실의 권한을 빼앗고 그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132) 1611년 고요제이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
한 고미즈노오 천황(後水尾天皇) 역시 막부와 갈등하였으며, 1627년
의 이른바 자의사건(紫衣事件)은 막부의 권력이 황실의 권위를 넘어섰
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133) 그러나 이에야스와 토요토
미 가문이 갈등하던 시기에 황실의 권위는 아직 실추되지 않았고 정
국(政局)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히데요시가 죽은 1598년부터 오사카 여름의 진으로 토요토
미 가문이 멸망한 16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도(首都) 쿄토는 정
치 세력들 사이의 긴박한 긴장이 감돌고 있던 공간이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환영(幻影) 아래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자 했고 토요토미 가문은 히데요시의 권력을 잇고 가문을 부흥시키고
자 하였다. 한편 황실은 히데요시의 후원 아래 키워온 조정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 구도 아래에서 쿄토의 마치슈는 비

131) 쿠게 귀족인 이노쿠마 노리토시(猪熊教利) 등을 중심으로 궁녀와의 밀
통이 발각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막부가 황실의 일에 간섭한 것은 
고요제이 천황의 퇴위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132) 공가중법도(公家衆法度)는 조정의 관리나 궁녀의 임명에 대해 막부가 
간섭할 수 있게 된 법도로 1613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금중병공가제법도
(禁中並公家諸法度)는 천황 및 쿠게 귀족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한 규정
으로 1615년 제정되었다. 

133) 자의 사건은 천황이 고승에게 자주색 법의를 입도록 허락한 것을 에도 
막부의 지시로 취소한 사건이다. 1613년에 제정된 ‘오산십찰출세입원법도
(五山十刹出世入院法度)’에 따르면 쿄토 오산으로 지정된 사원 이외의 절
에서 승려가 자주색 법의를 입을 경우 설사 천황이 허가할 경우에도 막부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627년 막부의 조사에 의해 약 90여 
명의 승려가 신고 없이 자주색 법의를 입은 것이 발견되어 그 지위가 몰
수되었다. 다시 말해 조정의 권력보다 막부의 권력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
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미즈노오 천황은 양위
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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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
표 역할을 하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가
문 중 어느 세력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1604년에 있었던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豊國大明神臨時祭禮)
에 대한 마치슈의 열광적인 참여는 이들이 후자(後者)의 세력을 지지
하고 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1604년의 호코쿠다이묘진(豊國大明神) 임시제례와 쿄토의 마치슈  
  1604년의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는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하
기 위하여 이루어진 임시 제례였다.134) 이 행사의 준비 및 진행 과정
은 당시 정치 세력 간의 긴장 관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었다. 우선 
임시 제례에 대한 논의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승인 아래 시작되었
다. 행사의 준비 역시 토요쿠니 신사(豊國神社)의 신주(神主)인 요시
다 가문과 쿄토소사대(京都所司代)의 이타쿠라 카츠시게(板倉勝重)가 
이에야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제례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토요토미 가문 및 그 가신들이 담당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토요토미 가문은 히데요시를 추모하고 그에 대한 기
억을 소환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에야스는 
이 행사가 토요토미 가문에 대한 막부의 아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134) 1599년 히데요시는 호코쿠다이묘진(豊國大明神)의 신호를 받음으로써 
신이 되었고 그의 신위는 토요쿠니 신사에 모셔졌다. 따라서 그의 죽음 
이후 불교적인 장례 의식이나 연기 법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신에
게 해당하는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히데
요시는 인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3주기, 7주기, 13주기에는 임시제례
라는 형식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3주기에 해당하는 
1600년 8월은 세키가하라 전투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제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04년 8월의 임시제례는 히데요시를 위한 첫 임시
제례였다. 三鬼清一郎, 「豊国社の造営に関する一考察」, 『名古屋大学文学
部研究論集』 98, 名古屋大学文学部, 1987. pp. 195-209.



- 57 -

들을 자신의 신하로 공식화하는 의식이 되기를 희망하였다.135) 그러
나 표면적으로는 두 세력 모두 이 제례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
게 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제례 당일 이에야스 및 그의 가신
들은 후시미성에 머물렀으며 토요토미 가문의 히데요리와 그의 생모 
요도도노(淀殿) 역시 오사카성에 머무르며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제례에 참석한 것은 이에야스의 딸인 동시에 히데요시의 정
실부인이었던 코다이인(高台院)이었다. 토요토미 가문과 이에야스의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녀를 행사에 참석시킨 사실은 이에야스
가 쿄토 사람들이 이 임시제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했는지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례의 준비 및 진행의 한 축을 담당한 신류인 본슌(神龍院梵舜, 
1553-1632)의 일기에는 임시 제례에 관한 기사가 1604년 5월 처음 
등장한다.136) 이때의 기록에는 8월 13일 하루 동안 총 네 개의 행사
로 임시제례가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137) 즉 기마 30기의 행렬, 열 
명에 의한 덴가쿠(田楽) 봉납, 상⦁하경 마치슈들의 춤인 후류오도리
(風流踊), 그리고 사루가쿠(猿楽)의 봉납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구성
이었다. 그러나 6월 12일의 기록에서는 행사의 규모가 한층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138) 기마 30기의 행렬은 200기로 증가했으며 마치슈
들의 후류오도리에 참석하는 인원도 천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제례
의 구성은 시작에 앞서 이루어진 신주의 의례와 마지막에 실시된 가

135)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에야스가 자신의 지위와 체제를 유지하기해 
임시제례를 열었다고 분석했다. 黒田日出男, 『豊国祭礼図を読む』, 
KADOKAWA, 2013.11. pp. 106-108.

136) 요시다 가문의 요시다 카네미(吉田兼見, 1535-1610) 역시 제례의 준비
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일기는 15년 이후의 기록만 남아 있어 
제례의 과정을 살펴보기 어렵다. 

137) 神龍院梵舜, 『梵舜日記』 5월 2일, 16일 기록. 黒田日出男, 앞의 책, 
pp. 105-106에서 재인용. 

138) 神龍院梵舜, 『梵舜日記』 6월 12일 기록. 黒田日出男, 위의 책, p. 
1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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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시[非人施行]가 추가되어 총 여섯 개의 행사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례의 변경 과정은 모두 쿄토소사대인 이타쿠라 
카츠시게와 요시다 가문의 협의 아래 최종적으로는 토쿠가와 이에야
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례 당일인 8월 13일 예상치 못한 비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39) 이 때문에 13일 하루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었
던 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급히 변경되
었다. 즉 14일에는 신주의 의례, 기마행렬, 덴가쿠와 사루가쿠의 봉납
이 이루어지고 15일에는 마치슈들에 의한 후류오도리와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보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이
에야스의 허가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경을 
요청한 세력인데, 사료에는 명확히 쓰여있지 않지만 쿄토의 마치슈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140) 총 여섯 개의 행사로 구성된 제례를 하
루 만에 치르는 것은 본래 시간상 촉박하였으며 그 경우 사람들의 이
목이 집중되는 것은 성대한 200기의 기마 행렬이었을 것이다. 마치슈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후류오도리를 충분히 선보이고자 하였고 
날씨로 인해 제례가 연기된 것은 행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경된 일정에서는 14일에 토요쿠니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의례가 이루어지고, 15일에는 마치슈
들에 의한 후류오도리와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보시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치슈가 원했던 대로 후류오도리는 임시 제례의 클
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후류오도리에 참석한 것은 상경(上京)의 3조, 하경(下京)의 2조로 
각각의 조는 100명으로 이루어져 총 5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그

139) 神龍院梵舜, 『梵舜日記』 8월 13일 기록. 黒田日出男, 위의 책, p. 
113에서 재인용. 

140) 太田牛一, 『豊国大明神臨時御祭礼記録』. 黒田日出男, 위의 책, p. 11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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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각 조는 춤을 추는 100명 외에 쇼기(床几)와 금색 부채를 든 
100명, 호위[警固]를 맡은 100명이 추가되어 총 300명으로 이루어졌
다.141) 다시 말해 후류오도리는 참석 인원만 총 1,500명에 달하는 대
규모 행사였던 것이다. 이들은 히토츠모노(一つ物)라고 불리는 가장
(仮装) 행렬(行列)이 인솔하는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상경의 3조는 천황이 거주하는 다이리(內裏)에서 참배(參拜)를 하고 
춤을 춘 후 토요쿠니 신사로 이동하였다. 하경의 2조는 반대로 토요
쿠니 신사 앞에서 후류오도리를 봉납한 후 다이리로 향했다.142) 15일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다이리와 토요쿠니 신사에서 펼쳐지는 
후류오도리와 이 두 지점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행렬이었
다.143) 이날의 행사는 모든 마치슈들이 관람하였고 임시 제례는 엄숙
한 분위기가 아닌 하나의 마츠리처럼 마치슈들이 즐기는 무대가 되었
다. 여기에서 도소와 같은 상층 마치슈와 일반 마치슈 간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루어진 15일의 행사는 마치슈
들이 인간이면서 신이 되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추모 의식에 
어느 정도로 호응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가 죽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슈들은 
여전히 히데요시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히데요시
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마치슈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그

141) 太田牛一, 『豊国大明神臨時御祭礼記録』. 黒田日出男, 위의 책, p. 129
에서 재인용.

142) 太田牛一, 『豊国大明神臨時御祭礼記録』. 黒田日出男, 위의 책, p. 128
에서 재인용.

143) 토요쿠니 신사 일대는 쿄토 내에서 히데요시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성역(聖域)이었다. 히데요시는 권력을 손에 넣은 이후 가문의 사찰인 호코
지를 중심으로 이곳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토요쿠니 신사와 천황이 있는 
다이리를 오가는 행렬은 그 자체로 히데요시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의미
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廣海伸彦, 「狩野内膳筆「豊国祭礼図屏風」論」, 
『虚実をうつす機知 (風俗絵画の文化学 2)』, 思文閣出版, 2012. pp.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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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하는 향수(鄕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 제례는 토요토미 가문과 이에야스에게 각각 상반된 결과를 안
겨주었다. 토요토미 가문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임시제례를 그림으
로 남기기 위해 카노 나이젠에게 의뢰하여 6폭 1쌍으로 이루어진 <호
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 병풍을 그리게 하였다.144) 이 그림에서 15
일의 행사는 병풍의 좌척에 그려져 있는데 토요쿠니 신사와 토요토미 
가문의 사찰인 호코지(方廣寺)는 오른쪽에 치우쳐있고 화면의 초점은 
마치슈들의 후류오도리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후류오도리가 15일 행
사의 클라이막스였으며 이러한 마치슈들의 호응이 토요토미 가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예상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임시 제례와 
이에 대한 마치슈들의 호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시 제례는 이에야스에게 굴복한 토요토미 가문이나 이에 대한 이에야
스의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
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1610년 이루어진 
히데요시의 13주기를 기념한 임시제례는 그 규모가 훨씬 축소되어 시
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후류오도리 및 보시 행사 등 마치슈들이 참
여하는 행사가 제한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145) 13주기 임시 제례가 
축소된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까지도 히데요시가 여전
히 쿄토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야스는 이를 경계해야 
할 정도로 정권의 기반이 굳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히데요시에 대한 마치슈들의 지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
이었을까? 첫째, 히데요시 개인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144) 黒田日出男, 위의 책, pp. 167-169. 
145) 제례를 주관한 것은 여전히 요시다 가문과 막부였지만 1604년의 임시

제례에 비해 기마 행렬은 10분의 1 이하로 축소되었고 상경・하경 마치
슈들에 의한 후류오도리의 봉납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1610년의 임시제
례는 작은 규모로 행해졌다. 黒田日出男, 위의 책, pp. 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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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인 관백(関白)의 
지위에 오른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었다. 또한 죽은 후에는 ‘호
코쿠다이묘진(豊國大明神)’이라는 신의 위치에까지 도달하였다.146) 그
렇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도 그에 대한 민중들의 향수는 이
어졌으며 그 결과 오타 규이치(太田牛一)의 『타이코쿤키(太閤軍記)
』,147) 오제 호안(小瀬甫庵)의 『타이코키(太閤記)』 등을 비롯하여 다양
한 히데요시의 전기(傳記)가 모모야마시대 및 에도시대에 만들어졌
다.148) 또한 이를 바탕으로 히데요시의 생애는 군기물(軍記物), 닌교
죠루리(人形浄瑠璃), 카부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향유되었다. 한
편 히데요리를 상주로 요도도노(淀殿) 등의 친족과 가신들이 참여하는 
가상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풍신관백장식기(豊臣関白葬式記)」 , 
「수길공어장식어행렬기(秀吉公御葬式御行烈記)」 등으로 만들어져 유
통되기도 했다. 히데요시는 죽은 후 신성(神性)을 부여받으면서 장례
식은 호코쿠다이묘진에 대한 이에야스 이하 여러 다이묘에 의한 참배
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치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기록의 
유통은 공식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던 히데요시의 장례식에 대한 민중
들의 아쉬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중들은 히데요시라는 개
인을 동경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이것은 가신
인 이에야스의 배신에 의해 남겨진 히데요리와 미망인 등 유족에 대

146) 히데요시 전에 인간으로서 신이 된 것은 헤이안시대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菅原道真, 845-903) 뿐이었다. 예수회 선교사의 보고서에서는 오다 
노부나가 역시 천황을 넘어선 존재가 되고자 한 것으로 전하지만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47) 전체 2권으로 된 이 책은 현존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발췌한 『大かうさ
まくんきのうち』가 현재 게이오기쥬쿠대학(慶應義塾大学)에 소장되어 있
다. 1974년 6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48) 그밖에 에도시대 초기에 카와즈미 사부로우에몬(川角三郎右衛門)이 쓴, 
『카와즈미타이코키(川角太閤記)』, 안에이(安永) 연간(1772-1781) 쿠리하라 
류안(栗原柳庵)이 쓴 『신쇼타이코키(真書太閤記)』, 오카다 교쿠잔(岡田玉
山, 1737-1808)이 그림을 그린 『에혼타이코키(絵本太閤記)』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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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정심으로 이어져 히데요시를 향수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히데요시 지배 아래 일본이 이룩한 번영 역시 민중들로 하여
금 히데요시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금광의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쿄토, 사카이(堺), 하카타(博多)와 같은 상업 
도시의 발달로 인해 금의 유통량이 증대되었다.149) 또한 서양 선교사 
및 상인들에 의해 새로운 종교와 이국적인 문물이 전례 없이 유입되
기도 했다. 이러한 번영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놀라움
은 “지금이 바로 미륵의 시대”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
다.150) 특히 쿄토는 히데요시의 지배 아래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데요시는 도시 개조 사업을 통해 쿄토를 상업 
중심의 근세 도시로 변모시켰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히데요시가 
구상한 국가 계획의 일환이었지만 쿄토의 마치슈들에게도 이익이 되
는 것이었다. 특히 지자전 면제 정책은 쿄토 마치슈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이에야스에 의해 진행되었던 막부 중심의 중앙 집
권화에 대한 반감도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에야스는 막부 수립 후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막부 중심 체제를 만
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천황과 황실의 권한을 조금씩 빼앗
았을 뿐만 아니라 쿄토의 마치 역시 막부의 체제 아래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본래 마치는 토시요리(年寄)를 그 대표자로 두고 실무를 담당
하는 사람은 쵸다이(總代)라는 명칭 아래 따로 두었다. 토시요리의 경

149) 미우라 죠신(三浦淨心, 1565-1644)은 1614년 출판한 「케이쵸견문집(慶
長見聞集)」에서 “내가 어릴 때는 1량, 2량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었고 30
량, 50량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는 유덕자(有德者)처럼 생각되었는데...
(중략)...오늘날에는 민,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을 5량, 10량 들고 다니며 
부자[分限者]인 마치슈들[町人連]은 500량, 600량 들고 다니기도 한다”고 
쓰고 있다. 林屋辰三郎, 앞의 책, p. 179에서 재인용. 

150) 미우라 죠신, 「케이쵸견문집」의 머릿말. 林屋辰三郎, 위의 책, P. 17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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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마치 내부의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쵸다이의 경우에는 
마치의 이익과 꼭 일치하는 사람이 맡을 필요는 없었다. 16세기 마치
의 공식 문서에는 토시요리가 마치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도 막부 수립 후 쵸다이의 권한이 조금씩 강화되
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막부의 입장에서는 실무 담당인 쵸다이와 직
접 소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1607년 막부와의 교
섭 문서에 토시요리와 함께 쵸다이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이를 반영
하는 것이다.151) 이처럼 막부에 의해 쵸다이의 지위가 높아졌고 이러
한 정책의 시행과 함께 쵸다이 역시 마치에 대한 지배자적 의식을 키
워갔다. 나아가 칸에이(寛永) 연간(1624-1645)에서 칸분(寛文) 연간
(1661-1672)에 이르는 시기에는 쵸다이를 중심으로 막부의 명령이 상
명하달 식으로 마치에 전달되는 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쿄토의 
마치는 자율성을 조금씩 잃어갔고 17세기 후반에는 막부의 중앙 집권
적인 체제에 복속되었다. <유교수차도>가 유행했던 1600년대는 바로 
이러한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던 초기였다. 이에 대한 마치슈들의 정
치적 반감은 비교적 자율성을 유지했던 히데요시 지배하의 쿄토를 그
리워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1604년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에서 보여준 마치슈들의 열광적인 
참여는 케이쵸 연간에 이들이 여전히 히데요시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토요토미 가문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이에야
스, 토요토미 가문, 천황 간의 정치적 긴장이 팽배한 1604년 시점에
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막부가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1615년 토요토미 가문의 멸망 후 막부에 의해 호코지, 토요쿠니 
신사 등 히데요시와 관련된 흔적이 모두 지워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유교수차도>는 이러한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의 맥락 아래에서 
그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되고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151) 林屋辰三郎, 위의 책,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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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3. 마치슈로서의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하세가와 토하쿠를 중심으로 하는 하세가와파가 <유교수차도>를 그
리게 된 것은 우선 이러한 마치슈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하쿠는 비록 혼슈(本州) 북부의 노토(能登) 
출신이지만 1570년대에 상경하여 오랫동안 쿄토에 살았다. 특히 그가 
거주한 곳은 쿄토의 오랜 상업지구인 산죠(三条) 일대로 이곳은 대표
적인 마치슈의 주거지역이었다.152) 또한 그는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
던 시기를 제외하면 마치슈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기 전에는 에야(繪屋)로서 공방을 경영하며 마치
슈를 대상으로 한 그림을 그렸고, 히데요시가 죽고 난 후 하세가와파
는 마치슈의 기호에 맞는 야마토에 계열 병풍화를 공방의 주요 상품 
중 하나로 하였다.153) 마지막으로 토하쿠는 고향인 노토에서부터 신
실(信實)한 법화종 신도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마치슈
에 소속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토하쿠는 거주지, 직업 및 주요 
고객층, 종교라는 세 측면에서 마치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
문에 스스로를 마치슈의 일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쿄토의 마치슈가 공유했던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에도 공감하고 있었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토하쿠가 히데요시를 후원자로 두

152) 산죠 일대 중에서도 히데요시의 쿄토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존재
했던 남부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宮島新一, 『長谷川等伯: 真にそれぞ
れの様を写すべし』, ミネルヴァ書房, 2003. pp. 97-99. 

153) 미야지마 신이치는 <유교수차도> 등 하세가와파의 야마토에 계열 병풍
에서 인장이 찍혀있지 않는 작품이 많은 것도 이처럼 공방을 중심으로 하
는 에야라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宮島新一, 위의 책,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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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이다. 1591년 8월 히데요시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아들인 
츠루마츠(鶴松)가 태어난 지 불과 3년 만에 사망하였다. 히데요시는 
츠루마츠를 위해 쇼운지(祥雲寺)를 건립하였는데 당시 이곳은 “쿄토 
최고의 사찰”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154) 토
하쿠는 이러한 쇼운지의 내부를 장식하는 장벽화를 담당하였다(도 40, 
41).155) 하세가와파는 이 작업을 통해 카노파에 견줄 만한 화파로 성
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156) 이후에도 토하쿠와 하세가와파
는 산보인(三寶院) 장벽화,157) 히젠 나고야성158) 등 히데요시와 관련

154) 당시 쇼운지는 쿄토최고의 대사원으로 칭해졌다. 山根有三, 앞의 책, 
p. 212.  

155) 쇼운지 장벽화는 토하쿠와 아들인 큐조(久蔵)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의 
협력 아래 그려졌다. 츠루마츠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려지기 시
작하여 3주기인 1593년 8월 이전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쇼운지
는 토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후 건물 및 땅이 진언종 사찰인 치샤쿠인(智
積院)으로 이관되었고 이때 장벽화도 함께 옮겨졌다. 이후 두 번의 화재
를 거치며 창건 시에 그려진 장벽화의 반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국보로 지정된 <앵도(櫻圖)>, <풍도(楓圖)> 등은 모모야마시대
의 금벽장벽화로 유명하다. 쇼운지 장벽화와 토요토미 사후 야마토에 계
열 병풍화에서 나타나는 채색화가로서 토하쿠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조. 黒田泰三, 「色彩画家としての長谷川等伯」, 『出光美術館研究紀
要』 10, 2004. pp. 93-113.  

156) 카노파가 아닌 토하쿠가 쇼운지의 장벽화를 그린 것은 1590년 카노파
를 이끌던 카노 에이토쿠가 사망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당시 쿄토 봉행으로서 쇼운지 건설을 감독하였던 마에다 겐이
의 역할도 컸을 것이다. 마에다 겐이는 1590년 고요제이 천황의 어소 조
영을 감독하기도 했다. 본래 어소 내부의 장벽화는 에이토쿠를 중심으로 
하는 카노파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마에다 겐이에 의해 토하쿠가 맡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노파는 쿠게의 실력자 카쥬지 하레
토요(勧修寺晴豊)를 통해 이 계획을 저지하였고 그 기록은 하레토요의 일
기 『晴豊日記』에 등장한다. 이 기록은 토하쿠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토하쿠와 마에다 겐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157) 본래 산보인 건물은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1593년에서 1594년에 걸
쳐 코후쿠지(興福寺) 금당(金堂) 앞 정원에 가쿠야(楽屋)로 지은 것이다. 
예정이 변경되어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1598년 고다이지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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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갔다. 나아가 히데요시의 
가신들과 그와 교류한 선승들의 초상화 및 이들과 관련된 건축물에 
장벽화를 그리면서 토하쿠는 자신의 화명(畫名)을 높이고 화파의 세력
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토하쿠는 화가로서 성장의 기
회를 준 후원자 히데요시에 대해 각별한 은혜[恩]의 감정을 느끼지 않
았을까. 물론 히데요시와 같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후원자가 토하쿠
와 같은 화가와 반드시 대면(對面)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었을 필연성
은 없다. 쇼운지의 경우에도 건립의 실무는 당시 쿄토봉행(京都奉行)
이었던 마에다 겐이(前田玄以)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아끼던 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면 히데요시와 토하쿠 사이에
는 평균적인 후원자와 화가 사이보다는 많은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토하쿠는 이때 가지게 되었던 특별한 은혜의 감정을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하세가와파와 카노파가 보이는 서로 다른 전략 속에서 이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카노파 역시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은 화파였다. 히데요시는 특히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어용 화가로 아즈치성(安土城)의 장벽화를 
그리기도 했던 카노 에이토쿠(狩野永德)를 중용(重用)하였다.159) 히데

와 다음 해에 산보인으로 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축 시에 건물의 규
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장벽화 역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山
根有三, 「長谷川派金碧障壁画の研究」, 『桃山絵画研究』, 中央公論美術出
版, 1998. pp. 135-136.

158) 히젠 나고야성의 장벽화는 카노 미츠노부를 중심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타이코키』에는 장벽화 중 하나를 하세가와 헤이조(長谷川平蔵)의 것으로 
쓰고 있다. 이 화가는 하세가와파를 대표하여 히젠 나고야성의 작업에 참
여할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름을 가지는 화가
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야마네 유조는 같은 시기 산보인 장벽화
에 참여하지 않았던 토가쿠(等学)가 이 헤이조였을 것으로 보았다. 山根
有三, 앞의 책, p. 213.  

159) 에이토쿠가 그린 아즈치성의 장벽화에 대해서는 Carolyn 
Wheelwright, "A Visualization of Eitoku's Lost Paintings at Az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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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가 계획한 오사카성, 쥬라쿠다이, 텐즈이지(天瑞寺), 고요제이 천
황의 어소(御所) 등에 그린 장벽화는 모두 에이토쿠가 담당하였다.160) 
1590년 에이토쿠가 죽은 후 카노 미츠노부(狩野光信)가 이끄는 카노
파 역시 후시미성, 히젠 나고야성의 장벽화 등을 담당하는 등 지속적
인 후원을 받았다.161)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데요시가 죽은 
후 황실, 토요토미 가문,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세력 사이에는 긴
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미츠노부가 이끄는 카노파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파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162) 카노 타카노
부(狩野孝信)는 황실을 위한 어용화가[禁裏繪師]로 임명되어 그림을 
그리는 한편 카노 나이젠은 <호코쿠제례도>처럼 토요토미 가문의 의
뢰를 받은 그림을 그렸다. 한편 카노 타카노부의 아들 카노 탄유(狩野
探幽)는 에도로 이주하여 토쿠가와 막부를 위한 어용화가로 일하였다. 
즉 카노파는 1600년대에 천황, 토요토미 가문, 토쿠가와 막부 각각의 
세력을 위한 화업에 모두 종사하면서 이른바 ‘삼면작전(三面作戰)’으
로 화파의 생존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토요
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황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권력을 안
정화해감에 따라 탄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도의 카노파는 화단에서 카
노파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세가와파의 경우는 달랐다. 이 시기 하세가와파가 천황과 

Castle," George Elison and Bardwell L. Smith eds., Warlords 
Artists and Commoners: Japan in the Sixteenth Centu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pp .89-111 참조. 

160) 오사카성은 1583년, 쥬라쿠다이는 1585년, 텐즈이지는 1588년, 어소는 
158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1580년대 히데요시와 관련한 주
요 건축물의 장벽화는 에이토쿠가 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山根有三, 
「桃山時代絵画槪論」, 『桃山絵画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98. pp. 
13-14.   

161) 히젠 나고야성은 1593년, 후시미성은 1594년 건설되었다. 山根有三, 
위의 글, pp. 18-19. 

162) 黒田泰三, 「長谷川等伯と狩野探幽 - 探幽の紙中極をめぐって」, 『出光
美術館研究紀要』 9, 200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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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를 위한 화업에 종사했다는 증거로서의 그림은 발견되지 않는
다.163) 히데요시 사후 하세가와파는 마치슈를 대상으로 하는 야마토
에 계열 병풍화에 치중하는 한편 토하쿠는 난카 겐코(南化玄興),164) 
호소카와 타다오키(細川忠興),165) 카네모리 요시시게(金森可重),166) 쿠
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167) 등 히데요시와 관련된 무사, 선승들이 건
립한 사원에 수묵장벽화를 그렸다. 말하자면 히데요시의 후원이 끊긴 
뒤 화파 차원에서는 마치슈라는 새로운 고객층을 찾고 토하쿠 개인의 
차원에서는 히데요시와 관련되는 주문자의 의뢰에 대응한 것이다. 또
한 황실과 막부를 위해 그린 작품은 전해지는 것이 없는 반면 토요토
미 가문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암시하는 작품은 존재한다. 토요토미 
히데요리는 1607년 키타노사(北野社)를 크게 수리하였는데 그 다음 
해에 토하쿠는 이곳에 <벤케이·쇼순상기도회마(弁慶昌俊相騎圖繪馬)>
를 봉납했다(도 42).168) 이 그림은 금색 바탕의 나무판에 채색을 한 

163) 물론 토하쿠는 1604년 천황으로부터 홋쿄(法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카노 타카노부나 카이호 유쇼(海北友松, 1533-1615)와 같이 천
황을 위해 활동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164) 묘신지(妙心寺)의 탑두 린카인(隣華院)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1554-1626)의 후원을 받아 난카 겐코를 개조로 하여 1599년 창건되었다. 
내부에는 토하쿠가 그린 수묵 산수도 후스마에 20면이 현존한다. 

165) 코토인(高桐院)은 호소카와 타다오키에 의해 1602년 창건되었다. 내부
에는 토하쿠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수묵화가 후스마에로 현존한다. 

166) 다이토쿠지 내의 콘류인(金龍院)은 카네모리 요시시게에 의해 1603년 
경 창건되었다. 내부에는 토하쿠가 그린 수묵의 산수화 등이 존재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167) 다이토쿠지의 탑두 료코인(龍光院)은 쿠로다 나가마사에 의해 1608년 
8월 지어졌다. 내부의 후스마에를 운코쿠 토간(雲谷等顔, 1547-1618)과 
토하쿠가 나누어 그렸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168) 이 그림은 미나모토 요시츠네(源義経, 1159-1189)의 목숨을 노린 토사
노보 소슌(土佐坊昌俊)을 무사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가 붙잡아 말에 태
워 가는 일화를 그리고 있다. 가로 407cm, 세로 275cm의 대화면에 그려
져 있어 토하쿠의 그림 중 1599년 혼포지에 기진한 <대열반도>에 이어 
두번째로 큰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에는 봉납명이 쓰여 있어 
1608년 6월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는데 토하쿠는 불과 1년 반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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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면의 작품으로 토하쿠는 죽기 1년 반 전에 이러한 대작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토하쿠는 히데요시라는 후원자의 죽음 이후 천황과 
막부라는 새로운 후원자와의 관계를 모색하지 않고 말년까지 토요토
미 가문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화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후원자를 구하여 화파의 경제적 기반을 유
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하
세가와파를 이끈 토하쿠의 행보는 그와 히데요시 사이에 밀접한 관계
가 존재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유교수차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치슈들이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의 맥락 아래에서 그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유한 그림이
었다. 다시 말해 <유교수차도>를 그린다는 것은 토요토미 가문에 대
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에 찬동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당시 
이른바 ‘삼면작전’을 펼치던 카노파라면 아무리 <유교수차도>가 유행
하고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민감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
을 것이다. 반면 토하쿠를 중심으로 한 하세가와파는 <유교수차도>를 
창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이는 하세
가와파가 히데요시에 대한 마치슈의 향수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후원자 히데요시와 토하쿠 사이의 밀접한 관계 역시 이것을 가
능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유교수차도>
는 다른 화파가 아닌 토하쿠와 하세가와파를 중심으로 창안되었으며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1610년 2월 24일에 사망하였다. 山根有三, 「等伯筆 竹虎図屏風をめぐっ
て」, 『桃山絵画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98.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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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자로서의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교수차도>의 주문자 중 한 사람으로 쿄토의 
상층 마치슈였던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를 상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20여 
작품 이상이 현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문자에 대해 모두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다. 그러나 <유교수차도>의 
향유층을 마치슈 계층이라고 결론짓는 것에서 나아가 그 구체적인 모
습을 살펴보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하쿠의 
기준인이 있으며 <유교수차도>의 정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코세
츠본을 토하쿠의 작품으로 보고, 토하쿠와의 관련성 속에서 주문자로
서의 혼아미 코에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혼아미 가문은 도검(刀劍)의 감정을 직업으로 하고 무로마치시대부
터 막부를 위해 일한 가문이었다. 쿄토에서도 법화종 신도로서 오랫
동안 전문직을 유지한 유서 깊은 마치슈에 해당했다. 혼아미 코에츠
는 이러한 혼아미 가문에서 태어나 모모야마시대 말부터 에도시대 초
기에 걸쳐 도예, 글씨, 마키에, 출판, 차노유(茶の湯) 등 다양한 문화
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혼아미 가문과 하세가와 토하쿠의 
접점은 우선 1592년경 만들어진 토하쿠의 화론서 『토하쿠가세츠(等伯
畵說)』 안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69) 토하쿠는 모쿠안(默庵, 
?-1345)170)의 <오위로도(五位鷺圖)>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그림이 혼

169) 『토하쿠가세츠』는 토하쿠가 구술한 내용을 혼포지 10대 주지인 닛츠가 
필사한 화론서이다.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은 1590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
으로 보인다. 일본의 화론서가 카노파의 『혼쵸가시(本朝畵史)』 로 대표되
듯 17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16세기 말
에 만들어진 『토하쿠가세츠』는 이른 시기의 화론서로 주목할 만하다. 『토
하쿠가세츠』의 원판 사진을 포함한 주해는 源豊宗, 「『等伯画説』考註」, 
『日本美術史論究 源豊宗著作集 5: 室町』, 思文閣出版社, 1979. pp. 
421-528. 

170) 모쿠안(默庵)은 카마쿠라시대 말기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승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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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테이(本光渟)의 주선(周旋)에 의해 거래되었다고 쓰고 있다.171) 혼
코테이는 혼아미 코에츠의 사촌인 혼아미 코테이(本阿弥光渟)를 가리
키는 것으로 토하쿠가 혼아미 가문의 예술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안휘(顔輝)172)의 인물화를 설명하는 항목에는 <철
괘선(鉄拐仙)> 그림을 혼아미 코에츠가 모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다.173) 물론 이러한 기록들이 토하쿠와 혼아미 가문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토하쿠는 『토하쿠가
세츠』에서 그와 교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내용을 바
탕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하쿠가 당시 문화적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 혼아미 가문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혼아미 코에츠와 토하쿠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접점은 쿄토의 법화
종 16본산 중 하나인 혼포지(本法寺)를 매개로 한 것이다. 혼아미 가
문은 승려 닛신(日親, 1407-1488)이 혼포지를 창건할 때부터 이곳을 
보다이지(菩提寺)174)로 하면서 대대로 가문 대 사원간의 긴밀한 관계
를 맺어왔다.175) 1587년 히데요시의 명에 의해 혼포지가 현재 위치에 
옮겨왔을 때도 혼아미 코에츠와 그의 부친인 혼아미 코지(本阿弥光
二)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176) 이 시기 혼아미 가문의 거주지

171) “本光渟へヒケイシテ遣也”, 『等伯畵說』 38조.  源豊宗, 앞의 책, p. 
484. 

172) 안휘는 중국 원대 초기의 화가이다. 쿄토 치온지(知恩寺)에 그의 <하마
철괘도(蝦蟇鐵枴圖)>가 전해진다. 

173) “テツカイ仙光悦写之”, 『等伯畵說』 78조. 源豊宗, 앞의 책, p. 511. 다
만 미나모토 토요무네는 모사한 사람의 이름을 ‘코에츠’로 해석하는 경향
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신은 “코에츠로 읽는 것이 주저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74) 보다이지는 선조 대대로 위패를 모실 절을 가리킨다. 
175) 코에츠의 증조부인 혼아미 혼코(本阿弥本光)는 무로마치 막부의 6대 쇼

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敎)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때 혼코는 옥중에서 승려 닛신을 만났고 그의 교화에 의해 신실한 법화종 
신도가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닛신이 혼포지를 창건하는 데에도 지원
하였다. 河野元昭, 『光悦』, 宮帯出版社, 2015. pp. 66-71. 

176) 茶道資料館, 『本法寺の名宝: 光悦・等伯ゆかりの寺』, 茶道資料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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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포지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혼아미 코에츠는 평생 신실한 법화종 
신도로서 활동하였다.177) 한편 토하쿠의 생가인 오쿠무라(奥村) 가문
은 혼넨지(本延寺)를 보다이지로 삼았다.178) 혼넨지는 노토(能登) 지
방에 있는 혼포지의 말사(末寺)로서 토하쿠는 이러한 인연으로 1570
년대에 상경하여 쿄토에 자리를 잡을 때 혼포지에 거주하기도 했
다.179) 노토 시절 노부하루(信春)라는 이름으로 불화를 그리며 활동했
던 토하쿠는 혼포지에 머무르며 다양한 습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그
림 양식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180)

  혼아미 코에츠와 토하쿠의 교류는 혼포지의 10대 주지인 닛츠(日
通)를 매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닛츠는 1587년 코에츠와 그
의 아버지 코지의 재정적 지원 아래 혼포지가 현재 위치로 이전했을 
당시 주지를 맡고 있었다. 닛츠는 혼아미 가문의 보다이지인 혼포지
의 주지로서 코에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또한 닛츠는 
토하쿠의 구술을 필사함으로써 『토하쿠가세츠』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토하쿠는 쿄토에서 혼포지를 보다이지로 삼았던 한편 
닛츠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갔다. 토하쿠가 그린 닛츠와 그의 어머

2014. p. 10.  
177) 그는 1615년 토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쿄토 북부의 타카가미네(鷹峯)

의 땅을 하사받아 일가와 직인들을 이끌고 이주하였다. 이 마을이 이른바 
코에츠의 ‘예술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뒷날 오가타 코린의 아버지가 된 
오가타 소켄(尾形宗謙)도 여기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단순히 예
술인들의 마을이 아니라 코에츠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법화종의 종교적 
이상을 구현한 마을이었다. 河野元昭, 앞의 책, pp. 20-21.  

178) 그는 오쿠무라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염직업을 하는 하세가와(長
谷川) 가문의 양자로 보내졌다. 오쿠무라 가문과 하세가와 가문은 모두 
법화종의 절을 보다이지로 두는 법화신도의 가문이었다. 토하쿠가 노토에
서 불화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한 것도 염직업을 하는 하세가와 가문의 직
업적 영향뿐만 아니라 두 가문의 종교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79) 宮島新一, 앞의 책, p. 99. 
180) 노부하루 인장이 찍힌 토하쿠의 산수화 및 화조화는 이러한 습작 활동

을 반영하는 것이다. 山根有三, 「等伯研究總論」, 『桃山絵画研究』, 中央公
論美術出版, 1998. pp. 3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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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초상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해준다.181) 더욱이 토하쿠가 쿄토에
서 사람들을 만나며 문화적 소양을 쌓아가는 데에는 닛츠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182) 따라서 적어도 『토하쿠가세츠』가 
쓰여진 1590년경부터 토하쿠가 사망한 1610년에 이르는 20여 년 동
안 닛츠를 매개로 토하쿠와 혼아미 코에츠가 교류하고 있었을 가능성
은 매우 높다. 토하쿠가 『토하쿠가세츠』에서 혼아미 가문의 예술 활
동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교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모야마시대 문화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던 혼
아미 코에츠가 화가인 토하쿠에게 그림을 주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혼아미 코에츠는 <유교수차도>를 주문한 주문자로서의 조
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혼아미 코에츠는 칸제 코
쿠세츠(観世黒雪)와 같은 노가쿠 연기자와 교류하며 노가쿠에 깊은 관
심을 보였다. 그가 출판한 일련의 개인 출판물인 사가본(嵯峨本)에도 
요곡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코에츠요본(光悦謡本)』으로 전해진다. 특
히 여기에는 하시히메 전승을 전하는 「에구치」, 「하시히메」 등의 요
곡이 포함되어 있어 그가 <유교수차도> 이해에 핵심적인 하시히메 전
승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혼아미 코에츠가 만들었
다고 전해지는 <선면류도(扇面流圖)> 병풍에는 <유교수차도>에 등장

181) 한편, 도이 츠기요시는 토하쿠의 둘째 부인이 닛신의 외가쪽 사촌이었
다고 설명하면서 토하쿠와 닛신은 가족관계에 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토하쿠와 닛신의 사적인 친밀함을 잘 설명해준다. 山根有三, 위의 
논문, pp. 320-321. 

182) 토하쿠가 쿄토로 올라와 히데요시의 후원을 받는 데에는 당시 쿄토 봉
행이었던 마에다 겐이(前田玄以, 1539-1602)와 다이토쿠지(大徳寺)의 주
지였던 슌오쿠 소엔(春屋宗園, 1529-1611)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노토 출신의 무명 화가였던 토하쿠가 이들과 교류하는 데에 
닛츠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닛츠는 사카이 상인 집안 출
신으로 리큐와 같은 히데요시 주변의 승려들이나 다이토쿠지와 교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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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처럼 금색의 쟈카고가 화면 아래를 장식하고 있다.183) 또한 
『코에츠요본』의 각 페이지에는 다리, 달, 버드나무, 강물, 쟈카고 등 
다양한 경물로 장식되어 있어 <유교수차도>의 미감과 상통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도 43, 44). 셋째, 혼아미 코에츠는 쿄토의 오래된 마치
슈로서 쿄토의 왕조 문화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였다.184) 이러한 맥락
에서 그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인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의 유교 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185) 따라서 비
록 그가 에도 막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적 반감을 표출한 기록은 
없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황실을 존중했던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적인 교양과 경제력을 갖춘 
혼아미 코에츠가 히데요시를 환기시키는 <유교수차도>의 주문했을 개
연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혼포지라는 명확한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
하쿠와 혼아미 코에츠 사이의 예술적 교류에 대한 가능성은 강조되지 
않았다. 이는 토하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히데요시의 후원 아래 그

183) 이 작품은 岡崎正也의 기증으로 현재 토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다. 쟈카고는 1607년 경 만들어진 『코에츠요본』의 상제본(上製本)에 처음 
등장하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선면병풍(扇面屛風)에도 파도, 다리 등
의 모티프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통해 당시 성행한 <유교수차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山根有三, 『宗達研究 (山根有三著
作集1)』, 中央公論美術出版, 1994. pp. 226-227. 

184) 사가본으로 출판된 책에 일본의 고전 문학인 『源氏物語』, 『伊勢物語』, 
『徒然草』, 『方丈記』가 포함된 것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황실에
서도 이들 작품은 낭독회의 대상이 되는 등 즐겨 읽힌 작품들이었다. 고
요제이 천황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Elizabeth Lillehoj, 앞의 책, pp. 
65-103. 

185) “今時めける林道春など、太子をそしり、兼好法師のつれづれ草、源氏物
語などをそしらるるがごとき、朱晦庵が余風を真似らるる事と、われはお
かしくこそ候へ” 『本阿弥行状記』. 正木篤三, 『阿弥行状記と光悦』, 中央公
論美術出版, 2004.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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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금벽장벽화나 임제종 계열 사찰에 그려진 수묵장벽화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600년대에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
가 마치슈를 대상으로 그린 풍속화, 경물화 등의 야마토에 계열 병풍
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전환기로서 모모야마 
회화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 시기 하세가와파에 의해 그려진 풍속
화와 에도시대 우키요에(浮世繪)의 관계, 그리고 경물화와 린파(琳派)
의 관계는 충분히 살펴볼 의의가 있다.186) 또한 하세가와 토하쿠에 
대한 연구에서 토하쿠 개인이 아닌 하세가와파 전체의 작품을 대상으
로 했을 때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점도 존재한다. 마치슈가 향
유한 <유교수차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모모야마 회화의 특성을 반영
하며 토하쿠 연구의 새로운 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혼포지를 매개로 토하쿠와 접점이 있었던 혼
아미 코에츠를 이러한 <유교수차도>의 주문자 중 한 사람이었을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86) 예를 들어 현재 하세가와파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네즈미술관 소장의 
<浮舟圖屛風>은 1936년 보스턴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소타츠의 
작품으로 전칭되어 소개되었다. 野口剛, 「長谷川左近を読む」, 『原本『古画
備考』のネットワーク』, 古画備考研究会編, 思文閣出版, 2013. pp. 
85-87. 



- 76 -

VI. 결론

  <유교수차도>(코세츠미술관(香雪美術館) 소장품 외 다수)는 한 쌍의 
병풍에 걸쳐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을 배치한 그림으로 그 독특한 
분위기와 장식적인 표현은 모모야마시기 야마토에(大和繪) 계열 병풍
의 한 예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20여 작품 중 세 
점에는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를 비롯한 하세가와
파의 인장이 찍혀있지만 이 작품과 하세가와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쿄토의 마치
슈를 <유교수차도>의 향유층(享有層)으로 상정하고 이 그림이 히데요
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
함으로써 이 작품과 하세가와파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교수차도> 작품군이 양식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이 그림이 하세가와파 내에서 독점적으로 정형화된 분본(粉本)을 
바탕으로 대량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토하쿠의 몰년(沒年)과 
<유교수차도>가 그려진 회화 자료를 통해 이 그림은 1600년경 유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하세가와파가 1633년경 쇠퇴의 길을 걷
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시기 <유교수차도>에 대한 수요가 
이미 줄어들었으며 그림의 제작도 미약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교수차도> 작품군은 하세가와파에 의해 창안되어 1600년
에서 1633년 사이에 독점적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수차도>가 가리키는 우지(宇治)라는 공간은 헤이안시대부터 
와카 등 문학 작품 안에서 노래되었던 주제였다. 그러나 헤이안시기 
우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지로(網代), 홍엽(紅葉) 등의 모티프였고 이것
이 환기하는 것은 깊은 가을의 정취라는 이미지였다. 카마쿠라, 무로
마치시대를 거치며 실경을 반영한 그림 속에서 수차, 다리 등의 모티
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지라는 공간은 쓸쓸하고 무상한 인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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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요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히데요시의 
후시미성 건설과 함께 우지 일대에서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우지
는 히데요시를 환기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지의 토
목 공사는 쿄토를 상공업 중심의 근세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히
데요시의 국가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로써 <유교수차도> 안에 
등장하는 수차, 다리, 버드나무 등의 모티프는 여전히 우지를 가리키
는 것이었지만 그 공간은 당대의 천하인(天下人)인 히데요시가 머물렀
던 권력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수차도>를 향유한 집단은 쿄토의 마치슈(町衆) 계층이 
유력하다. 이들은 마치를 기본단위로 하여 15, 16세기에 공동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쿄토에서 자율적인 세력으로 존재했던 집단이었다. 
쿄토의 마치슈는 쿠게 귀족의 문화적 소양과 부유한 상인들의 경제력
을 바탕으로 모모야마 문화 전반에 걸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당시 
마치슈가 향유했던 노가쿠(能楽)의 요곡(謠曲), 도자기 및 의복의 문양 
등은 <유교수차도>가 마치슈들이 향유했던 대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604년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하여 이루어진 제례
(祭禮)를 그린 <호코쿠제례도(豊國祭禮圖)>에는 마치슈가 <유교수차
도>를 배경으로 제례를 관람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마치슈가 히데요시를 환기시키는 그림이었던 <유교수차도>를 향유
한 것은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쿄토는 에도 막부와 토요토미 가문 간의 정치적 긴장이 
팽배했던 공간이었으며 마치슈는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축으로 존재
했다. 이들은 1604년 호코쿠다이묘진 임시제례(豊國大明神臨時祭禮)
에 열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히데요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토하쿠 역시 마치슈의 일원으로 히데요시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가 말년까지 토요토미 가문과 관련된 화업(畫業)
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후원자인 히데요시를 각별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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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하세가
와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가 <유교수차도>를 독점적으로 제작했던 화
가들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본고에서는 문화적 소양과 경
제력을 가진 쿄토의 마치슈로서 혼포지(本法寺)를 매개로 토하쿠와 접
점을 가지고 있던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를 <유교수차도>의 주문
자 중 한 명으로 상정해보았다. 
  본 연구는 <유교수차도>를 마치슈가 향유한 그림으로 상정하여 하
세가와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의 모습을 새로운 시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세가와 토하쿠는 <송림도(松林圖)> 병풍(도 45)과 치샤쿠인
(智積院)의 금벽장벽화(도 40, 41) 등 오늘날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
들을 남겼다. 그러나 모모야마시기 화단에서 그의 위치에 대한 논의
는 아직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그의 작품
이 수묵화, 불화, 초상화, 금벽장벽화(金碧障壁畵), 풍속화 등 당시 유
행하던 그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17세기 중반 이후 명맥이 끊긴 그의 화파가 이후 카노파(狩野派) 
중심의 정통 회화관에 의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화풍 및 화파 내부의 다른 화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세가와
파 및 하세가와 공방(工房)의 성격을 뚜렷이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
한 하세가와파와 동시기에 활동한 혼아미 코에츠, 타와라야 소타츠(俵
屋宗達) 등 초기 린파(琳派)와 <유교수차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유교수차도>를 통해 
마치슈를 중심으로 활동한 하세가와 토하쿠 및 하세가와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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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 1. 長谷川等伯, <柳橋水車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六曲

一雙, 各隻151.5x321.0cm, 香雪美術館, 兵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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隻, 144.6x324.8cm, 群馬県立美術館, 群馬. 
도 3. 長谷川等伯, <波濤圖>, 紙本金地墨画, 四幅 各185.0x140.5, 二

幅 各185.0x89.0cm, 禅林寺, 京都. 
도 4.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

雙, 各隻145.0x333.0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5.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

雙, 개인소장. 
도 6.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

雙, 개인소장. 
도 7. 狩野探幽, <波濤圖屛風>, 1642-1644年頃, 紙本金地着色, 六曲

一雙, 各隻151.0x339.6cm, 島根県立美術館, 島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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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曲一雙, 静嘉堂文庫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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隻165.3x366.8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10. 狩野内膳, <五条橋牛若丸弁慶圖>, 桃山時代, 개인소장. 
도 11. 狩野内膳, <豊國祭禮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六曲

一雙, 各隻167.0x363.2cm, 豊国神社, 京都. 
도 12. <石山寺縁起繪巻>(부분), 14世紀, 紙本着色, 高33.7cm, 石山

寺, 滋賀. 

도 13. <芦引繪巻>(부분), 1400年頃, 紙本着色, 高29.0cm, 逸翁美術
館, 大阪. 

도 14. <宇治蒔絵硯箱>, 15世紀, 26.0x24.5x5.5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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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柳橋圖屛風>, 16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隻, 
161.2x361.6cm, 개인소장. 

도 16. <日月山水圖屛風>(右隻), 16世紀, 紙本着色, 148.1x312.0cm, 
東京国立博物館, 東京. 

도 17. <秀吉の伏見構想>, 林屋辰三郎, 藤岡謙二郎編, 『宇治市史2』 
(宇治市, 1974). p. 575에서 발췌.

도 18. <観能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八曲一隻, 
108.5x425.8cm, 神戸市立博物館, 兵庫.

도 19. <織部四方蓋物>, 1600年頃, 20.0x18.0x9.2cm, サントリー美
術館, 東京. 

도 20. <志野橋文茶碗>, 1600年頃, 口径12.9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21. <靑織部向付>, 1600年頃, 口径12.9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

都. 
도 22. <黑織部茶碗>, 1600年頃, 高9.3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都. 
도 23. <靑織部水注>, 1600年頃, 高19.6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24. <黑織部茶碗>, 1600年頃, 高6.2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都. 
도 25. <遊楽圖>,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八曲一雙, 各隻

126.1x407.8.0cm, 徳川美術館, 愛知. 
도 26. (도 25) 세부 
도 27. <賀茂競馬圖屛風>,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

153.5x358.0cm, 개인소장. 
도 28. (도 27) 세부 
도 29. 狩野派, <祗園祭禮圖屛風>, 桃山時代, 紙本着色, 六曲一雙, 

各隻153.5x347.0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30. (도 29) 세부 
도 31. <阿國歌舞伎圖>, 17世紀, 紙本着色, 六曲一雙, 各隻

147.8x330.2cm, 出光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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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도 31) 세부 
도 33. 岩佐又兵衛, <豊國祭禮圖屛風>,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

一雙, 各隻166.5x345.0cm, 徳川美術館, 愛知. 
도 34. (도 33) 세부 
도 35. (도 11) 左隻 第五幅 세부, <柳橋水車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6. (도 11) 右隻 第三幅 세부, <柳橋水車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7. (도 11) 右隻 第五幅 세부, <武蔵野圖>, <波濤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8. (도 11) 右隻 第六幅 세부, <土坡に杉⦁檜圖>, <藤花圖>, <蔦

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9. (도 11) 左隻 第三幅 세부, <松梅圖>, <土坡に杉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40. 長谷川久蔵, <櫻圖壁貼付>, 1592年頃, 紙本金地着色, 四面, 

各面175.6x139.5cm, 智積院, 京都. 
도 41. 長谷川等伯, <楓圖壁貼付>, 1592年頃, 紙本金地着色, 四面, 

各面172.5x139.5cm, 智積院, 京都. 
도 42. 長谷川等伯, <弁慶昌俊相騎圖繪馬>, 1608年, 板繪金地着色, 

275.0x407.0cm, 北野天満宮, 京都. 
도 43. 도 43. 本阿弥光悦, 『光悦謡本』 中 「野々宮」, 1604年頃, 冊子

各 23.9x18.0cm, 개인소장. 
도 44. 本阿弥光悦, 『光悦謡本』 中 「舟橋」, 1604年頃, 冊子各 

24.5x18.3cm, 法政大学鴻山文庫, 東京.
도 45. 長谷川等伯, <松林圖屛風>, 16世紀後半, 紙本墨畵, 六曲一雙, 

各隻156.8x356.0cm, 東京国立博物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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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長谷川等伯, <柳橋水車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51.5x321.0cm, 香雪美術館, 兵庫.

도 2. 長谷川派, <柳橋水車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
着色, 六曲一隻, 144.6x324.8cm, 群馬県立美術館, 
群馬.

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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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長谷川等伯, <波濤圖>, 紙本金地墨画, 四幅 各185.0x140.5, 二幅 各185.0x89.0cm, 禅林寺, 京都.

도 4.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45.0x333.0cm, 出光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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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개인소장.

도 6. 長谷川派, <波濤圖屛風>, 17世紀前半,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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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狩野探幽, <波濤圖屛風>, 1642-1644年頃,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51.0x339.6cm, 島根県立美術館, 島根.

도 8. 狩野探幽, <波濤小禽圖屛風>, 1644-1648年頃,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静嘉堂文庫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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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狩野常信, <波濤圖屛風>,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65.3x366.8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10. 狩野内膳, <五条橋牛若丸弁慶圖>, 桃山時代,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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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狩野内膳, <豊國祭禮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67.0x363.2cm, 豊国神社,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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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石山寺縁起繪巻>(부분), 14世紀, 紙本着色, 高33.7cm, 石山寺, 滋賀.

도 13. <芦引繪巻>(부분), 1400年頃, 紙本着色, 高29.0cm, 逸翁美術館, 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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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宇治蒔絵硯箱>, 15世紀, 26.0x24.5x5.5cm, 
개인소장. 

도 15. <柳橋圖屛風>, 16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隻, 161.2x361.6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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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日月山水圖屛風>(右隻), 16世紀, 紙本着色, 148.1x312.0cm, 東京国立博
物館, 東京.

도 17. <秀吉の伏見構想>, 林屋辰三郎, 藤岡謙二郎編, 
『宇治市史2』 (宇治市, 1974). p. 57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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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観能圖屛風> 桃山時代, 紙本金地着色, 八曲一隻, 108.5x425.8cm, 神戸市立博物館, 兵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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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織部四方蓋物>, 1600年頃, 
20.0x18.0x9.2cm, サントリー美
術館, 東京.

도 20. <志野橋文茶碗>, 
1600年頃, 口径12.9cm, 出
光美術館, 東京.

도 21. <靑織部向付>, 
1600年頃, 口径12.9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都.

도 22. <黑織部茶碗>, 1600年頃, 
高9.3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
都.

도 23. <靑織部水注>, 1600年頃, 
高19.6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24. <黑織部茶碗>, 1600年頃, 
高6.2cm, 京都市考古資料館,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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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도 25) 세부
도 25. <遊楽圖>,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八曲一雙, 各隻126.1x407.8.0cm, 徳川

美術館, 愛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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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賀茂競馬圖屛風>,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
153.5x358.0cm, 개인소장.

도 28. (도 27)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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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狩野派, <祗園祭禮圖屛風>, 桃山時代, 紙本着色, 六曲一雙, 
各隻153.5x347.0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30. (도 29)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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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阿國歌舞伎圖>, 17世紀, 紙本着色, 六曲一雙, 各隻147.8x330.2cm, 
出光美術館, 東京.

도 32. (도 31)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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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岩佐又兵衛, <豊國祭禮圖屛風>,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六曲一雙, 
各隻166.5x345.0cm, 徳川美術館, 愛知.

도 34. (도 33)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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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도 11) 左隻 第五幅 세부, <柳橋水車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6. (도 11) 右隻 第三幅 세부, <柳橋水車圖>가 장식된 관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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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도 11) 右隻 第五幅 세부, <武蔵野圖>, <波濤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38. (도 11) 右隻 第六幅 세부, <土坡に杉⦁檜圖>, <藤花圖>, <蔦圖>가 장식
된 관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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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 (도 11) 左隻 第三幅 세부, <松梅圖>, <土坡に杉圖>가 장식된 관객석

도 42. 長谷川等伯, <弁慶昌俊相騎圖繪馬>, 1608年, 板繪金地着
色, 275.0x407.0cm, 北野天満宮,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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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長谷川久蔵, <櫻圖壁貼付>, 1592年頃, 紙本金地着色, 四面, 各面175.6x139.5cm, 智積院, 京都.

도 41. 長谷川等伯, <楓圖壁貼付>, 1592年頃, 紙本金地着色, 四面, 各面172.5x139.5cm, 智積院,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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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本阿弥光悦, 『光悦謡本』 中 「舟橋」, 1604年頃, 冊子各 
24.5x18.3cm, 法政大学鴻山文庫, 東京.

도 43. 本阿弥光悦, 『光悦謡本』 中 「野々宮」, 
1604年頃, 冊子各 23.9x18.0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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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長谷川等伯, <松林圖屛風>, 16世紀後半, 紙本墨畵, 六曲一雙, 各隻156.8x356.0cm, 東京国立博物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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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Yeongik Seo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in-Sung Chang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is a painting with willows, bridges 

and a waterwheel arranged on a pair of six-fold screens. They were 

produced from the late Momoyama period (1573-1615) to the early Edo 

period (1615-1868) and twenty of these paintings have survived to date. 

Even though they come under the iconographical tradition of the 

paintings of famous places (名所図) of Uji (宇治) which had been 

produced since the Middle Ages, they are characterized by colorful 

objects with emphasis on design and gold leaf. Based on the seals on 

the paintings, they are consider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the 

Hasegawa School led by Hasegawa Tōhaku (長谷川等伯, 1539-1610) in 

the Momoyama period. 

In previous studies, Uji, the setting for the paintings,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literature such as waka poetry. On the other hand, 

analysis of its position in Momoyama art history has been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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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stylistic features. However, these studies have 

overlooked how these paintings were appreciated in the Momoyama 

period,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segawa School and the 

paintings. This thesis posits that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paintings were painted by the Hasegawa School for the machishū (町
衆) in Kyoto with the aim of recalling the splendid era of Toyotomi 

Hideyoshi (豊臣秀吉, 1537-1598).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paintings display slight 

differences in each painting in terms of their detailed motifs, but show 

a similar pattern in their overall composition, iconology, and technique.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paintings were mass-produced by the Hasegawa School based on a 

funpon (粉本, preliminary sketches) which would have been designed in 

the Hasegawa School. The fact that the paintings were produced by the 

Hasegawa School also helps to identify their production period. Many 

researchers have agreed that the paintings were produced around 1600 

and became popular in Kyoto around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not yet been clarified whe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ceased since 

most of the paintings were not sealed. If the paintings were produc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Hasegawa School, the end of their production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decline of the Hasegawa School.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group were produced from around 1600 to the period of the decline of 

the Hasegawa School in the 1630s.

The short time span for the production of the Willows, Brid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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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heel group is a result of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Uji, the 

setting for these paintings, during the Momoyama period. In the Heian 

period (794-1185), Uji was represented in literature by the autumn 

leaves on ajiro (網代) and evoked the image of a ‘deep autumn 

atmosphere’. In the Kamakura period (1185-1333) and the Muromachi 

period (1136-1573), motifs such as waterwheels and bridges represented 

Uji as a place of Ukiyo (憂世), meaning sorrow and transient life. 

However,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Hideyoshi dramatically 

changed the physical reality and landscape of Uji by constructing 

Fushimi Castle and carrying out major engineering works nearby. This 

engineering work in Uji was an extension of a series of Kyoto 

remodeling projects conducted by Hideyoshi from 1590 to 1591. 

Hideyoshi had planned to make Kyoto a modern city centered on 

commerce and industry. Uji, which had previously within literature and 

dynastic culture denoted a place of Ukiyo, found its meaning 

transformed as it became a central bastion of Hideyoshi’s early modern 

state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Hideyoshi and his political center 

that the audience who appreciated this painting recalled in the 

Momoyama period. In short,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group 

paintings were intensively produced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while the memory of Hideyoshi remained.

The social stratum that appreciated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was the machishū of Kyoto. Machishū refers to the townspeople who 

emerged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in Japan in the machi 

(町), or commercial districts. Originally the machishū were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who lived in the machi, but they increased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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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makura and Muromachi period.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machi became a basis for communal organization and the members of 

the machi formed a clear self-identity, referring to themselves as 

machishū. Combining the cultural literacy of the kuge (公家) nobility 

and the economic base of the wealthy merchants, they left a clear mark 

on Momoyama culture. The “Tale of Hashi-hime (橋姫伝承),” which is 

essential in the understanding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is 

contained in a collection of plays published by upper-level machishū in 

the Momoyama period. Moreover, patterns that appear in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are also found in the ceramics and kimonos 

used by the machishū.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was an extension of the culture appreciated by 

the machishū at that time. In addition, the Hokoku Festival (豊国祭礼
図), which was painted in the early 1600s, directly depicted upper-level 

machishū sitting in the background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The machishū in Kyoto would have appreciated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because they were nostalgic for Hideyoshi at the time. 

Machishū showed their support for Hideyoshi by participating 

enthusiastically in the Hokoku Festival (豊国大明神臨時祭礼) held for 

the seventh anniversary of Hideyoshi’s death in 1604. Tōhaku would 

also have shared the nostalgia for Hideyoshi not only as a member of 

the machishū but also as a painter patronized by Hideyoshi. It seems 

that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was the result of such empathy.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Hon’ami Kōetsu (本阿弥光悦, 

1558–1637), an upper–level machishū of Kyoto, was one of the 

patrons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Not only did h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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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ower and cultural literacy, but he was also likely to have 

interacted as an artist with Tōhaku through Honpōji (本法寺), a temple 

of the Hokke sect (法華宗). Kōetsu, who was a member of the 

machishū, was familiar with the “Tale of Hashi-hime” and his works 

display aesthetic expression similar to that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Kōetsu, the upper-level 

machishū, ordered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screen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screens were produced and appreciated by 

Kyoto's machishū for the purpose of recalling the age of Hideyoshi. 

The machishū have been neglected in studies of Tōhaku’s art. By 

assuming them to be main clients of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screens, this thesis aims to shed new light on the world of Hasegawa 

Tōhaku and the Hasegawa School. 

Keywords: Willows, Bridge, and Waterwheel (柳橋水車図), Hasegawa 

Tōhaku (長谷川等伯, 1539-1610), Hasegawa school (長谷川派), 

Toyotomi Hideyoshi (豊臣秀吉, 1537-1598), machishū (町衆), Uji (宇
治), Hōkoku Festival (豊国大明神臨時祭礼), Hōkoku Festival (豊国祭
礼図)

Student number: 2014-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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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柳橋水車図》研究

徐榕翊
考古美術史学科 美術史専攻

ソウル大学 大学院
指導教員: 張辰城

 

  《柳橋水車図》は、6曲1双の屏風に橋、水車、柳、蛇籠などを配置
した絵画の作品群で、桃山時代（1573-1615）後期から江戸時代
（1615-1868）初期にかけて製作された。中世以来、宇治を描いた「名
所図」の図像的伝統を踏まえながら、意匠性が強調された景物表現、
金箔を用いた華やかな描写などに特徴があり、現在20点以上が伝世し
て い る 。 こ の う ち 3 点 に は 、 桃 山 時 代 に 活 動 し た 長 谷 川 等 伯
（1539-1610）を含む長谷川派の絵師たちの印章を確認でき、作品群と
長谷川派の密接な関係性を窺わせる。
  先行研究では、《柳橋水車図》の図像的空間である宇治と文学、例
えば和歌などとの関係が考察されてきた。同時に美術史分野において
は様式的特徴に立脚して、桃山時代絵画史における位置づけが試みら
れてきた。一方《柳橋水車図》が制作当時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と
いう点について、先行研究において積極的な考察は行われていない。
また、印章を確認できる長谷川派の絵師と《柳橋水車図》の関係につ
いても殆ど分析されていない。このような問題を踏まえて、本論文は
《柳橋水車図》の享有層を京都の町衆と想定し、さらに長谷川派が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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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秀吉（1537-1598）を喚起させる絵画として一連の作品群を描いた可
能性を指摘するものである
  まず《柳橋水車図》の制作をめぐっては、等伯を中心とする長谷川
派の主導下で行われたものと思われる。《柳橋水車図》の作品群は、
細部モチーフの描写に関して各々若干異なるが、全体の構図や図像、
表現技法などにおいて互いに共通する特徴を示している。つまり《柳
橋水車図》は、画派内部において定型化された粉本をもとに、大量制
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一方、先行研究の多くは、《柳橋水車図》の
図像が、1600年ごろに成立し、京都で流行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一致
している。ところが、流行の終焉期については、寛永年間（1624-164

5）の前後と推定している。若し《柳橋水車図》が長谷川派の主導下で
制作された作品だったなら、長谷川派の衰退とこの作品群の終焉期の
密接な関係性を窺わせる。つまり《柳橋水車図》は、1600年ごろより
制作され始め、長谷川派が衰退した1630年代までの短期間に制作され
た作品群と言えよう。
  このような《柳橋水車図》の短期性は、作品群の図像的空間である
宇治に対する認識が、桃山時代に変化した点と関係している。平安時
代の文学作品において宇治は、網代に積る紅葉というモチーフから
「深い秋の情趣」というイメージを喚起させる空間であった。しかし鎌
倉時代（1185-1333）、室町時代（1136-1573）に入り、水車や橋と
いったモチーフから寂しく無常な人生という「憂世」のイメージを喚起
させる空間となった。しかし、16世紀末に秀吉の伏見城建設とともに
行われた土木工事は、宇治一帯の景観を一変させた。この土木工事
は、秀吉が1590年から1591年にかけて実施した一連の京都改造事業の
延長線上にあるものであった。秀吉は京都を近世的な商工業都市とし
て一大物流拠点にしようとし、伏見城をその中心に据えようとした。
過去の文学において、王朝文化が残る「憂世」の空間であった宇治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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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は、秀吉によって大きく変わり、近世国家体制の中心基地となっ
た。したがって、同時代の鑑賞者が《柳橋水車図》を通して喚起した
のもまた、豊臣秀吉の政治的な中心地としての空間だったと思われ
る。つまり《柳橋水車図》は、秀吉の記憶がまだ残る時期、集中的に
短期間制作されたものと言える。
  《柳橋水車図》を享有した社会階層は京都に住む町衆と考えられ
る。町衆は、京都の町を基本単位として成長し、15・16世紀に共同体
意識を形成して自律的に活動した京都の市民階級を指す。彼らは本
来、町に住む商工業者集団であったが、鎌倉時代、そして室町時代を
経て成長した。16世紀に至って町は生活の組織の性質を帯びるように
なり、町の構成員は「町衆」と自称し、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明
確に形成した。彼らは公家の文化的素養と商人の富裕な経済的基盤を
基盤として、桃山文化全般に明確な痕跡を残した。当時の上層町衆に
よる謠曲には《柳橋水車図》理解の中核となる橋姫伝承が綴られてお
り、また町衆が使用した陶磁器や着物の文様には《柳橋水車図》に登
場する景物が描かれている。したがって《柳橋水車図》は、町衆が享
有した文化の延長線上にあったと言える。また、同時期に描かれた
《豊国祭礼図》には、町衆が座る観客席に《柳橋水車図》が飾られて
いる様子を確認できる。
  京都の町衆が《柳橋水車図》を享有した背景には、町衆の秀吉に対
する郷愁を推測できる。京都の町衆は秀吉の7周忌に向け、1604年の豊
国大明神臨時祭礼に熱狂的に参加し、秀吉に対する支持を示した。等
伯も町衆の一員として、また秀吉の後援を受けた絵師として、秀吉に
対する郷愁を共有しており、《柳橋水車図》はこのような共感の結果
であったと思われる。一方、《柳橋水車図》の注文者の一人として京
都の上層町衆だった本阿弥光悦（1558-1637）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
る。彼は経済力や文化的素養があっただけでなく、法華宗寺院の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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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を介して等伯と交流した可能性が高い。彼の絵画作品には《柳橋水
車図》と共通する景物表現を確認できる。したがって、光悦のような
上層町衆が《柳橋水車図》を注文した可能性を指摘できる。
  本論文は、京都の町衆が秀吉を喚起させるために《柳橋水車図》の
作品群を制作・享有したことを推定する試みである。これまで等伯の
作品世界において深く扱われなかった町衆を享有層として想定するこ
とにより、長谷川等伯や長谷川派を新たな観点から俯角しようとした
点に、本論文の意義がある。

キーワード: 柳橋水車図, 長谷川等伯(1539-1610), 長谷川派, 豊臣秀
吉(1537-1598), 町衆, 宇治, 豊国大明神臨時祭礼, 豊国祭礼図)

学生番号: 2014-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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