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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현대 일본의 문화， 종교관을 생각할 때， 천황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일본의 근대국가는 천황올 現A神(아라비토가미) . 일본올 

황국(훌國). 신의 나라라고 생각한 國家神道훌 청산걱 지추로 히여 

만들어졌다. 그라고 이러한 왜곡된 근대국가판은 아시아의 나라들에 

큰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 

를 주었다. 그 상처는 천황-일본의 전통”에 대한 공경의 정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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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지옳 수 없는 거부갑 · 공포강이라는 二f휠背反的 싱리 상황올 낳 

아 배련 것이다. 

일본에서는 rs本國憲훌」 시행후. 1999년 8훨까지 공척으로 인정 

된 뼈빼 ‘ 國歌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년 초 · 충 · 고둥학교의 졸업식 
에서는 괴사 · 학생， 그리고 부모률이 국기라고 생각되고 있는 -히노 

마후(일장기)‘의 게양. 또 국가라고 생각되고 있는 ’‘키미가요‘의 제창 

올 거부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일본의 정부가 ‘혀노마루 · 키미가요훌 국기 · 국가로 하게 되는 법 

훌융 생렴하게 된 계기는 졸업식 시즘 션의 1999년 2월 28일에 히 

료시마의 공립고교의 교장이 졸엽식에서의 국기 재양과 국가 쩨창얘 

대빼 반대하는 직훤 초합과 대립하고 이 대처애 고민하여 자살한 사 

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기 · 국가의 게양. 재 
창율 일웬척으로 지도하고 철저히 할 것율 목척으로 국기 · 국가의 

법제화에 나섰던 것이다.1) 2011년 현재에도 .히노마루 · 키미가요. 

의 게양 ‘ 제창에 관해서 「뿔、想 • 良心의 딩 l휩」 훌 보장한 현법 제 19 

조에 위반하고 었다고 주장하여 많용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론 나 

라에서 보연. 어리석어 보이는 재판의 신갱이 반복되고 있다.2) 

그러나 .히노마투 · 키마가요-에 거부갑융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원인의 하나가 천황의 종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히노마루 키미가요-에 부갱척인 강갱용 가지고 있는 사랍올 

• 용 논문용 2011년도 서융여자왜확교 학슐특별연구비의 지원융 받음 • 
•• 카미옛우 마샤노우.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일운짜 션잉강사. 

1) 1999년 8월 13일애 r園없 및 훌a에 판현 t1.::fltJ 이 째정 시행되어 ‘허노o~ 
후 · 커미가요I가 정식으로 국기 국7~얘 찌갱되었다， e-gov r띠&及σ댐al-:때 
T ò ìJ;fnJ <http깨law.e-gov.go.j마llrnldat이Hll써11 
HOI27,html>(Accessed August 21. 2011) 

2) 많용 재판용 없없 - 國:ax의 게양 재창에 있어서 학교장외 업무 영령파 그 수행 
에 대혜. 이것융 거부할 수 있는지 없논지애 대하여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지 
곰까지외 최고재판소의 환례에서는 학교장외 업무 명령용 척뱅이여. 위현이 아 
니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G~a 껴때에는 'lJifl l6(fr'i')328J (.lfi1i 19年
02Jl낀8)， '예:i1i2O(1)1l 132J ('Ji.없23年07Jl07B)， 'ìfi成2었行';I)54 J (후없3 
후0511308)， rlJi없22(;t)951J (쭈成23￥0611068)， ''1'훌22(fi‘i')314 J (lJi1i 
23年0611148). '￥成22(11‘:I )372J (후成23￥061121 日) 둥이 었다. 훌쐐所 핵 
例뺏lf:νÃ f J.<hlψ://www.∞urts.go‘jp/)(Accessed A앵ust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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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는 천황에 현재의 ra本國意法」 의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 

며 일본국민홍합의 상징"(제 1조)으로서 일본의 전통 문화의 상징이 

라는 것올 넘어 제국주의로 국가를 유도한 「大日本帝國意法」 속에 

있는 ‘*日本帝國운 ;ii;i받-系의 천황아 일본을 풍치함‘(제 1 조). "천 

황은 神뿔하며 칭범하연 안 된다"(제3조) . ‘천황은 육해군융 통수합‘’ 

(제 11조)이란 ‘至圖의 存在.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당고 있고， 여기에 

부정적인 이미지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明治維新까지의 천황의 존재란 것은 적어도 일반 민중에 

있어서는 ‘至훌의 휴在”도 아니고. 큰 존재도 아니었다. 물론， 현재의 

‘일본국의 상징‘으로서의 존재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정권 기반이 불안정한 明治政府의 권위 부여 정책의 

일환으로서 國家神道를 그 이롱으로 한 근대 천황제훌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이 천황과 신도의 종교적 정치척인 화합물인 근대 천황 

채의 성립은 지금까지 일본인의 종교관을 크게 변용시켰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어도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인의 종교관을 변용시킨 근대 천 

황제률 천황과 신도의 역사척인 과정융 통해 개관하고. 동시에 정신 

사적인 의미릎 검중해 나가는 것으로 천황과 신도-여기에서는 國家

神}효로서 성립된 근대 천황올 중심으로-가 현대의 일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롤 밝히 

고자한다， 

2. 近代 以前의 天皇과 神道의 歷史

일본온 ”王政復古”라는 과거로 톨아가는 형식으로 근대화를 완수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왕정온 ·’萬世-系”라고 

하는 일본의 건국신화에까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천황이 
잃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황의 존재릎 이흔적으로 뒷받침하여 

정통성을 갖게 하는 것이 「大日本國意法」 과 國家神道다 그 결파로 

써 탄생한 것이 근대 천황제다. 그라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천황의 

。l마지 , 측 .때統의 再정IJ造(The lnvention of Traditionr가 현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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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착 100년 전의 
일이고. 척어도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있는 천황파 신도와는 크게 

다르다. 이하 천황과 신도의 역사 과쟁과 그 의미를 검중하고자 한 

다. 

1) 頂始의 神道-양흙홉禮에서부터의 出發

신도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빼文(죠몬) 말기. 랬生(야요이) 

초기의 기원 전 3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벼농사의 농경사회와 합께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신도훌 原始神道라고 부른다. 原始神
i효는 벼의 풍부한 수확을 비는 농경의례를 주제로 한 제사훌 중심으 
로 짧文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는 얘니미즘. 자연숭배. 조령 

숭배. 주술 등의 요소를 내포하연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벼놓사가 시작훨 무렵에는 이며 대규모 농경 촌락， 공동체가 각지 

에 성립되고 있었다. 그려고 그 유적은 일본에서는 큐슈(九써)나 킨 

키(近짧) 둥에 그 유척이 남아 있다. 

중국의 史뽑 「짧志앓~^傳」 에 의하면 2세기 중반에 앉(일본)의 
28개국을 복종시키고 있는 야마타이코쿠(뼈馬台國)란 연합국가가 존 
재하고 있었다고 기솔되어 있다. 당초는 남자 왕이 지배하고 있었지 

안， 수년의 천란 끝에 지배자들이 협청올 맺고 히미코(뿔랬呼)란 여 

왕을 세우고 공동체의 연합으로서 국가 연합이 성립하였다고 기술되 

고 있다 여왕 히미코는 ’해도훌 섭기다-란 기술로부터도 알 수 있 

듯이 파王으로서 주로 주술적 인 역 할을 당당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 

무는 냥통생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히미코는 후에 이 

웃나라와 싸웅 중에 전사하였다. 그 후에 남자 왕올 세우려고 하였 

지만. 국내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히미코의 후계자로 열 

세 살의 발， 이여(효딩)툴 새로울 여왕으로 서|워 겨우 안정시켰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칼야 당시 히미쿄 같은 종교적인 권위자가 국 

가 통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올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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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古代의 神道-夫훌의 *옹~와 國祖神話의 成立에서부터 
神佛習合

이후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역사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3세기 중순부터 4세기 무렵에는 近짧地方에 야마토(大和)政橋이 

탄생하였다는 것이 고분 풍의 유적으로 확인된다‘ 또 야마토 정권은 

4세기 중순부터 6세기까지 는 국토의 주요한 부분인 關東地方 서 납 

부. 西九州의 북부를 지배하였고， 각 지역의 지배자=왕들의 왕. 지 

배자들의 지배자인 오오키미(j;:王)가 일찍이 야마타이코쿠의 히미코 

와 같은 종교적인 최고 권위뽕만 아니라 청치 · 군사 · 제사의 모든 

권력을 잡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고대 통일국가륭 성립시켰다. 이 오 

오키띠는 후의 천황이다. 

그러나 오오키미가 실제로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다. 이노우에 키요시 (井上해)는 ‘*王는 툴렴없는 

셰습 전제군주였지만. 그 지위와 권력은 그의 군사력 ’ 경제력이 大

和의 다른 족장들을 압도하고 。l들올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 

다- 그는 ... (중략) ... 특청의 가계 -大和l행家릎 구성하는 부족장의 

宗家。l며 부족들의 제사장인 것 같다 -였기 때문에 大王가 된 것이 

다. 大王가 되는 가계는 세습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유력 족장도 。l

것올 바꿀 수 없었다 . ... (중략)…그러나 大王 집안의 일족 중에서 

누구률 大王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족장들의 발언권온 강했다. 그들 

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大王롤 세우려고 하였다. 따라서 rs 本쩔 

紀」 에는 황위계숭에 관한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가 매우 많다.‘3)라 

고 지적하며. 大和朝廷(=大和&府)은 *王 집안에 필적하는 유력한 
여러 부족의 족장이 측근의 최고 집정자가 되어. 그 아래에 또 다른 

유력 족장이 정무를 분당하고 그 지워 · 임무륭 세습한 것이라고 셜 

영하고 있다. 

사실 • 유력 호족의 소가씨 (끓我~)의 우마코(馬子)는 다른 호족과 

의 분쟁 속에서 자신의 조카를 천황(좋양大훌)으로 세우는 것에 성 

공하였다. 그러나 그 천황과의 대립이 깊어지연 부하에게 명령하여 

3) J~ 1:해. rB*""歷잇!(上)J • m京 : 썽뻐新앙. 1963"1;, pp.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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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을 죽여 버리고 새로운 천황(推古夫훌)을 세워 쇼오토쿠타이시 

(뿔德太子)률 섭정에 용리는 등， 실질적인 정치의 실권올 장악하였 

다. 그려고 훨我馬子과 fl德太子는 憲옮十七條. 官位十二階 등의 국 

가 체제를 성립시켜 갔다. 大王란 명갱이 천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된 것도. 일본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도 이 시대라고 여겨지고 있 

다.4) 

大和朝廷옹 "*化의 改新-을 통해서 律令國家로서 체제를 정비하 

여 fk族的앓힘j에 의한 지배 단계를 녕어서 관료척인 행정 조직이 지 

배하는 고대국가 체제흘 만들어냈다. 

그 전의 농경의례를 바탕으로 한 原拍神遭는 天神(아마즈카미)과 

地祝(크니즈카미)흘 모시는 고대국가의 종교인 古代神道로 전개되었 

다. 大和政짧은 홍일 국가 이전부터 대륙의 방달한 종교률의 영향융 

받아 하늘에 있는 신들올 모시는 독자척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곁다. 그리고 그 천신온 大王(오오키미=천황)의 조상과 연결되고. 

기타의 æ族의 조상과는 분리되어 오오키미(*王)의 조상신이 최고 
지위에 놓여지고 신을이 서열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오 

오키미(大王)가 종교척인 권위와 전통척 제샤훌 독접하게 되었다. 

8세기에 툴아와서 天iit天훌의 명에 의해 r古훤記J (712년)와 r 日

本齊紀J (720년)란 r記뻐」 가 연찬되고 성립하고. 이훌 통해 다른 

신들을 大王의 조상인 아마태라스오오마노카미(天照大神)의 아래에 

통합시킨 정치성이 강한 국조신화. 정홍 신화가 탄생되었다. 이것에 

의해 국가권력은 제사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치 지배의 청홍성이 보충되게 되는 제사(혔짧 : 마츠리고토)와 정 

치 (政훌 : 마츠리고토)의 *종政-致가 강화되었다. 또 신도라는 용어 

도 r日本합紀J 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4) 당사의 중국올 지배하고 있었던 짧나라와 교류할 때의 國앉 안에 “짜天모， 존경 
하연서 西夏帝에게 말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천황”이란 말이 나온 최초 
의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다. ‘天훌”용 충국의 m敎에서 말하는 냉많융 지배 하 
는 황제”란 말이고， 중국외 “Jíl帝”에 대해 일온의 오오키이(大조)가 대퉁한 입 
장애 있는 것융 인정시카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당시얘는 * 
포가 “스메라미국토”라고도 용였다. 앞의 쩍. p.57 창조 또 일본이란 국효훌 사 
용하기 시작했댄 것도 짧나라애의 園땅에 “ 日H:l앓天子”라고 기슐왼 것에 유래 

하였으나 본래의 독응용 “야마토”였다. 앞의 책‘ p.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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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大몇않令(701년)의 제청되면 新홈였5) 大홈努6) 짧짧쨌7)로 

대표되는 천황의 제사흩 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훌室神道로 의 례척 ·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전국의 주요한 신사흘 官.itt

로서 朝廷에 연결시켜 , 그것들올 朝廷에 종속시켰다. 6세기 중순에 

는 중국. 조선에서 불교가 이며 들어와 있었고. 훌室神遊도 그러한 

선진적인 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제사의 의례 방법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정형화나 복잡화에서 이러한 불교문화의 영 

향이 보인다. 이것은 제사의 주채자인 천황 자신이 헌신적인 불쿄 

보호자， 신용자가 된 것으로부터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다. 훌훌神道를 국가체제로 확립하면서 동시에 불쿄 국가로서의 발 

전도 추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도는 기본적으로 제사의혜로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불쿄와 같은 

세계종교가 가지는 논리적인 우주론적 세계관。l 없었다. 따라서 신 

도는 그 제도의 확립 당시부터 이러한 세계종쿄의 체계를 이용하였 

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皇室神道의 제도. 사상의 철저하지 못합온 중앙뿐만 아니 

라 지방에서도 神佛의 껄合(syncretism)올 가속화시켰다. 
무라차미 시게요시(村上重良)에 의하연 ‘없했者 集빼올 수호하연 

서 가끔 그들에게 해악울 주는 존재인 신이나 영혼은 불교의 발달한 

교의 체계와의 결합으로 스스로의 신격화흘 전개하여 보다 강력하게 

권위를 부여받았다 .. 라고 지적하며. 또 이러한 ”神社의 짧敬者 集

뼈은 神佛習合의 초기 단계에는 짧神'8)에 대한 반발올 하였지만， 전 

체적으로는 이미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불교의 교의 체계와 

주술에 접촉하여 불교와 習合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奈良時代에는 

불상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 앞에서도 반야심경올 얽는 

5) 쌀 수확의 풍요를 촉하하는 수확재의 성격과 휠삐l빼l올 성기는 성격융 가진 축 
제. 

6) 엉i양양외 大청. 해아마 시행되는 짜홈잊와 달리 때&，에 따라 -f~-回의 太쳤i’홈 
ff;를 톡히 太홈양라고 부릉다. 

7) 新짜윗의 전야에 시행항. 
8) “판신. “아다사크니노카미.， .. 토나리그니노카01""라고 부롱다. 외국에서 용 신 

의 의미. 왈타냐 보살옳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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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널리 행해졌다. 또 신이 불타에 의해 구제휠 것을 원하는 神身
離脫의 관념도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있다.9) 

이러한 神佛習合온 g강敎. 陰lìY;ill . 山옮信frD 둥에서도 보이기 시작 

하여 神빼의 경계선은 매우 애매하게 되었다. 또 神佛習合은 거대한 

불교 집단인 天台宗.it룸宗 등에도 나타나고 佛敎가 國家佛敎로서 

의 지반율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神佛習合의 사상은 神版의 本地佛의 사상으로 전개왼다. 

즉 ‘일본의 r記紀」 에 기술된 신들올 비롯해서 일본에 존쩨하는 신 

틀은 本地인 인도의 부쳐나 보살아 일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서 냐 

타난 것 (앨現)"이 라는 佛主神從의 本地훌않짧이 통장하였다. 

平安時代 말기부터 if쏠時代 중기에 걸쳐 天台宗과 훌를宗은 이러 

한 神佛뿔合， 本地훌~說올 이론화하여 神佛習合神道로서 夫台神道

(매王-實神道)와 훌言神道(兩部神道)를 성립시켰다. 또 日뿔宗도 
神없의 신앙을 적극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올 교의적으로 체계화하 

여 法華，，~효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한편. 隔宗의 홈洞宗나 훔土系의 

홉土宗 동은 이러한 맴佛習合올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틀이 

지는 않았다. 

3) 中世의 神道-封建社會의 登樓과 天훌 樓威의 꿇化 

平쫓時代 알기부터 本地훌훌않의 쩔合神道說에 입각한 현세의 이익 

을 중심으로 하는 신사가 발전하였지안， 武土階級이 실질척인 권력 

을 가지기 시작한 중세 용건주의 시대. 즉 il융B흉代가 돌아오연서 

정권 쟁탈을 둘러싸고 천황의 종교척 권위의 강화가 필요해진다. 

그러자 緣슐時代 末期무렵부터 종래의 山王一實神道 · 兩都神道라 

는 本地훌앓‘說의 업장. 즉 佛主神짧의 입장올 취하는 신도를 부정하 
고 신도를 주체로 한 神主佛從의 입장을 취하며 고대 왕조 권력으로 

회귀시키고자 한 伊왕(이세)神道10)가 나타었다. 

9) 村t파f，!， r 日本중敎따典J • 짜Ji(: 짧앉~~術文/ilï. 1988年. p.93. 
10) 伊홉뼈홉의 外험(계쿠우)의 빼主인 ll(e(와타라이)Jl';가 주창한 신도성이기 때 

푼에 外정jIjIll1， If(t，jljl道라고도 부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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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勢神宮은 천황의 조상신인 天照大神(아마태라스오오카미)를 모 

시는 內훌이 아닌 뿔受大神(토요우케노오오카미)를 모시는 外홉이라 

는 입장에 있다. 

兩部神道에서는 內홈을 wcî藏界， 外홈을 金剛界로 설명하고. 內홉 

의 신은 貼藏界용茶緣의 本혈"， 外宮의 신온 金剛뿜용흉羅의 本尊이 

며 양쪽 모두가 *8如來라고 간주하여 본래 內홈과 外홈은 하나라 

는 ‘二홈->Jt’이란 논리로 성명하였다. 따라서 伊했神홈을 최고위의 

神없로 생각하고 있지만 內宮과 外宮올 대통한 것으로 보고 본질적 

으로 일체롤 이루는 신의 양연의 표출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벼해 伊햇神道에서는 緣용時代 말기부터 대립。l 격화된 內

흠. 外홈의 관계에 있어서 外홉의 우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兩部神

道의 ._宮-光- 이론과 왈교. 유교， 도교 퉁의 이론을 원용하연서 

새로운 해석올 하였다. 伊勞神道는 우주의 곤본신인 國햄·교尊(쿠니 

토코타치노카마)과 만율을 생생하는 기능을 하는 天뼈中主神(아에노 

미냐카누시노카마)라는 두 신을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근본 

척인 신은 五行의 구원인 물의 덕올 지난 신이라고 설명하여 外홉이 

모시는 水神인 뿔受*神은 天뼈中主神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內홉이 모시는 B神인 天照*神은 불의 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五行의 울과 울의 관계에 의해 外홉 우위를 주장하게 된 것 

이다 

또 伊했神遭는 古代王朝 권력으로 부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 

므로 불교. 유교， 도교 풍의 이론올 웬용하연서도 천황의 지위를 신 

도에 의거하여 강화시키는 것융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神主佛

從이 된다. 

그리고 伊勞神l退는 고대 왕조 권력의 부홍융 추구하는 구체적인 

활통으로서 神國뺑‘X껑을 보급시 켜 . 南北朝時代에는 무사계급의 지배 

에 대항하고 천황의 짧敢을 요구하는 南朝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무사계급 지배의 흐륨올 엄출 수 없었으여. 南朝의 쇠 
퇴와 합께 훌llIT짧府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자 그 이상의 전개는 불가 

놓하였다. 伊努神道는 일본 사상사에서 佛主神從으로부터 神;.t佛從

으로 이행되는 큰 전환올 완수하였지만. 정치적인 방향성에 의해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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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þ~효의 한계를 드러내 버혔다. 

15세기 후반의 室빼時代에는 神服*福인 춤田~없가 伊햇神道의 
이론적인 입장올 계숭하연서 伊~神道의 한계를 넘어선 솜田神道11) 

를 제창하였다. 좀田神道는 11년 통안 지속된 應仁의 亂에 의해 朝

廷과 幕府의 권위와 지배력이 실추되었융 때에 지배 권력충에 칭투 

하여 神社의 부흥에 적극척으로 관여하고. 이를 朝廷과 幕府가 원조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神社의 조직올 계열화하는 데 성공하였 

다. 

좀田神道는 쿠니토코타치노카미(國常立尊)와 아때노미나카누시노 

차미 (天뼈中主神)를 同-神으로 청의하고. 이론적으로는 老子의 * 
元의 설에 근거를 두고 大元尊神을 우주의 근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法輩짧으로부터 ‘唯-(짧對r 사상을 도입하여 이론을 강화 

시켰다. 吉田神道는 이와 같이 불교나 유교-또 도교나. 음양도 둥의 

이흔-의 체계훌 훤용하연서도 ‘일본에서 종자가 생기고.~르(고대 

중국)에서 t:t葉이 트고. 天쓴(인도)에서 꽃이 핀다. 따라서 불교는 
흙法의 花쯤이 며 , 유교는 萬法의 t:t葉이 며 , 신도는 萬홉의 근본이 
다，12)하는 바와 같이 ~~용의 근본응 신도라고 주장하였다. 

또 吉田神道는 ~輩經의 개념올 받아들였던 것처렵 法輩宗과 융화 

적인 관계에 있었다. 吉田神i효는 法輩宗의 신앙의 기반으로 진입하 

였고 法·훨宗운 좀田神道의 권위를 法짧神道에 반영시켜 상호 보완관 

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吉田神道는 神i효를 단순한 神따{름f!Il을 

체계릎 가진 종교로서의 형태를 가진 종교집단으로 발전시켰다. 또 

현셰 이익적인 욕구흘 충족시키는 기도도 시행하였기 때문에 농민. 

상공인까지 침투하였다. 이와 같이 지배충과 피지배충의 양쪽 모두 

에 기반을 가지게 왼 좀田神進는 이후 江戶훌府 알기까지 쟁홉府 공인 

의 신도당주(이에모토)로서 전국의 신사와 신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가지게 왼다. 

이상과 같이 신도는 독자적인 천개룹 보여 주었으나. 천황 그리고 

11) 唯-'w.i!. '옳-宗源flt없. ~없jIþ.i!라고도 부른다. 
12) 大뼈和雄 홉注 r中엔神jfl~J • r日本思생大系 19J . 東Ji\: 岩波왜店， 1986年，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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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廷의 정치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는 봉건적인 무사 사회의 둥 
장으로 인해 이 시기부터 약화되었다. 흉府로부터 朝廷으로 정권융 

되폴리려 시도한 承久의 亂(1221년)에서 흉R양측은 전란의 주모자인 

後빼쩌. 土뼈門. 順짧라는 셰 명의 上훌을 한 번에 유배시켰다. 그 

유배령은 그 당시 천황의 명령이라는 형식마저도 취하지 않았다. 이 
시기부터 천황제는 이미 국가 홍치자로서 역할올 하지 않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후 緣府는 황위 계숭이 냐 홉政 · 關白 풍의 엄연도 모두 蘇府가 

엄의로 결청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가지는 *홉府는 힘 

이 없는 천황으로부터 표훗*將l!!의 임명을 받는 형식올 유지하였 

다， 그것은 鎭슐뿐만이 아니라， 室ær. 江戶幕府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천황용 장군올 임명하지만， 장군은 천황의 지위를 누가 계숭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장군은 천황의 엄명이 있든 없든 최고의 지 

배자이지만， 천황은 장군의 허가가 없으면 천황이 휠 수 없었다. 

왜 이러한 절차를 취했던 것인가? 

이노우에 키요시(井t빼)는 ‘무사의 시대， 흑 봉건시대에는 인간은 
위로부터는 천황 장군에서 아래로는 경작농민에 이르기까지 , 누구 

도 자주 독립의 권리는 없고. 모두가 어떠한 권위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뿐 아니라 서양의 중세 용 

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척하며. 유럽 봉건 시대에 프랑스， 영국. 

독일 동의 국왕의 그 왕위를 로마 쿄황이 보증하는. 즉 신으로부터 

보중을 받는 형식율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로마 쿄황 

대신 京都의 천황이 보증하였다.라고 지 적 하고 있다. 또한 장군응 

신성항을 지니는 천황에 의해 왕인 장군이 권위를 받올 수 있다연. 

장군은 이중의 이익올 얻올 수 있었다고 지척하고 있다. 즉.천황이 

장군을 임명함에 따라. 로마 교황이 유렵 국왕의 왕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이익융 엉올 수 있다.라는 정과 ‘장군은 그러한 권위훌 

지닌 천황조차도 자유홉게 지위에 앉혀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하야시 

킬 수 있다는 접”이 장군의 권위륭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 

이다.그러므로 장군은 어디까지나 신의 자손인 천황이 휠요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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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그만두연 입지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천황이 

실질척으로 권력융 가지연 전부 수포로 졸아가기 때문에 교요하게 

경제력융 에앗고， 황위계숭에도 간성하였다. 그래서 천황을 인갱하 

고 연호와 같이 실째척인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옹 천황이 절청하 

도륙 인정하였다.라고 얘우 중요한 지척을 하고 었다 13) 

결국. 중세부터는 신도는 독자적인 발전율 이후었지만. 그 중심애 

있었어야 할 천황의 권위 자쩨는 이마 저하되었고 이릅 보충하기 위 

한 사상적인 강화책이라는 측연이 강한 것옳 이해합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특히 천황용 정치척으로는 이미 힘융 상실하여， 무사계급 

의 사회가 이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먼 것이다. 

4) 近世의 함遺 

활교가 전성기훌 누리던 중세훌 지나 근세에 흩어서자 유쿄가 갱 

치환 · 도덕론으로서 전개되게 되었다 충셰 시대외 유학은 "'1~에 

의해 연구되고 었었율 뽕이고. 일본의 유교는 함{빼짜，올 하나로 생각 

하는 사상이 그 중심옳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충 훌교， 특허 五山

文化로 대표되는 빼宗의 힘이 쇠퇴하연서 it’를 가운데서 후지와라 

째이카(홉I.lt훌쯤)와 그 째자인 하야시 라잔(t*훌山)141파 같이 i훌톰 

-致용 부정하고 유교의 폭립올 주장하는 이률이 풍장하게 되었다. 

또 江戶幕府는 지배 헨리로서의 유교에 주목하여 주자학을 官황으로 

상았다. 

유교가 관학으로서 힘융 가지게 되자. 이션부터 유교 이롱과 관련 

깊었던 ... 道說에서도 유교척 흑연으로 크재 기율어진 ... 홈쩔合 신도 

성이 주창되재 되었다. 林훌山온 올교를 -훌~r이자 Afl융을 무너뜨 

리는 것이라 규정하연서 크게 비난하고 .신도는 王道.라는 주장융 

용해 신도와 유교훌 일체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本地훌훌짧. 兩홉8神 
llt. 홉田빼道 둥과 같용 빼’i효說옳 모누 부정하고 “敬.으로서 신율 대 

13) Jt: J:r.I. r天J;lM'"뾰와J. 久'f4l( it,e;::J1ß. r天모힘IJ.la!l. ， 폈京 ; 三一낀u까. 
1974年. p.77 창조 

14) 짜톨山용 악부의 유판으효서 퉁용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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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철저 한 偏家神道를 확립시켰다 

또 중쩨 이래의 伊했神i효에서는 에도시대 중기에 이르러 外홉의 

와타라이 노부요시(짧會延佳)가 伊勞神道로부터 왈교척 요소훌 배제 

하고 易파 宋學의 。l기셜올 수용한 神偏習合神道로 재편성된 짧흠神 

道를 일으키게 된다. 그는 음양오행셜과 패(훌~ )흘 이용해 신의 마음 

과 인간자신이 일체가 왼 형태인 陣Aol 되는 길올 설명하여 伊努神

;효를 민중화시켰다. 졸田神道계통에서는 요시차와 코혜타루(솜川推 

足)가 빼家神道인 훌川神道룹 주창하였다. 솜川神道는 일반 i$.ïd:에 

서 행해지고 있는 신도흘 行法神道라 하여 비판하연서 神{짧一줬의 

입장에 서서 천하를 다스리는 신도로서 스스로를 理學神道라고 불렀 

다. 度홉神道도 吉川神遭도 君품의 義， 훗oJi安分 . .iEi흩 동 용건적 ’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여 무사계급에서부터 차흩 민중으로 전파되 

었다 

솜川神道로부터 영향올 받은 야마사커 안자。J(山뼈安쨌)는 에도시 

대 중기에 偶家神道를 집대성하여 훌加神道롤 세웠다. 安짧는 주자 

학에서 말하는 하늘과 인간온 하나라는 룻A合- 의 원리흘 신도에 

척용함으로서 벚APfii-之i효‘를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인간에게는 神

의 영혼。l 내재하고 있다는 神A合一짧을 역성하면서 주자학이 중시 

하는 ‘敬-이 신도의 근본 도덕이라 하였다， 그는 또한 .군신의 길-융 

중시하여 일본인으로서 황실융 지키지 않으연 안 왼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천황 숭배 이론융 전개하였다. 이 천황 숭배 이롱은 에도악 

부 말기에 일어난 討幕릎動의 일대 거쟁이 된 水戶횡派에도 큰 사상 

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밖에도 白川神道냐 土뼈門神道 동의 유교， 읍양도계의 불교의 

영향을 배제한 신도가 발달했다‘ 

에도 후기애 틀어서자. 카다노 아즈마마로(혜田春뼈). 카모노 마 

부치 (~L흥훌淵) . 모토오리 노려나가(本居효長) 퉁에 의해 에도시대 
중기에 보여지던 불교나 유교와 슐합한 신도셜이 비판을 받게 되연 

서 r記紀J 퉁의 고전에 기술왼 칸나가라(推神)의 길로 톨아가야 한 

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國學의 대가인 를長는 그 스스로 신 

도성융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신의 길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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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랑의 길.이라는 그의 태도는 그의 계승자인 히라타 아즈타네 

(平田罵빠)에게 전해내려강요로서 , 復古神道의 체계적 교의의 기초 

가되었다. 

復古神道에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신용 아에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 

Z없中主神)라고 규정하고. 세계는 천황이 지배하는 顧明界〔현세〕와 

요요쿠니누시노차미<::k國主神)가 지배하는 &험롯界〔사후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빼흉界흘 신의 뭇이 그대로 반영되는 세계로서 이 
상화하였다. 따라서 驚빼는 덧없는 세상에 지나지 않는 顧明界보다 

사후의 g험롯界릎 중시하연서 인간의 영혼운 영원히 산다고 설명했 

다. 

또 復古神道에서는 조상의 제사훌 중시하고 효도는 없代[일본의 

신화시대)의 신들에 대한 숭정이자 천황에 대한 뾰、이라고 주장하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천황으로까지 연결시켰다. 

이상적인 신도륭 복고주의의 입장에서 찾으려한 m~는 훌룹宗과 

B運宗을 ‘神敵二宗‘이라 하여 불교를 공격하고. 유교 및 習合神道

풍올 거부하연서도 불교， 유교. 도교. 習合的인 신도성을 비롯해서 

기독교까지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자기 이론을 구축해 냐갔다. 

이 밖에， 에도 악부 말기에 크로즈미 무네타다(黑住宗忠)가 창성 

한 黑i1敎. 나카야마 이키 (中山A혼)가 창껄한 天理敎. 金光*神。1

창셜한 금팡쿄 동 독자적인 교의를 가진 習合神道계룡의 쩨로운 종 

교들이 줄율 이어 생겨나 현세 이익을 중심으로 민중 구제흘 성파하 

연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이들 새 종교들은 쿄의 변경 동 많은 우 

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메이지시대에 이르러 敎派神i효로서 공인받게 

되었다. 

도쿠가와 시대의 천황은 관례상뿐만 아니라 병문법령상에서도 幕

R￥가 청한 公家짧法度흘 따라야 했으며， 복장. 관직 풍급에서 재정 
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해 幕府의 간섭융 받아 악부에 

종속되게 되었다. 

이 러 한 상황 속에서 발전한 復古神退이지 만. 알려진 숫자만으로 

宣長의 門下가 166명 15). 隱鳳의 門下가 1330명 16)이 었다고 추갱 되 

15) Í!홉의 門下는 융인 166영， 농민 114영， 여성 22명. 나머지는 신사의 신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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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 일반 민중에 대한 復古神道의 영향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민에게는 오히려 이시 

다 바이간(石田梅岩)의 心쩔이나 니노미야 손토쿠(二홉尊짧)의 神{빼 

佛-혔的인 통속적 도덕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伊努{홈f{P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오카게마이리 J 1 7)가 유행 

하였는데， 이는 伊努神道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여 생겨난 강 

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행해졌다기보다는， 민중들의 현셰이익신인 天

照*神에 대한 신앙과 당대의 r권력에 대한 반항J 18) 이 바탕이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민중에게 있어서 신도는 현실적 신앙으로서의 축제나 연중행사. 

혹온 참배 등에서 禁료를 지키거냐 키요메(심신올 맑게하는 것)룹 

하는 정도였￡며 神社 역시 神佛쩔合的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近代天皇制=國家神道의 없立-天皇의 政治理念化

1) 明治維新을 향한 걸 -開國과 尊王훌훗 : 훌훌加神道에서 

水戶뿔묘로 

약 2세기 반 동안 계속된 에도시대도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기 시 

사， 의사. 차上. 앞의 논문. p.65 창조 
16) 付t 앞의 쩍. p.297. 
17) 민중의 핏Ð1$홈이 주기적(千支의 멜률 바탕으로 61년 주기)으로 유행하여 “” ’ 

~.때l 덕분애(요카게) 이루어지는 흉흠"이란 뭇으로 “오카게마애리”라 용렸다. 
짜|캠흥협옹 #’ llt에 4회， 에도시대에 6회 유행‘ 특히 에도시대 후기인 옆永. BJl 
엉1. 文.(j((天쩌시대의 ·‘오카게o.에려”는 대규모로 이루어져. 1771년(明~)의 
‘오카게마에리”에는 200만 영. 1830년(文政 天保)의 “오카게아에리”에는 500 
만 명이 용힘하였다. 村上m~. ri*è B木AJ. 짜京 : J!U앙大횡出lIÆ응. 1 984年，

p.23 창고. 
18) 앞의 책， p.24. 또 村t는 “지배층은 ‘오카게마에리’흘 용건 지배의 안전장치로 

간주하여 이 소동용 조용히 지쳐보았다‘ 또 지배충은 부분적으로 양보까지하여 

~홉의 연의흘 꾀했다”라고 알하고 있다 ·‘오카게마얘랴’의 유행과 갈용 성격 
융 지닌 ’‘에애자나이까”소용도 “2세기 반에 이르는 홈隔힘j 支뾰로부터 해방융 
요구하는 민중들외 에너지가 목표훌 앓고 폭합한 것’·이라고 얄하고 있다. 같온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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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계에자나이까‘소동19)과 같옹 향락적 · 퇴빼적인 문화가 

유행하고 빗발치는 농민 반란온 그 현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江戶時代의 총언을 알려는 프롤로그가 된 것옹 1853년 미국의 페 

리 제독(M. Perry)이 최신예의 증기군합 4척올 거느라고 국교를 요 

구하며 퉁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페리합대는 악부가 미국의 

國홈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戰도 가능하다는 강한 결의로 抱옳 

外交를 펼쳤으며. 이훌 앞에 두고 에도악부는 어찌항 도리가 없었 

다. 1854년 해리 합대는 다시 일본을 찾아와 r s 美和鏡條힘J ( rS 
米和觀條約J )올 체결시켰다. 이 조약응 일방적인 最惠國待遇 조항 

융 가진 완전한 불명둥 조약이었다. 01후. 영국. 러시아， 네혈란드로 

부터도 같은 조약을 강요당하게 된다. 

에도 악부는 당시까지 외교와 관련해서 大名 〔영주] 및 천황에게도 

알려지 않고 완전한 독재체제률 유지하고 있었지만， 유럽 열강국가 

들에게 받응 충격이 그때까지의 자신감과 체제륭 용괴시켜 버렸다 

에도 악부는 외교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名과 幕府 관리에게 자 
문을 구하고 천황에게도 보고하게 되었다. 

이때에 바로 잊혀져 있던 천황이 스포트라이트톨 받게 된다. 하지 

만 결코 천황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왼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幕R양의 자신강 상실과 책임 회피훌 위해 

서 책임윷 뒤집어씌올 배후를 늘리기 위해 무대 뒤에 있던 천황을 

무대 위로 끌어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또한 r s 美通商條約J ( r S米通.ffF條約J )올 황府에게 강요 

하자. 幕府는 이 조약올 둘러싼 문제에 관해 여러 大名들에게 의견 

올 구해 M1許{천황의 허가}륭 받으려 하였다. 정치 및 세계청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황과 朝廷은 조약에 판한 일은 *名틀 

의 논의 하에 결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꾸로 大名툴옹 천황 

의 動許률 얻으려고 시도하는 풍. 모든 세 력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 

하려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총영사의 해리스는 악부에 대해 . 청나라 

훌 풀리친 영불연합국〔애로우 전쟁 ]이 일본으로 와 청나라와 같응 

19) 각주 1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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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조약을 강요할 것이라며 그 전에 미국과 일마통상조약을 

체결해두연 그러한 사태훌 피할 수 있다고 幕府를 강박하였다. 이에 

蘇府의 보수파인 大老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는 천황의 MJ許없이 
독단으로 조약 체결율 결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반대파와 비판 

파훌 봉쇄하기 위해 차기 장군을 보수파에서 세워 개혁파툴 배제시 

킨다. 이에 더해， 공포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安댔의 大錄(1859

년 ) J 을 강행하여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內)와 요시다 쇼인(솜田松 

隆)올 비롯한 개혁파의 이론적 지주인 인물올 처형해 버렸다. 

또. 개국올 해 버린 일본이 정치척인 위기와 정제적인 위기에 직 

연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土族들은 짧의 범위를 넘어 ‘尊王樓

맺〔尊훌樓횟r흘 주창하면서 幕府흘 쓰러뜨리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게 원다 

.尊王樓혔”는 강렬한 천황 숭배를 주장한 이토 진사이 (伊願仁짧)의 

쫓加神道로부터 영향올 받은 水戶學의 개념이다. 구체척으로는 천황 

의 권위를 정대화시키는 .尊王‘과 封建的 排外主짧를 바탕으로 한 

쇄국주의인 ‘樓훗‘훌 결합시킨 幕짧짧ftjtJ 짧持請(유지론)01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尊王樓헛”는 反幕的 . íFJJ幕的(막부타도)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幕府-더 정확히 말해 井伊直弼-가 단독으로 개국올 결정함 

으로 인해 ”懷횟 .. 가 反綠뚫이 되고 開國끓온 풍府護持(住짧)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緣府가 助許 없이 죠약올 체결한 정은 ‘尊王”파의 

공격올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황빼짧ft1J짧持흘 목적으 

로 한 이 론인 ‘尊王樓횟.가 反幕府 . fill짧遺動으로 180도 전환해 버 

린 것이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정운 .尊王-은 천황의 권위를 절대화시키 

는 것옹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천황의 권위를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짧府가 쇠잔해져가는 스스로의 권위훌 

지탱하기 위한 버명목으로 상기 위한. 증， 막부유지흘 위한 것이었 

다는 정이다. 이노우에 키요시는 ‘토쿠가와 야스나리-유명한 水烈公

는 막부 유지를 위해 尊王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척하연서 ’尊-王’은 反룻훌‘이자 ‘孝明天훌은 幕府힘l의 절대 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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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0) 전통있는 가문의 권위에 의해 간신히 

그 명맥융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연에서 幕府에게 훌어 기생하고 있 

던 천황과 朝廷은 무대 위로 둥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 

라 언제까지나 무대 뒤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21 ) 

또 계훌훗”는 황府도 원하던 정책이며 사실 1863년에는 樓횟률 개 

시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국가들의 압도척인 힘올 직접적으로 목격 

한 樓헛主義者는 幕府에게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놓력온 없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幕府훌 타도하고 중앙집권 국가의 건셜을 

추진시키는 아이러나한 결과훌 초래하였다. 

2) 明治維新과 王政復古-神道의 園敎{양} 神佛分훌 · 廠佛혔*￥ 

幕R양의 구십력이 급격히 약화되자. 정치척 슬로건으로서 낼리 확 

산된 -尊王樓奭‘롤 주장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릎려는 짧이 급격하게 헝융 가지게 되었다. 외국션에 대해 1훌혔

-공격 -률 실행하여 큰 손해를 입옹 후. 조속한 중앙집권국가 창설 
의 휠요성올 느끼댄 사쓰마(뚫摩)짧과 조슈(長州)옳은 수많은 청치 

척 -군사적인 대결에서 숭리릎 거두어 幕府권력율 大政奉遺(1868

년)케 하고 천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천황을 국가 통합의 중심에 

앉혀 王政復古(1867년) . 즉 明治維新올 실현시켰다. 

그러나. 신정부가 된 메이지(明治) 정부의 정치 기반운 매우 취약 

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18 ;흉府의 찬여 세력이나 특권올 빼앗긴 士族

의 뿌려 깊은 저항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 

시 이용당하는 것이 바로 천황이다. 

하지만. 당대인틀에게 있어 실제의 천황은 얘우 희박한 존재였다. 

미국의 루스 베너l 닥트(Ruth Benedict)는 i도쿠카와 막부의 명맥 

2이 井上 「天꼬뼈αR양~j . p.80융 창조 
21) 11월 15일외 ~~t.t>久光에게 보낸 서간얘는 ‘·징용 王fk없古툴 원하지 않고， 처 

음으로부터 반대였다”라고 기술되고 있다고 지척하고 있다. jr上 r天모양IJ(1) 

많史J • p.8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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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하는 마지악 시기에 있어서도 때리 제독은 배후에 천황이 존재 

하고 있음율 눈치 채지 옷했다. 그리고 1858년에 일본과 최초의 흉 

상 조약의 교성을 행한 초대 공사인 타운젠드 해리스 스스로 천황이 

있옴을 발견했어야 했다:22)라고 당시의 에도막부와의 외교괄 담당 

했던 고관조차도 천황의 존재륭 잘 모르고 있었융올 시사하는 기술 

융 냥기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일반 민중에게 있어서는 천황이 회박한 존재였음 

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明治元年 2월 신정부의 九州웰흙 總쩔이 관내의 인민에게 공포한 

짧뿜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룻照훌太神홈닙부터 이어지는 天

子닝이라 불리는 분이 계시고， 이 분이 옛부터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일본의 주인님이다. 그런데 7. 8백년 전부터 난세가 계속되어 여러 
가지의 세상에는 北條(호죠)나 足利(아시카가)라 불라는 이들이 동 

장하여 天子님이 지배하시던 곳을 서로 캉탈하여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다‘ 天子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오 

늘날까지 그 혈통이 끊기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천황올 인민에게 소개해야 했다 23) 또 

한 천년 이상 황실이 자려하던 京홉R의 시민마저 ‘우리는 천황으로부 

터 한푼의 돈도. 어떠한 도웅도 받온 적이 없이 스스로 일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아무런 구제률 받은 기억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해 京都府廳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天子님의 

초상님께서 만드신 나라로 일본에 있는 모두 것온 天子님의 것입니 

다. 태어났을 때로부터 天子님의 물로 몽을 씻고 죽으연 天子님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라며 천황의 은혜를 억지로 설명하지 않 

으면 안 되었다 24) 

이에 더해 1869년. 전란이 끝난 직후의 與깨(오오우)에서 新훌k府 

가 18綠府보다 한충 더 엄격한 정치훌 펼치는데에 대한 경계와 노여 

움으로 典쩌 각지에서는 소똥이 일었다. 

22) ι-7. ' .. q.T{?~. 良양JII~治햄 r찌è. 7JJ. m.ri\ :.\ll.κ~~￥文EK 1967 
{F, p.81. 

23) 井上 r天댄힘M땀있J • p.79. 
24) 앞의 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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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정부는 다용과 장온 않告를 발표했다. 룻子님은 天照훌太 

神홉님의 자손님으로 이 세상이 처음 시작훨 때부터 일본의 주인님 

이다. 하느님의 지위나 표一{立 둥 각 지방에 있는 것 모두가 천자닙 

째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한 혜의 땅. 한 사랍의 민중도 모두 천자님 

의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닝융 wl對한 사랑용 그가 셜령 大名이라 

하더라도 그 목숨올 빼앗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냐. 天子닝의 마용 

이 너무나 관대하여 *많와 강용 척군의 대장초차 목숨올 건지게 하 

심용 이 이상 없는 자비이다. 따라서. 액성률이 아무 생각도 없이 여 

기저기 소동률울 일으키는 것용 실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이듭온 이 이치률 찰 깨닫고 결코 소동융 일으키지 말라:25)( r횟쩌 

A民告홉J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것용 천황의 권위를 설명한 

것임과 동시애 큰 자벼용 나타내시는 국가의 션초신의 후예언 천황 

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또 이와 합께 천황의 권위 

훌 배경으로 상。} 新政府에 저항하지 말라는 매시지 라고 할 수 있 

다. 
이쳐령 新政府는 천황의 권위률 높여 천황파 함께 있는 新政府훌 

혹 청권 기반융 강화하려 했헨 것이다. tlT政府는 이 밖에도 갖가지 

형태로 천황의 권위톨 강화하려는 시도훌 째속하였다-天훌 -

元힐. 역시 그 한 예로서 . 천황을 시간과 용간융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표현함으로서 천황의 권위훌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갈은 천황 권위의 강화， 新政府의 갱용성 강화를 정책척， 용 

합척으로 실행했댄 것이 빼jj("웹의 창셜이었다. 

1868년의 r표짧|없의 뼈훌文」 으로 새로운 갱부 지칭올 천황의 종 

교척인 션언 행위로서 시행한 후에 찢政-致의 청치 이념이 실행애 

옳겨졌다. 

우션 빼뚫흠힘l度흘 다시 일으쳐. 고대관재훌 싱앵하기 위한 천황 

재 국가의 종교척 권위가 션연척으로 부흥되었다. 그리고 함짧官힘l 

度는 제사를 관장합과 동시에 새롭게 국민융 神값的으로 교화하는 

임무훌 담당했다. 이 인재의 상당수는 明治al新의 중요한 사상적인 

지도 원리를 담당한 11古神退로부터 공급되어 復古神값의 이흔을 바 

25) 평山옮쩌'. ra*ìl[代l!J.ll!太系 2 天강ε1훌훌J. 폈져 : 월&에店. 1988年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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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 한 國家神道가 형성되어 가게 된다. 또한 神佛判然令융 시행 

하여 神佛習合的인 제사흘 뭄지하고 불교색 색채률 배제하면서， 당 

시 넓게 확산되어 있었번 신들옹 불타 ’ 보살보다 지위가 낮은 佛法

의 수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神觀올 없애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때까지 실질적인 국교였던 훌교계의 하부에 박혀 있던 神官

이나 廢佛思想올 가진 國황者 및 유학자들에 의해 불교의 지배를 깨 

뜨리기 위한 강력한 廢佛왔f훌홉動으로 발전되었다. 

또 明治天훌은 持統天皇이래의 伊챙神홈 참배흘 통해 八神(神武天

皇。l 섬겼다고 전해지는 천황올 수호하는 신들). 룻神地짧. 歷代훌 

靈(역대 천황의 혼령)올 불러 鏡蔡를 시행하여 察政-￥X. 皇道復興

의 방칭올 고하여 야뢰고.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八神. 天神地服，
歷代훌혔올 모사게 되었다. 이렇게 皇室神道의 제사(홉中察祝)는 메 

。l지 유신 직후부터 확충 정비되어 다수의 記紀神훌훌훌 바탕으로 한 

제사와 황제의 靈에 대한 제사가 새롭게 정해졌으며26) 國家神값에 

서 모시는 제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神佛判然令에 의해 시작된 神佛分離， 廢佛됐繹의 열풍 

은 이후 신도의 국교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옹 神佛分傑란 것은 이미 존재한 신들올 불쿄(홉타)로부터 분리하 

는 것이 아니라. 記*è神짧나 延흉j\j$名 l限가 권위률 부여하고 있는 

특정 신들올 불교(불타)와 국가에 의 해 권위를 부여 받지 못한 모든 

신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또， 廢佛없뚫이 란 혜멸의 대상온 불교 

(불타)뿐만이 아나라 국가에 의해 권위흘 부여 받지 못한 모든 신플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27) 따라서 神佛分離. 廢佛왔繹온 신도의 

국교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밑바당이 되는 역할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6) 大g에는 U강~~.*i!元fIij~. 휠끓였. jl!i없fR. 찌’페天앓양. itG~. ffr영;짱， ’\:;OW 
際， 先帝以페 三代의 '.f:.t，흥， 모E의 '.f:~흉가 있고， 小헛에는 歲뭘장. Øi'.f:奈，
賢所없뼈찢， 天長ß1j~.5\';￦以뼈 三代의 9찌~.;t덤의 {째잊 ‘ 앓해天보以下 :toW 
以찌H!ltl:째 이르낀 뚫代天훌의 {f:~왔가 았지안 이 속얘 jfrif~. j찌쯤청용 채 
외한 ~;e의 거의 오두가 l껴治jf;年에 새륨게 만틀어진 것이다. 村 .1:. r~è 0 
*시 . p.l45 창조. 

27) 갖九n夫 r뼈 ，>q")셰l治앓jfr→1Jlllt分홈 è .fl$'Uh. *J,\: 쌀~U!i빙. 1979'4'-. 
pp.6-7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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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870년에는 r大敎효布의 짧」 가 나와 ‘大敎i라는 이름으로 

천황의 종교적인 권위를 기본으로 한 輪道的인 國짧.n念. 園民i효德 

융 바탕으로 한 국민 교화가 실행됨융 밝혔다. 다시 1871년에는 神

社의 it格힘l定올 통해. 천황의 선조가 되는 神인 天照大神을 모시는 

伊努神宮은 전국에 있는 神社들의 本宗이 되어 神社의 정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럽으로서 天照大神가 신툴의 정정이 되어 국가가 

그 권위륭 뒷받침하고. 또한 이 天照*神의 권위에 의해 정부의 권 

위가 뒷받침된다. 또한， 근대 호척제도의 성립과 시대착오적인 갱책 

이었기 때문에 2년 만에 혜지되어버렸기는 했지만.~子取調制度를 

실시하여 에도시대에 절이 담당하번 제도(좋請힘l度)를 그대로 신사 

로 이행시켜 민충을 관리하려고 하거나. 사찰의 토지 관리활 제한하 

는 퉁 많은 왈교 종와의 물질척 · 경제적인 기반을 예앗용으로써 불 

교계에 큰 타격올 주었다. 

그러나 급격한 신도의 國敎化 웅직임온 다양한 모순과 알력을 낳 

았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빠르게 대옹하여 1871년에는 神聊官올 神
飯省으로 그 격을 낮추고， 굽격한 신도의 국교화 갱책에서 광벙위한 

국민 교화 청책으로 청책융 전환했다. 그리고 1872년에는 성공융 거 

두고 있던 大敎효布遺動윷 완만하게. 그리고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신도뿐만 아니 라 불교. 민간종교들융 총동원하여 국민 교화를 수행 

하는 神佛合뺨布敬가 제안되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神版省융 

폐지하고 敎g~省을 설치하여 大敎院 281을 중심으로 國民敎化政策을 

실행하였다. 이리하여 격혈한 神佛r分條 -廢佛웠釋運動은 마무리 단 

계흩 향하였지만， 이는 통시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메이지 정부의 종 

교정책 안에 면입되었옴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國民敎化運動에 있어서 神佛合혐布敎라는 현실은 明治政

府가 취한 정책의 불완전성과 모순올 분명케 해 주었다 이를 기회 

로 불교계 는 반격 을 시도하여 !rt宗 4 派가 大敎院으로부터 。l탈하고 
정부에 대해 신앙의 자유률 요구하였다. 明治政府는 불교계의 저항 

에 의해 神佛合얽布敎 정책을 실시 융과 2년 만인 1875년에 방향융 

전환하여 大敎院을 빼지하였올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률 보장할 

28) 왔없흉은 핏京에 大敎院，> !힘方애 中&정. /J했院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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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인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도의 國敎化뼈짧이 후퇴해 버려자. 원래 그 기반이 

취약했던 신도계는 쩔神 릉에 관한 내부 대립이 격화하여 혼란이 잇 

따랐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敎義의 강화를 목척으로 한 연구기관을 

창셜하여 새로운 전개릎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明治政府는 神道의 國敎化政策옳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 

었다. 그것은 제도가 정비되어가던 학교 교육융 통해 계속해서 실행 

되어갔다. 1880년의 敎育令에서는 역사파는 건국의 체제. 神武룻皇 

을 비롯해서 훌室中心主뚫에 중정올 두고 있었다. 게다가 1881년 6 
훨 文部省이 낸 ’소학교 교원의 마음가짐-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오 

로지 算王愛國의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고. 교원은 학생이 황 

실에 忠을 보여주고 국가률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위 사랑 

올 존경하며 친구와 신의를 지키며 1\!M에게 자비로 대하며 ... (중 

략) ... 자신올 중시하는 동 안륭이라는 큰 도륭 지키는 것올 업무로 

해야한다 .라고 명했다.29)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 -威私奉公.

”敬神豪祖 즉. 천황에 충성을 요구하는 1890년의 「敎育助語」 로 연 

결되어 가는 것이다. 

3) 國家神道의 成立과 XMl 
。l 와 같이 신도의 國敎化는 일단 정체한 것처럽 보였지만. 착실하 

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882년에는 정부는 신도계의 요 

청에 용해， 제사와 종교흘 분리하여 신도를 i국가의 재사-로 하는 것 

을 단행혔다. 구체적으로는 神홉 · 官國뺨社의 神官이 장의에 관한 

일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일반의 종교적 행위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전에 신도의 국교화의 과청에서 면입된 절合神道系의 민중종교(天 

理敎 ‘ 黑住敎 · 金剛敎 둥)훌 벼롯한 민간종교훌 ‘국가의 제사i률 챙 
하는 신도로부터 불리시켜 종교인 신도(敎派빼退)로서 톡업시켰다. 

이에 의해 ‘국가의 제사-툴 행하는 신도는 종쿄를 넘어선 ‘超宗

29) !~ 1:. r天휠制">8양및J . p.94 상조 



90 종교학 연구 

敎" 즉 國家神道로서 성립하게 되었다. 

1889년에 발포된 r大日本國憲法」 에서는 천황온 ‘*日本帝國운 
萬世-系의 천황이 일본올 홍치합’(제 l 조) . ‘천황용 神및하며 침범 

하연 안 된다"(제3조). "천황은 육해궁융 통수함"(재 11조) 퉁이라고 

규정되었다. 이것온 바로 園家神造의 중핵인 천황을 중심으로 한 종 

교 이데융로기의 표출. 즉 園敎라고 말왈 수 있지만， 정부는 절대 國

家神i효를 종쿄로서는 인청하지 않고， 國敎인 것을 부갱했다. 그리고 

1890년의 「敎育助語」 가 下뼈되어 학교 교육 속에서 國家神道의 교 

의 , 國톰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에 의해 국민에게 ‘천황의 신화’든지 

‘신에 이끌리는 우수한 大和民族"01 라는 훌園 · 神國思옆!율 칩투시켰 

다’ 
산업혁명융 끝내고 채국주의 단계에 들어가연 日隔 · 日홉짧爭올 

천황의 이릅에 의해 실행했다. 그리고 그 전사자는 靖園神社를 비롯 

한 신셜된 神社의 쩔햄’이 되는 .명예‘률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천황 

의 권위는 강화되어 천황의 이릅 아래에서 실행된 천쟁으로 내폴리 
는 풍기로서 기능하도록 되었다. 또 일본의 사회구조의 모순이 표면 

화되며 노동운동 둥이 나타나고.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가 침투하기 

시작하자 1908년에는 「찌申訊뽑」 를 발표하여 國家神道. 國g훌륭 지 

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더욱 강도 높용 지도흘 실시하였다. 1925년에 

는 「普通選없法」 이 제갱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제정된 「治安維홉 

法」 어1 의해 國家神道， 國ft에 의문올 가진 사람. 이것에 저항하는 

것은 위험 사상올 가진 자로 철저하게 탄압받게 된다 

1940년에 明治 이래 최초의 종교법인 「宗敎團옮法」 이 재정되었 

지만， 이것은 정부가 효융적으로 종교단체들올 잘 통제하는 것 이상 

의 의미훌 가지지 않았다， 또 감응 해에 ”神없官의 격하 이후 70年

만에 실지 회복"3이。l 라는 神旅院의 설치라는 신도계의 비원이 달성 

되었다. 여기서 國家神i효는 파시즘 국가의 國敎로서 절정기를 맞이 

했다 

그리고 國家神道가 완전히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이론적 

지주가 되어.*8本帝國이 아시아대륙에의 침략융 개시하며 일본은 

30) 村1:. r日*宗敎까典J •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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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족. 타국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천황의 통치하에 둔다는 -八앓-宇-의 무서운 사상으로 전개 

되었다. 

그 결과는 일본 국토의 초토화이고，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 

(長혐)에의 인류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의 투하였다. 일본온 1945년 

에 무조건 항복하여 포츠당선언올 받아들이지만. 정치 지도자는 ‘國

꿇의 홉持-흘 끝까지 항복 조건에 넣는 것올 고집하고 있었다 연합 

국군에 의한 정령 홍치가 시작되어 동년 10월에 연합국 총사령부 

(GHQl는 「神道指令」 올 통달하고 國家神過륭 해체하고 신앙의 자 

유를 확립하여 모든 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켰다. 또 神社神道는 

민간의 한 종화교로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이 보중되었다. 더욱 전쟁 

중에 종교룰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宗敎團짧法J 은 폐지되어 宗

敎法A$:.아 공포. 시행되어 종교단체는 신고에 의해 자유롭게 宗敎

法A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응 해의 1946년 설날에 천황은 이른바 fA間宣言」 의 흠R합를 

발표하여 스스로 現A神인 것. 다른 민족에게 우월한 민족인 것. 세 
계흘 지배해야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공적인 관념-이라 

고 말하여 천황 스스로 그 神뿔性올 거부하였다- 이것옹 國家神道의 

정신척 기반의 부청이며 용괴블 의미했다 . 2월에는 神紙院官옮t]를 비 

롯한 모든 때l.tl:fm連法令이 폐지되어 國家神道는 제도상에 있어서도 

완전히 해체되었다. 또 神道指令에 의해 황실의 제사는 천황가의 사 

적인 행위가 되어. 공적인 성격은 완전히 혜지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되어도 |日勢力온 國짧의 짧持를 기도하고 있었 

다. 松本 國移相은 新훌法의 초안에 있어서도 .. 천황응 至尊이며 청 

범하연 안 된다 .. ‘천황온 군율 통수합” 퉁 「大 B 本帝國憲홉」 과 같 

운 조문올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문에 기사화되자 GHQ는 즉각 

거부의사률 표명하였고 국민 주권의 민주적인 헌법을 초안하여 그것 

올 GHQ案으로서 제출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에 상징 천황제 . 
형화주의(전쟁 포기).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민주척인 新흉홉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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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지금까지 본 것처렴 일본에 있어서 최초의 神觀옹 애미니즘적. 자 

연숭배적. 조령숭배적인 매우 낮은 차원의 민족 종교이고. 농경 사 

회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명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국가 

가 탄생하여 통일 국가가 되는 과청에서 생긴 매우 정치적인 의도흘 
가진 신화 r古짧記」 와 r8 :本휩紀」 가 기술되며 그것은 크게 변모했 

다. 

천황은 r記紀」 에 의해 권위흘 부여받고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된 

다. 그러나 천황이 직접척으로 정치적 권력과 종교척 권력율 발휘한 

것옹 매우 짧옹 시간이고. 실제로는 고대에는 다른 유력의 公家(귀 

족). 중세부터는 장군에 의해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에앗기고 있 

어. 총교적 권력조차， 정치척 권력자에 의해 이용될 뿐인 존재로서 

정치적 권력자에게 종속된 존재에 지냐지 않았었다는 것용 지금까지 

확인해 용 것과 같다. 즉 천황이라는 존재는 정치권력에 보중율 주 

는 장치로서의 역할올 담당해 왔던 것일 뿐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강대한 종교적 권위릎 독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매우 애매한 존 

재로서 긴 기간에 걸쳐 보존되어 왔던 것이다. 잊혀진 존재인 천황 

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갑자기 ”王政復古’라는 형태로 생각나게 된 것 

이다. 그러나 그것옹 민중에 있어 復古라는 것보다 갑자기 나타난 

기묘한 존재였다， 

또 신도는 독자적인 션개를 보였지만， 단순한 제사흘 중심으로 한 

원시적인 민족종교에 지나지 않았었던 신도는 이론 · 교의의 결여 때 

문에 그 성컵의 최초부터 불교와 같은 세계 종교의 영향올 받올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도 유교 퉁의 체계척인 논리 체계훌 도입하연 

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神佛렵合神道， 神f빼習合神道는 모두 신보 

다 부처 (불교). 신보다 유가 중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현셰 이익적인 총교의 하나로서 넓게 확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국학자는 신을 중시하는 신도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려나 그것마저도 불교 · 유교 · 기독교 풍의 이론척인 체계를 이용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학윤 학문척인 발전은 보였지만 

민중에게 넓게 지지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지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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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정적 

인 범위는 明治維新. 즉 근대화를 추진하는 인재였던 것이 그 이후 

의 천황과 신도의 운영을 결정하였다고 알힐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잊혀진 존재인 천황올 신도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神뿔性 

율 강초하고 그 권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천황과 신도 이론융 이 

용하여 新政府의 취약한 정권 기반올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천황과 園家神退는 에릭 J. 홉스톰(E.J.Hobsbav깨1)이 말하는 ‘때 

統의 再創造(The Invention of Traditionr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짧統의 再創造i융 공동체의 사회척 결합 · 귀속 의식을 확립. 상정화 

합. 권위의 제도 · 지위 · 권위의 관계를 확립. 정통화함‘ 신앙이나 가 

치 체계나 행위의 인습성 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것은 정 

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지척하고 었다.3 1) 

明治時期의 일본은 어떨까? 新政府의 정권 기반의 취약합을 극복 

으로서 이용되어 부모와 아이의 관계 즉. 가족을 천황과 톰民에게까 

지 확대시쳐 자비스러운 천황에 대해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것처럼 

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한 家族國家觀은 공동체의 사회적 결합 · 귀속 

의식을 확립하여 상징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記紀j 신화를 

바탕으로 한 천황의 권위 부여. 神飯官 · 神飯院制度에 의한 제사의 

독점과 神社의 서열화는 권위의 제도 지위 권위의 관계를 확립하 

여 이컷을 정통화했다. 그리고 천황과 國家神i효가 존재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올 國짧라는 개녕올 사용하고 국민에게 확 

산된 것온 신앙이나 가치 체계나 행위의 인습성 둥을 설명하는 것에 

일치한다. 

이와 같이 장대한 창작에 의해 明治國家. 天皇. 國家체lþ道는 만들 

어낸 것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宗敎뼈. 神

ø.올 교요하게 이용하고 再創造된 이 장대 한 -뼈統의 再創造”는 어쩌 

면 창초한 사람의 의도를 넘어 강렬하게 기능했다. 

이토오 히로부미(伊戰뼈文)는 帝園훌法草훗 審護에 있어어 -지금 

헌법의 제정에 해당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기축을 찾아. 우리나라의 

31) E "'7";:(;κ'"ιrr . νν i.'-I"-*l. lìil川양治 1f~8j!J;t8ß 他~. rßll l，h. f~ (i.;統J.

Jl!京 : 紀(켜l정앓l!}1li. 1992~f. pp. I-28 참죠. 



94 종교학 연구 

기축운 무엇인가하는 것율 확정해야 한다 ... (중략) ... 다시 종교란 

것이 있고. 이것이 기축이 되어 갚게 인싱에 침투하여 인심용 이것 

에 귀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종교란 것의 힘이 미약이 

고， 하나도 국가의 기축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32) 즉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일본에는 전통척인 종교란 존재 

가 희박하고， 인심융 통합시키고 국가의 기혹이 되는 존재가 결여되 

어 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황실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33)이 견해는 헌법 초안에 

있어서 유렵융 방문하여 스타인에 가르침올 받고 서구에 있어서의 

기독쿄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한 伊꿇에 있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東京帝國*學의 교수이고 官內省 용무인 독일인 의사 

엘죠(Beltsl는 그의 「일기 」 에 다음과 같응 것을 기솔하고 있다. 

‘伊蘇(博文)의 대당한 방언에는 제도 놀랐다. o}라스가와노미야(有橋 

川홉)의 쪽올 향해 伊願가 말하기흘 ‘황태자에게 태어나는 것은 완전 

히 불운한 일이다. 태어나자마자 어디서나 예식의 쇠사슬로 묶여져. 

성장하면 측근자가 부는 피리에 충을 추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렇게 

말하연서 伊隊는 꼭두각시룹 실로 춤추게 하는 것 갈은 몸짓올 해 
보였던 것이다.강4) 

이것응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明治國家의 기초훌 안들어 

낸 공로자. 그리고 초대 총려대신이 되는 伊載1홉文는 천황의 존재흘 

神뿔不可홉인 것이 라는 완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융 가리킨 

것이다， 伊顧에 있어 천황온 新政府를 운영할 때 있으연 연리한 것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은 아닐까. 즉 정치의 도구로써 천황을 인식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태명양전쟁의 총말에는 패배가 목 

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國體諸持.률 위해서 일본 전 국토를 초토 

화시켜도 상판이 없고. 1억 육쇄훌 호소하는 정부의 지도자들올 퉁 

장하게 만들어 낸 것이다. 

스스로가 만든 ‘傳統의 再빼進’에 얽매여 그 포로가 되어 버려 . 

3잉 九山Jl!댔. rB*ηt딴想J • 없흉 : 월뻐新댐. 1961年. p.29 장조 
33) 앞의 책. p.30올 참촉 
34) ~~.츠흉男. ra木1J)1!l!é 22 大日本햄園r/)월앓J • ’lü1': ; 中公文~Il. 19744-.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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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구로서의 천황이라는 인식은 없게 된 것이다‘뼈統의 再

흉IJ造”는 일본의 예로부터의 종교관을 바탕으로 再創造왼 것이지만. 

그 형태는 크게 연행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큼 큰 규범으로 

써 작용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않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힘올 가지고 있올지도 

모룬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천황의 존재는 시대의 정치 지배자가 그 권위률 이용하 

기 위혜서 온존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마츠 카즈히코(/J、松和 

彦)도 그것올 지척하면서， 夫皇制가 옹존된 이유를 .부정했을 때 생 

기는 정권의 위험성융 민감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폴립없다"라 

고 말하며 천황제는 ‘문화(=生)의 전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가 펼연척으로 가져야 왼 부정적 측면(意. 反秋序， 뿔性， 非 B常. 混

빼 둥)을 담당하는 依代的存在35)"이기 때문에 그 천황제를 부정할 

경우-惡’의 속성 혹은 사회의 .훔化’라는 역할’올 정치적 권력자가 

당당해야한다. 그것은 정치 권력자에 있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황재는 보존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36) 

또 마루야마 마사오(，t.山iJt뽕)는 천황제 -즉 천황과 국가 신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흘 ‘無貴任의 g융系”라고 파악하여 그것율 超園

家主義로서 비판하고 있다. 그것온 국가의사 결정이 어느 레엘에 있 

어도 책임의 귀속을 명확화하는 것을 피하여 애매한 행위 관계에 도 

망쳐 버리는 것올 의미하고 있다. 관료는 대신에 . 대신은 천황에. 천 
황용 皇祖神에 대해 책임융 가진다는 형태훌 취한다. 그러나 ~對的

始훨(최고 풍치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한하게 불특정의 상급 

자에게로 소급이 있어 ‘궁극한 것-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커 

니즘 자체가 거대한 무책임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37) 

따라서 근대 천황제라는 것은 천황이라는 정치척 기능의 안청에 

35) 신령이 냐타날 때 매체가 되는 존재. 
36) 小lí:fn彦 r天훌없I}-ξ0a<，쨌쏠~累뼈j • 여!Ii!ill껴1iJlUlll앓 r，꿇jI.! ;R!싱힘IJ~考 

;t QJ • *京 : ilUè;%í. 1985年. pp.29-30 참죠. 
37) :!l.ÜI. 앞의 책과 :!l.니j O't껴. r~;JiC1)佛많췄펌흉짧c1)執빼따홉rJ . r;lulJO't91 lU 

第十二쩡J • 1자! : 뀔없싼店. 1999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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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가곁한 존재훌 신도라는 이론으로 제도화해 강화시킨 것이다. 그 

핵심인 천황온 전풍척인 존재로서 정치적 기능의 負가 되는 부훈율 

받아둥이는 .블랙박스.로서 기놓한 것이다. 천황옹 모든 모순율 정화 

하는 존째. 즉. 모든 모순이나 책임융 실재하지 않는 ‘궁극적인 것. 

으로 밀어 융려 버리는 총교척인 협을 내째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훌 

쩍박스.는 현채에도 강한 영향력융 가지고 있어 비판이라는 것옳 정 

연에서 받융 것은 없다. 왜냐하연. 셜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회 

의 부정척 측연을 정화하는 장치로서 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갱화의 장치는 인간에 있어 외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매우 

매력척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옹 그러한 것융 근원척으로 요구하는 

혼재이다. 그콧애 민족의 전용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연결휠 경우 그 

것융 거부하는 것용 지극히 곤란하깨 된다.38) 마라서 .블랙박스.는 

국가에 의한 청치적인 권위얘 뒷받칩을 받지 않아도. 인간의 근훤척 

인 용구에 따라 超宗敎 . mll家로 변모해 버힐 가농성초차 있는 것 

이다. 
지금까지 흐르게 된 많을 피률 위해서도 우리-일본인-는 많용 관 

심파 주의를 가지고 近代天훌힘1]. 園家神道와 갈옹 것이 부활하지 않 

도륙 노력혜 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rs:本園흉훌」 의 .천황은 일 

본국의 상징 이 여 일본국민용합의 상정-(쩨 I죠)애 규갱 왼 것처 령 천 

황이 얼본의 천홍 문화의 상정으로서. 또 일본의 영화주의의 상청으 

로서 일본 국민뿐만 아니 라. 세계의 사랍률에게서도 사랑받는 일본 

의 상징이 되도륙 하는 노력이 훨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셰어 : 夫훌， 神ilt. 園家神道， 尊王홉횟(.훌훌맺). 明治維新，

!훌政-훌t 

38) 갱쳐의 도구로서의 장싹원 근대 천황제7}. 80년간에 빼빼3!J:호끓로 변모빼 에 
였던 것용 이률 영확하깨 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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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Modern Emperor System (State Shintõ) as "the 
Invention of Tradition" 

-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hintõ 

KAMIBEPPU. Masanobu 

In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and religion. the emperor is 
a be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The Japanese modern state 
was founded spiritually on state Shintð. which believes that the 
emperor is an incarnated god(Arahitogal1lJÎ . Japan is an imperial 
state and god's kingdom(Kðkokul. Such a distorted view of 
modern state not only brought severe damage to other Asian 
countries but also left an incurable wound in Japan and 
Japanese. The wound is the antinomic psychological situation of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emperor as a Japanese tradition as 
well as indelible rejection and fear of the tradition. Unt.il the 
Meiji Restoration. however. the emperor was not a vital being to 
ordinary people. Of course. he was far from the current states 
as “the symbol of Japan." The present image was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emperor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state Shintõ as an effort to give authority to the Meiji 
government whose base of political power was unstabl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emperor system. which was the 
religious and political compound of the emperor and Shintð. has 
transformed Japanese people's view of religion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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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 negative inOuence is still continuing. 
This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modern emperor system 

that transformed Japanese people's view of religion 띠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rough the historicai development of 
the emperor and ShinUJ. and to discuss its meaning in the 
history of thought in order to explain how the emperor and 
ShinUJ - focusing on the modern emperor establisbed as state 
ShinUJ - and what meanings it has 

Keywords: The Emperor. ShinUJ. State Shintð. Som빼lJi 

rRevere the Emperor. Expel the Barbarians"). 
π1e Meüi Resloration. Unification of Religion and 
St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