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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려말 

지금까지 幕末維新 정치사는 주로 폈‘l灌·購鷹離의 尊王倒幕 활풍에 집중되 

어 왔다. 측 勝者의 시각에서 幕未期룹 편향챔요호 보아 왔던 2영향이 있었다. 

그러내 이같은 시각에서는 幕末政治史의 全體f象을 따악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패자인 박부에 대한 연구도 한편에서 축적되어 왔마 그러나s 당시에논 꽤 커다 

란 정치적 의미펄 지녔떤 시l 력， 쭉 {뼈幕M:와 幕府의 정변충롤융 회펴하려고 하 

면서， 朝잦욕幕府외 화합t公武合體)과 雄灌聯合어l 의해 통일국가의 수랩을 지향 

했떤세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쪽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세력윷 ‘公武合

體派’라고 송}는데 。l 서l력을 대표하는 것이 越前構01고 끄 반주인 松平慶永이 

었다. 

松zp-慶永은 1843년 제16대 越前灌主로 취임한 이래 灌政개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계에 깊이 간여하기 시작했다. 그룹 중심으로 한 월전번윤 

水戶·睡摩·짝H島풍 유력한 번플과 .lli.류하면서 安政期와 ‘將軍繼뼈힘運動’에서는 

一橋慶훨릎 지지하여 막부와 대렴하게 된다. 그 결과는 주지하는 대로 安政의 

大歡이었다. 막부의 처별로 송i정경영은 반쭈차리에서 물러나 칩거어l 줍어갔다. 

그퍼나 푼구2년(1862) 송평경앵은 박부의 정사총재직에 임명되어 화려하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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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복귀를 하여， 숙원이었떤 막정깨혁을 주도하게 왼다. 

지금까지 越前藏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는 인불연구흘이 중심이 되어 왔으 

며 1) 越前羅와 購政개혁에 대한 연구성파가 나요고 었다. 그려나 이들와 연구도 

주로 安政期 將軍繼關運動， 松zf慶7k이 政事總、켰뼈밟으로서 별인 1862년의 幕政

당t1숨運動， 그려고 王政復古 이후 鐘長과 德川慶홉사이에서 중지{활통올 벨였던 

시키뜰에 주로 초점올 맞추고 있다02) 

본고에서논 첫째， 송평경영이 실각한 후 월전번에서 아떤 상황이 벌어쳤으 

며， 屬永온 어떤 경로룹 거쳐 챙겨l에 복귀할 수 있었던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실제뭉 야 서 71 월전변태에서논 ‘東北行違事{牛’이라쓴 중요한 정치적 사천이 

얼어녔으냐， 이률 본격쩍므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플다. 이 사건은 慶永의 

정계복귀의 제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막말에서 홈히 발생하논 랜내 원력투쟁 

의 한 모숨을 보여춘다는 접어l서 흉머로운 소재아다. 

툴째， 경C썽이 막부와 政事總、載職에 취임한 이후뭉 막정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대와문체룹 둘려싼 미묘한 입창차였다. 이떼 越前

灌은 지혼이었떤 채국혼 디}선 ‘破約必戰論’， 즉 조약을 파기하고 외국파 싸울 

것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플융 놀라제 했다. 야것은 과연 당시 양이혼:.<.}플의 주 

*울， 반복한 것어l 지나지 않는 것언가 본고는 이상의 두가지 문제에 뎌l혜 생 

각해보고자 한다. 

1) 山뼈正童 w橫井tJ얘댐j 上(뼈記篇: 야하， 띠l廠正薰으로 약칭한다.) 下(週鎬篇)， 明治害
院. 1938. ; 松浦웹 r橫#小網~， 朝B新!뼈社. 1976.; :t:뿔諸成 『橫}!'tJ애病~， 吉)11弘文
館‘， 1967. ; 山口宗;L， lf織本左內~. 吉川弘文館~ 1962. ; JII端太平， 『;松'T春鐵~. 吉) 11弘
文짧， i967. ; 山口宗; 『松끽i慶치<.1， 人物îì*社， 1967. ; 由jflJJF.通?子爾·由힘]公正 
傳.1， 岩波딸店， 1940. ; 르間1::7~/F뺨Ij公IE應n ， 趙爛， 1916.; J띤根렬江先生힘年察팝 
業會 w中根혈.ïß앓<1， J 975 

2) 긍上-失의 다음과 갚은 연구가 았다‘ 『幕末σ)趙前灌Æ， 福井縣獅士新害1 ， 福井縣椰士
誌짧현談會， 1974 w公武쉽짧詢(1) 뻐구究r越fiíI灌幕末維新史分析Æ ， ~뼈덩§σ)水害房， J979(야 
하 『公武없廳觀옮願ηE짧짜究』로 略稱흰햄짧f); F 日:本本近代↑化kα(1)~짧퓨究 
뼈敵t出版帳’ 198힘7 또한 高까木ζ不二의 다음과 갑은 연구가 있다 r嘉永安政期σ)幕灌關係&
越힘1I짧」『幕灌權JJ!:: 明治維淑rÆ ， 줍) 11弘文館， 1992 r幕末期趣떼i蘇옳政많輩路線l':::關 

T6'-:'i용察·橫井4輔 ‘國是三짧 ξ中心i:」『三EB學會雜誌냐 75-3, 1982 ; 「越前灌安政
改廣t':::"')v' 't j f벚學j 51.3, 1981 , r越前講天保弘化改華試論」 U·벚學.1 57-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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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束北行違事件’과 驚構體制꽤 수랩 

(1 ) 安政大歡後외 越前遭情

주지하는대로 安政5년 將軍繼剛運動1에서 실폐한 송평경영풍은 막부로부터 

치벌을 받아· 麗主자려에서 불러나·게 된다. 江戶에서 松zp:慶永이 실각하고 幕府

의 병령으로 松zp:짧昭3)가 越前灌의 灌主가 된 후 越前灌의 政情에는 변화기 

생겼다. 慶永의 처별에 대해 번내에서논 慶永의 처벌을 통딴하는 세력， 慶永의 

흑끈블에 대해 반감올 표송}는 세력， 成~짐體封을 계기로 樓政의 변혁을 기도하 

논 세력동이 다투며 혼란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꺼 

幕府의 隱居·護慣처분으로 慶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활 보좌 

해 將軍繼빼꾀運動을 주또했떤 세력은 慶永실각에 대한 책임문제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볼려게 되었다다’ 

魔윤 위해서는 幕府의 의혹올 풀어야하고 이 의혹융 풀기워해서논 [將軍繼關運

動으1:광호인·은 펼자쭈. 이하 갈음] 참모룹을 제거해야한다"5)고 주장하여 1859 

년 10월 5일에논 安政改黃派의 중심이었떤 家老 本;多隆理가， 11월 5일에는 測

用人이며 慶永외 핵심홉근인 中根컬.江이 7..]"각 免職되었다. 또한 10월 7일에는 

橋本左內가 幕府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어서 新講主 松ZFE흉昭하에6) 家老 松zp:

主馬와 家老 本多飛觀이 흉흉政율 주도하꺼l 되었다-)) 越前講은 이후로 安政개혁 

에서의 節6햇薦主으l 정책을 활펴하고 본격적인 부국책옳 취한다松zp:主馬와 本

多飛뺑 볕에서 이활 담담했던 것은 奉行 長삼쁨3甚平고} 製塵方頭取 由利公正

풍 경제편-꿇층이었다.8) 이툴온 橋本左內외 부국혼의 영향을 기빈으로 하고 또 

3) 慶永이 機居명령을 받은 安政5년7월 越前家의 5양해i인 쭈魚}II짧主 松ZjS直鷹01 짜命으 
로 慶永의 양자가 되어 灌主職을 겨l숭했다， 이 사함이 17대離~ 松ZjS成昭이다. 

4) lli口宗之， 앞의 책， 208쪽 
5) ~橋本景톰全集~， 1939, 1060쪽， 高木不二1 r購政改뿔路線J ， 219쪽서 재인용 

6) 趣ftíJ짧 17대灌主 松끼")in집는 18601건 초어l 越ÎiÍT灌에 도착한다. 

7) I허X不二1 위의 논문， 219쪽 
8) 1859년 8월 æ쩌j公표은 制廣方頭取에， 경i行 f중?}돼l甚平과 奉行~那奉行 勝木十藏응 

1tIJÆ[方頭取同樣心得에 각각· 임명되었다. 高木不二; 위의 논문，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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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井小補외 부국볼올 접하면서 安政개‘혁외 節檢思想、을 활파하였고9) 1859년에 

서 1860년에 걸쳐 製塵方융 핵으로 대외교역을 포혐·하눈 유풍대책윷 통혜 번 

내상품생산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척극적으로 전개했다)0) 構井小網은 1859 

년 5월 越前灌에l 다시 와서11) 慶永의 실각으로 위기에 처한 越前權政을 수습 

하는데 진력%}는 한편 부국노선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논 그해 12월 어머녀의 

사망으로 다λ! 購에 폴ó~갔다가 1860년 초 새灌主 松Z퓨짧昭가 越前i審여! 도 

착할 무렵 세번째로 福井에 초빙되어 왔다 4에浦온 灌主에 進講하거나 學館에 

서 강의를 하고 번의 大小훼 政務에 참가하떤서 번의 부국노선을 배후에서 지 

원하고 번내어l 기반을 강화해나가'71 시작한다. 이미 1858년 그가 처음 福井에 

왔을 때 횡誠이었떤 本多修理와 松平'3::馬퉁은 小補찍 식견에 찬환을 했고12) 

慶永와 처벌소식이 천해져 趣前灌에 콘 풍요가 알아나자 탕사 휩‘政얀 松平.3::

馬논 小懶의 숙소에까지 찾아오} “이번의 大變[安政의 大敵]으풍 분명히 귀국하 

겠다는 생각도 었겠으나 이제까지 많온 敎示를 주시어 모두 인섬표 함하고 있 

으므로 쭉 머풀려 앞으로의 일을 하여주도록” 부탁했다‘ 13) 

EÈI利公正·長양部甚zp:.村田a:廳14) 뚱 유력한 灌士툴도 小補노선을 지지했다. 

長各部甚zp:은 小懶올 처읍 때하고 그 식견이 光明正大하며 그 주장온 실효 명 

쾌하여 자가들외 선구자 련다고 강복하고 었다.15) 小構모 長깜部甚平에 대해 

天贊짧才흘 갖고 었으며 經輪超群하여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았 

고 越前擺 제일의 인재라고 칭찬융 아끼지 않고 있다 16) 由利公正도 후년 小

9) 高木不二， 워의 논문， 219쪽 

10) 휩木不二， 위와 논문， 220쪽 
11) 慶永의 초빙으로 1858년 4월 越前薦어l 도착힌. IJ、 1협은 그해 12월 풍생외 사망소식 
을 룹고 고향인 R띤後樓熊本으5l. 폴아갔었다. 

12) r橋本左內행村EB.BÇ濤립輪j(安願年4月 12 日)， 山뼈正童， 448쪽서 째헌용 

13) r橫井셔;右衛門·橫井久右衛門ι\A했성年7져 16 日) r橫井4輔關係史*뇨 , 東京大出
版會， 1977년 覆刻{처읍 간행은 1938년)， 266쪽 

14) 村田.EÇ평는 慶永외 l청령을 받고 安政3년 熊本에 가서 4、補읍 초빙해용 인물이다. 

“그의 인생에 있어 역시 橫井小補과의 반담과 碩f업lfe 콘 빼機였다” 高木不二， r越혐tr 
魔土村田6;壽論. ~‘혐힘西찌겠탱記JW~遊日끓、u 창며:J{J、t:」『明治維新ι’)人，4Øε 뽕想~， 告JII弘
文館~ 1995, 84쭉 

15) r橋本左內행;옳짝部甚;zr:書輪j(安政5年4月 12 日)， llJU않正盡) 449쪽서 채안용 
16) r越前人~J짧』， r談錄jf~t越土塵Æ l.l l~않표몫， 449쪽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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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의 가르칭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있음을 기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뜻이 小h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小補 역시 “저도 오늘저녁온 長各部甚.2fS.

E셔利公正풍 마읍편한 사람 ~，표名이라또 불러 차룹 마시며 이야기할 것"1꺼이 

라고 황정도로 이룹을 신임하고 있었다. 由利公正파 長용部甚zp:은 慶永실각후 

小補의 지휘하에 부국책을 주도하며 灌政의 핵섭으로 활풍하게 되는데 由利公

표음 橋本左內가 쭉고나서 越前灌에서는 f흘짝部甚킥F올 제외하고는 한사람의 

상담할 상대도 없었다고 발할 정또로 서로에게 신뢰를 찢고 있었다 18) 여기서 

小補을 중심으로 本찢커爛·松zp:王罵.E13利公正·長양部甚平둥 훗날의 畢權上洛派

인맥이 형성펴고 있음융 볼 수 있다， 

번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벨어지는 사이 慶永온 江戶외 越前灌빽3에 鐘慣을 

하고 있논 처지로 외부출입은 물혼 서신왕래 풍이 끔치되고 있어 자연히 흉흉政 

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해갔고 이에 따라 그의 측신틀인 中根惠tI파 本多修理

도 灌政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小補은 변의 분열19)올 가장 우려하고 灌士의 심 

기룹 웰선하여 題羅-致할 것올· 주창했다，.20) 

(2) ‘東北行違事件’과 松平慶永으| 복귀 

이장은 생황하에서 18601션 3월 井伊直弼의 암상사건(樓田門外와 했힌이 발생 

했다 井伊i直弼의 워촬 이어 幕政윷 지휘하게 훤 老中 久世廣周와 安顧{듭正은 

때廷파 橋派大名에 때한 캉경책윷 버려고 朝廷과의 화해를 모색흠}는 이콘바 

‘公武合體’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해 9월 慶永의 護順처분융 사변하게 

환다. 慶永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자 이:J根書江퉁 慶永의 촉끈흘은 慶

永에 행훌政의 주도권올 돌려주려는 용직임을 보인다. 이것이 本多飛購·松져5主馬 

풍 병시의 홈흉수뇌부와 마칠을 얼으켜 1860년 10월의 ‘東北行違훨.件’이 발생한 

17) r宿許^'[고향집에라는 뜻]J(方延尤年11 月28B)~橫井小補關係멋*'b -, 339쪽 
18) =間文夫~由;.fIJ公IE1專!， 光뼈~8홈， 1916, 58쪽 
19) 당시 越前혐훌은 변의 중신측과 江戶의 慶7k간에만 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59 
년이해 추진되어온 부국책을 반대농}는 수구파와의 분옆도 심각한 상터l 였r:}. UJiI倚正
黃， 515쪽 

20) 山U빠江避，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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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이것은 당시 越前灌의 흉훌 . .:1::인 松.Zf"a;llB와 本多飛關·松zp.主馬 풍 家老풀 

이 외결한 인샤조처룹 江戶의 松zp:慶永야 10월 12일 서환을 통해 반대하고 자 

신의 의견대로 할 것찰 요구하고 나선 데서 비롯된따. 이 샤건은 시효의 부쪽 

으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봇했으나-22) 경영의 실각종에 번내에서 세력을 키워 

왔렌 本多飛韓·松zp:主馬 풍의 세력과 慶永.中根헐江셰력 간의， 번정외 주도권 

을 둘려싼 갈퉁이었는데 나중에 題灌上洛올 툴러싸고 벌어진 다툼도 이와 거 

의 유사한 대렵구도를 보이고 았다논 점에서 주의할 펼요가 었다고 생각된다. 

이 서환을 받은 家老들은 人事:에 대해 中根電江이 은밀히 江戶와 魔永에게 

載했기 때문이라고 中根雪江울 의심하면서 。l렇게 된다변 “構청부의 권워도 

잃게 되고 國I蘭의 체변도 서지 않는다”떼고 분개했다.10월 15일 家老인 山

縣므휩~兵衛·松zp.:;t馬·本多飛轉·酒井十之효"f本顧左衛門플은 小補숙소룰 찾아 

와 이 문처!륜 툴려싸고 격론올 벌였다， 이로홉 때 慶永아 幕府의 명령에 의혜 

灌主職에서 물페냐고 게다가 護慣처분므로 정치활통이 봉쇄되어 었는 상황에 

서 灌政의 주도권을 툴허짜고 江戶외 松Z듀慶:7k， 그 쪽근인 中根훨江측과 慶永

실각후 번정올 주도하떤 松zp:主馬·本찢飛關올 중심으로 한 세력 사이에 깔풍야 

있었고 이것이 인사푼제를 계기로 표변화된 것을 알 수 였다. 小稱은 이것이 

번외 분열올 훈래할 것융 우려하여 자제할 것올 홉구했다. 그는 야 셔건을 오 

히려 오햇풍안 계속되어 왔떤 흉흉童百들과 慶치〈휴의 갈풍을 해소하고 거번일쳐 

체제룹 확협할 수 었는 71회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이번의 일은 국기총펴l와 

갈힘길이E로 쪽시라모 자신의 擺인 R밍後構요로 몰아깔 각오로 사태수줍에 힘 

21) 高木不二， 「擺政改寧路j꿇J ， 220쪽 束北行違란 풍쪽의 江戶(1왔zp:慶永)와 북쪽의 越홉~ 

輸松~皮昭， 사실은· 本多飛輝 松꺼r=t馬 풍 번의 중신들)샤이의 오해라는 뜻.c J며; 
22) 흡木不二가 말한 것처컴 慶永이 처벌을 받은 후 羅政의 추이에 대해서는 사캄} 빈 

곤혜서 t챙확하꺼l 알 수는 없뎌".(高木不二， r藏政改후路線J ， 219쪽) 이 사건외 껑과 
윷 알려주는 자료늪 『짧永상屬暴~Jt:~를文힐二二s어l 에3根雪江。1 f.l얄永에 보내는 서한뿐인 
더l 山|뼈iE童도 아것만으로는 越灌君톰間어l 그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떤가는 잘 
알수 없요나 꽤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흰다라고 말하고 있다 ((1뼈正꿇 523쪽) 

23) ，慶커〈公居靈~ib~휠jZ럽二~(f0平家所魔， 띠l와표뚫 521쪽서 째인용. ‘東北行많事{牛’에 

대해서는 이 문서중에 中根雲江야 慶永에거l 보댄 서한에 그 경과가 나와있는데 tll網
lE휩‘;:'::- 521-522쪽에 이를 요약해 놓았다. 본고는 이에 의폰했뎌? 그러내 주의할 것 

은 中根雪江여 며 사X펴 한쪽 탱샤자이기 때문에 4햄융 자신와 입장과 웰치시커고 
家老룹윷 일방썩으포 비판하는 풍 이 사전에 대한 객편걱 기록운 아니라는 점 <:>1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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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했다24) 小補은 “설랭 국가콜 워한 뜻이었다고 하떠라도 펼경 꾼주[慶永l 

으l 뜻에 배치되는 뺑몸에는 따룰 수 없습니다"25)라고 논박하여 慶永과의 강풍 

을 해소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천하으l 일올 생각하는 小補에게 있어 이미 

有志大名으로 중앙정계에 이름이 널려 알려진 짧永와 존재는 반드시 펼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미 慶永은 護婚도 풀련 상티}였으묘포 그의 창력한 지도하에 

서 번내분열을 극복하고 越前講의 灌力융 집중해 幕政에 게입할 컷을 小補은 

희망했떤 것이다. “이번에는 小補이픈 선생이든 어디까지나 합의펼 때까지 벌 

고 나가고 결국 되지 않으면 설E성 캘별하더라도 불장아두지논 않는다"26)며 완 

캉히 버려떤 반의 중신들은 4빼혐의 설득으로 마침내 꿀복하고 松:zp:主馬와 千

本顧左偉f門을 江戶의 慶永에l 파견하여 그간외 非禮를 사최하기로 했다. 이、補온 

고향 熊*=에 보낸 편지에서 執政들이 표게 각성하여 江戶와 越前칸의 오해도 

이제는 풀렸고27) “조만칸 家老“·人파 뼈朋人， 目付풍 重합블이 l:I:l府 [江戶에 

가는 것] 하여 이제까지 오해를 빚은 사쟁을? 하나하나 말씁프리면 東北間에 君

닮合體의 킬로 落養될 것입니다이로써 越前離온 일황 인섬도 합하게 되 

니 조금 안섬이 됩니다…‘" 앞으효는 차차 新政어l 착수하끼로 했습니다. ":28)라 

고 하였다. 中根훨江도 慶永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에 진설로 君멀合體·텀H\，; 

‘←一致로 펼 좋은 機會가 도때한 것윤 國家無j않의 慶事로 매우 기뽑니다. 松平主

馬릎 비롯해서 마침내 홈見을 활펴하여 오로지 몸道룹 지킬 생각입녀다":29)라 

고 전하고 있다， 中根書江용 오히려 딩않永01 이블에 대한 태도룹 누그러뜨리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r:þ根은， 慶永ó1 ‘松ZF.과E馬 뚱이 지금은 반성 

송}는 듯한 태도룹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前例로 보아 머지 않아 다시 효트려질 

것은 분명하가 때분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활 것을 경제하면서 이번외 일은 

24) F慶永公휩쫓秘底文뽑二~ , 山l밟IE黃， 522쪽서 재인용 

25) F慶永公팝覆秘E투文書~Jl) 띠~하lE薰 522쪽서 재인용‘ 
26) I 慶永公}휩驚秘E를文홈二~， μ"빼正童 522쪽서 재인용. 
27) r嘉.1f2市太郞/\JCJJ勳캄年10月 18 되)， ‘橫井4뼈빼係史% 一， 334쪽 
28) rt:K角兵衛~J(저延元年10月 25 日)， w械까;ψ補關係몇料.~ -, 335쪽 

29) 111짜IE黃， 524쪽서 재인용 山略IE}꿇응 이 의견서의 출전‘앓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내 
앞서 인용한 慶永에 보내는 中根의 편ÀI(~慶永公庸暴秘똘文홉二J 어1 수록)가 ‘東北fJ
違事件·의 경파찰 서술하고 멸·미에 자신와 의견을 진솔했다고 했는피](523웨 0) 의 
견서륜 가리컨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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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경사스런 일이므뭉 그들 重닮틀이 이미 愛君의 자세률 취한 l:lj.에는 그 성 

의콜 엔정하여 혼쾌히 그에 웅하지 않는다면 산하의 마용은 누그려질 수가 없 

어 다시 맺힌 바가 생킬 것30)이라며 。l률을 포용할 것융 말하고 있다. 또한 사 

최사철회 파견에 대해서는 “이변 家老플이 말씀융려는 條덤여l 뎌l해서는 天뺑 

를 키춘요로 판단하)，.]고 조끔도 사사로운 마옴요료 처분하시，7;] 딸고 꽁정한 

쟁각으호 충분히 國是의 상당을 혜주선다변 家老들도 uj.첩내 잘못됩을 째닫고 

더욱 忠貞을 다할 것"31}이라고 충언하고 있다. o].!료 볼 때 中根헐!工 퉁 慶永의 

측큰플보다도 慶永자신이 本多飛輝·松1f主馬 둥 번의 충신틀에 대하여 더 깊은 

홉신감올 갖고 있었린 것을 알수 있다. 

이懶은 慶永의 護↑鄭11제로 趣前灌의 중양정국에와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처랭 맞은 번내화합을 바황으로 거번일치체제룰 수렵하여 이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따" 11월 4얼 家老 松1f主馬와 텀付 子本麗左衛門이 出府[江戶어l 나 

자는 것]하여 慶永파으l 갈풍올 해소하고 12웰 25일 騙灌했다. 이려하여 IJ網0]

越前灌에 초빙되어 온 4년홍안 인섬이 各各0]고 분분하였떤 越前灌은 離::t플 

비롯 執政 諸끼날司 모뚜 얼치하였고 비효서 園是라는 것이 세워졌떤 것이다'，32) 

1861 년 I월 22월 慶永율 수반으로 하고 中根훨工을 測用人므효 복직시키고 수 

구따의 家老 拍山城까지플 포함하는 鍵構體制까 수웹되었다)3) 

2. 越前講꽤 幕&장改홉월運動 

(1 ) 松平慶처〈으! 政事總載職 추| 임 고} 幕政改薰

慶永은 1862년 7월 幕府의 政事總戰職에 취염하게 훤다. 政事總載職이란 것 

30) 山때正품， 524쪽 
31) ~慶永公屬짧秘흩文결용'."-. .n, 띠圖IE童 526쪽서 재인용 

32) rÐ:角兵衛·元田傳之꿇/\J(文久元年正月4 日)， i‘橫‘#小補縣~{.f:.'t'.*;b -, 348쪽 
33) 高木不‘τr灌iI&改離&織，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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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때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포 老中의 워에 워치송}는 것이었다34) 이때 松

ZJî.慶永은 懶井小補올 자신의 정치고푼으포 삼아 江戶로 뿔러올려 慶섰〈小網에 

의한 文久幕政改薰은 시작훤다， 그리고 이룹 윗받침한 것은 中根렬江·本多修理 

똥 慶永의 측근들이었따， 이해 쪼에 이미 小補은 越前灌主에 대한 건의서를 통 

해 朝廷이 討幕의 密勳윷 내렸다는 소문이 나도는 풍 조막긴의 불화가 격해짐 

을 우려하고 있었다. 막부는 조정애 짧/1없해야하고 결코 조정융 압박해서는 안 

되며 그간의 非政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幕府가 반성없이 京都

를 암박한다면 그것은 천지가 떨밍·힐}논 때가 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35) 이 

논 幕政改옳을 통해 公武一和를 이푸려는 것으로 慶永이 주장송}논 ‘幕私’[幕R안 

의 fl、政]의 제거롭 통한 朝廷파의 화해도 짙은 입장이다，36) 그렇다면 越前離이 

추진하고자 송}는 幕政改경홉의 기본방향은 어뻔 것인가 그것은 松각효慶永이 정시· 

총재직에 임명훨 무렵 시、補이 幕府어l 건의한 『國是七條』에 잘 나타나 있다. 

大將軍이 上洛하여 歷代將軍외 [朝廷에 대한] 無體를 사과하라. 

諸大名으l 參動찮{~률 충지하고 述職 [政事에 의견을 開陳하는 직책]으효 
삼아라. 
諸大名외 부인들을 歸國시켜라， 

外樣，짧代률 볼푼하고 유놓한 인불을 선발'ð}여 政官으로 삼아라， 

름路흘 크게 열어 천하와 더촬어 公共의 정치룰 행히라， 
해군을 일으켜 1챙력을 강화하려 

민간상인에 의한 무역올 중지시키고 官寶易을 행하려 37) 

34) 越前構士들윤 廳摩灌이 요구한 大老는 윈래 짧앉名의 직책으로 親魔인 觸禮01
책훌職하는 것은 진해1가 없올뿐더떠 명예가 깎아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반때하였기 때 
문에 정사총;재직을 신설하였다. (1μtt짜IE꿇， 564웨 

35) r짧主↓Z월-9~혔J(文久2年3月) ~橫켜"J、補關係史料j -, 86쪽 

36) 慶永씌 ‘蘇私’비판에 때해서는 村田￠흡~續再훌紀광;j:~ 東京大出版會， 1974 覆刻
(처음 간행은 1921), 6-12쪽 

37) r國是七條」 F橫井4에爾關係史料」 一， 97-98쪽. 慶永온 이툴 다시 5개의 쪼햄t五훨으 
로 갱리해서 幕閔의 설육에 냐서고 있는데 慶永의 五벌의 꺼115향은 제후에게도 무역 
올 허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慶永이 政事總했職으로서 밴먼저 착수한 것윤 久世·

安j癡정권이 1862년 2월 설립한 國益會所륨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쑤요원인은 幕
Iít단목의 전국시장지배에 의한 무역복접이 옳摩짧둠 西南諸離의 반대률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EE上…夫~公武合體論σ)m究~， 163쪽)3:. 田ψ짧은 文久2년의 딴계에 

서 서담웅밴의 公武合體의 주요목적이 幕府무역목점에 대한 반대였다고 했다 EB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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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幕府전제룹 깨혁하여 朝廷과 제변과와 E.j-협을 촉구한 것이었다. 쭉 

將軍과 讀代大名여 독첨하떤 정권을 朝廷과 諸灌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허띤 이저l까지 幕府의 앞敏을 公의 정치로 변화시쩔 껏을 촉구환 것이 

었다，38) 이 개혁안은 將軍上洛·參動찮í-t制 폐지·쥬밥t 이외의 大名핵 정권참여 

퉁 이저l까지 幕政의 근본에 대한 수정올 요구하고 있논 것이었으나· 幕府의 존 

재와 幕府의 정권밥랑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9) 

서얘南은 이상의 개혁안융 幕關아 수용하도록 하기 워한 활통에 플어갔다， 그 

러냐 幕關은 越前灌 개혁안의 수용올 망설였따. 아에 慶永은 8월 24일 동성올 

하지 않고 집무틀 거부했다. 이때 그는 越前灌主 松平않H쥔이l 보댄 서핸에서 公

武·‘-和의 정선을 무서하고 챔점 막원강화의 입장에 경도되고 있는 慶홉에 대 

해 “老中을 비롯 일홍 모두 幕府의 u智를 부려 천히공공의 도려에 71초하지 

않기 때문에 政事總載職에 임명되고 나서 모은 일어l 냐의 천언은 하나도 행해 

지지 않아 헛되이 세월만 혀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두렵읍니다 ..... ~.x.저히 어처 

구어가 없어 끈무률 계속‘활 수가 없고 특히 德川慶홉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幕

府의 私뽑를 충분허 이용하고 었고 그 때문에 老中을 비롯 지금은 의심 없이 

I慶喜흘] {fp望하고 었습녀다”라고40)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방황한 幕關용 27일과 29일 :*:自付 間部長常·大久保gEL魔올 보내 개혁 

외 실행을 약속하면서 慶永율 셜복했다. 越前講의 캉;생한 쭈장에 의해 다음딸 

인 聞8월 幕府는 참근처l틀 완화하고 諸候奏子외 騙灌허용， 歷代天皇외 山陸補

修，Jt久3년(1 863년) 2월 將軍상경， 進없~物‘ 으l복 풍의 칸소화블 결정하였다. 

參했制논 諸大名을 계절별로 흩府할 4개의 그룹으효 나누고 3년따다 l회 出府

허란 첫으후 하고 棄子논 모두 歸灌하고 江戶灌郞의 家많은 가능한한 감원하 

며 체후가 在府 중엘 때는 家몸도 수시로 똥성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었Eξ록 

훌Z， 「幕未σ)政治政勢'J ~ [j本歷史n 近代 1, 140쪽 
38) 松浦뿜， 『橫井小補Æ ， 190쪽 
39) 이에 대해서 띠簡益吉음 이미 r國是七條」외 딴계에서 4에짧은 ‘公共의 道’를 강조합 

으로써 결국 德J 11비판을 하고 있고 결코 德川올 지탱하려고 했떤 것온 아닌 것이다 
E뜯 견해를 보이고 있다.(山|倚益吉， 『)橫井小補(J)社會經濟뽕、想10 짱5贊出!없， 1981 , 
309쪽) 

40) r松Z듀優永書狀J(文久2年8月268)， 福井市史編難委員會~福井市썼』 쩔料篇 五 近世
三， 1990,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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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생했다. 이중에서 특히 짧勳!制개혁이 갖는 의의논 영국꽁사 올코크가 

“大名과 그 가쪽이 江戶로부려 출발한 것에 의혜 나타난 변화눈 가창 크고 근 

본적인 성격외 것이다. 한따다로 그것은 지배계급과 大君I將軍l과의 타협과 협 

정에 의해 일어난 혁명야다. 어쩌면 무력에 호소하기 위한 준비이다"41 )라고 통 

창한 것처럽 체번에 대한 蘇府의 통쩌l력상실을 상정하는 것이었다. 이로 해서 

越前灌의 幕政改E홉運動은 어느 갱도의 성과룹 거두었다‘ 

(2) 越前運 ’破約必戰論’으| 률意 

그러나 문제는 대외방침올·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서 발생했다. 朝廷파 尊樓

派의 破約樓횟와 幕H￥의 개국노선은 양랩환 수 없논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越前흉흉은 安政年間。l 해 개국론쓸 앞장서 주장해왔지민 천황의 

풋을 얼단 존중하고 朝幕問와 분열올 회펴하71 위해 ‘없상f，']~、戰짧’을 내세웠다. 

9월 16웰 越前灌의 중신들은 다음과 젤은 破約;JZI戰의 입장을 慶永에게 건의했 

고 그는 이블 받아흘였다. 

개국은 公 [松平慶永]께서 본래 다년간 [주장한] 지론이지만 安政조약은 일 
시적인 貼息으로 체결한 것아고 국가영원의 Ef월 세우기 위해 체결훤 것온 아 
니었다. 게다가 했!許를 얻지 않고 조인한 것은 부갱한 것이므로 결연히 이 쪼 
약찰 따기하고 천하자 험잘 함쳐 열강과 싸울 깎오륜 해야한다. 이 일이 행t11 
겠 다옴·에는 천하의 때소제후룹· 모아 國품·홀 의논케하여 전국일치의 절의를 
하고 나서 우리쪽에서 먼저 해외각국에 국교블 구해야한다. 과연 이와같이 된 
다면 비로서 친쩡한 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42) 

야할 보면 越前藏의 破約必戰論은 尊:樓旅의 쇄국양이론과는 완천히 궈l룹 달 

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를 ‘진정한 개국’이라고 했다. 越前灌은 이 

런 입장을 9월 19일과 20일에 幕聞에 밝혔으냐 각로와 幕府관려플은 이에 1관 

41) A\cock, The Capital of Tycoon( 日譯 『大君σ〕都~)， f*竹二i 「幕政改팩tε ‘#和’政治생활 
勳橫井4얘南α)‘~칫챔]’政治쩡想& 깐 σ)展開J ~ ;lJ<同鼎究|껴鋼짧新~， 德間뿔店， 1968, 160 
쪽에서 째인용 

42) u'f1tf면랬紀事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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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으l 입장을 밝혔다. 사실 개국론을 고수해왔떤 越前擺야 조약폐기와 열강파으1 

천쟁융 각·오해야한다는 주장올 편 첫은 많은 사향을 놀라게 했다. 幕府내 개혁 

파로서 越前흉훌과 노선융 갈。l 해왔던 大久짧忠寬조차도 4에南올 찾아와 의문융 

표했을 정도였다， 이때 小補외 답변을 보면 越힘J灌 破約~、戰論의 전의룹 좀더 

잘 이해할수 있다 

겸전의 21"오를 해야한다고 한 것은 원래 현재의 조약은 外헛의 恐Q몽에 떨 

어 勳許룹 기다려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실은 不正의 조약아므로 이런 조약윤 

폐지해야만 한따， 그런데 이것을 폐기항에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아 
있음을 자세허 열강어l거l 말해야반 하는 것윤 물혼이지만 [그렇거’ 하더라도]그 
올이 어쩌변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료므로 미려 결전의 각요 운운한 것이다 

또 저|후가 회동송뼈 國훌룰 정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램 
현재와 초약을 폐기핸다 하더라도 五大洲의 행세를 잘펴봄어l 도져혀 쇄국외 

舊호E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므료 대소제후가 회풍하여 시외에 적합한 國是
블 상의하고 천국얼치외 의견을 가지고 홉廳의 뜻을- 票議하여 우려흑에서부 
터 사쩔윷 각국에 파견하여 개국의 政略을 행해야반 한다는 주장이며43) 

이에 太久짧忠寬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蕭關에 이를 설륙하겠다고 했 

다.μ) 이상 越前購의 쭈장을 살펴보면 越前흉흉의 破約必戰論은 조약폐기와 천쟁 

잘 목적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흩분열의 불씨가 되고 었는 安敏조약율 

폐기하여 정국을 안정시캔 후 새쪼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었다 그 파쩡에서도 

열강욕에 일본의 국내사청을 충분히 설t칭하여 아해흘 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이었다. 그려고 이 과정에서 열강이 수용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묘 

효 마리 각오를 하고 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족 破約ø、戰에 우게가 있다기보다 

논 그를 통환 국륜의 풍일과 여론이 수용황 수 었눈 새로운 촉약을 체결하여 

‘진정한 개국”융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파정에서 幕

府도 朝廷도 아년 諸용종會議7} 國是륭 결정환다고 하여 새로운 조약체결의 과 

정을 홍혜 정책결청의 陽윷 옮기려는 구상획 일란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는 

幕府를 중앙청부로 인정하고 幕政의 캐혁을 추친한다는 國是七條의 구상과쓴 

약간의 차이틀 보여주고 었다. 즉 破約必戰論이라기 보다눈 “破的&:'戰 全國會

43) i"續再떻紀事，!]-- 104쪽 

44) li 總再觀E事，!] -,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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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진쩡한 개국”론45)이었던 젓이다 그è1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越前購論이 

당시 京都룹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던 영:0]혼어1] f.]-협한 측면을 갖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山|倚IE童도 越前灌이 환래와 개국혼을 朝廷외 양이혼파 일시적으 

로 El-협한 것으로 파악했다 46) 그러나 채국노선을 지지종}논 慶永파 小補EE 형i 

政條約을 일본전치l룹 위한 조약이 아니라 ‘幕私’에서 냐-온 것으로 여겨 이천부 

터 비판하고 있었고 尊樓派의 양。1흔윤 바로 0]점융 공격했기 때문에 公武一

和흘 풍해 국론분열과 內戰을 회피하려고 했떤 월전번이 조약윷 잎단 파기한 

다는 입창을 세웠떤 것은 그다지 무려한 것은 아니었다 4꺼 越前購윤 朝幕f협의 

분열의 워기를 물고온 양이문처l룹 이용해 오히려 朝廷율 무시하고 횟政조약의 

고수를 주장하논 박권강회추의와 무조건적언 쇄국양이뜰 주장송}는 尊擁派를 

모두 견제하고 조막간의 -和블 이루려고 했떤 것이다. 

여기서 주복해야 할 것온 越前羅과 ;옳?'[、|灌의 관계이다. 趣前흉훌의 破約必戰論

에 대해서 幕府관려룹이 일체히 반대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팀付 

f허部;長常온 “橫井의 주장은 홉사 長州훌훌의 說에 雷同하는 것이어서 지난날이 

래 틀은 그의 持論파는 크게 다르다. 특히 조약융 폐기효}는 설과 같은 것은 도 

저히 외국인이 숭낙하지 않불 껏이니 만약 억지로 숭낙시키려고 한다변 금방 

大亂으로 펼 것”얘)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당시 越혐tr灌은 破約樓奏하라는 朝廷

외 찍지를 幕府어l 전하기 위해 江戶에 온 f값‘H擺 세자 =6利定廣옳 수행한 ;짧.[‘| 

灌의 灌士줍펴- 찾온 접촉올 하고 있었다， 9월 틀어서 桂小겼郞， 周布政之助풍 

이 越前灌따를 출입하며 개국설의 대표자로 천하에 벌려 알려진 慶永과 小補

에 대한 ‘尊擁志土’들의 암살기또가 있음윷 알려주기또 했고 양변의 灌士블칸 

에도 활방한 시국토의가 이푸어지기도 했다，49) 9월 20일 趣前藏으l 中根零江이 

長1'['1灌士인 4에짧慘七에게 開戰하눈 것도 필요하겠져딴 결국 쇄국요로 부강해 

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빼짧은 일딴 칙지률 받를고 난 후에눈 물홉 

우려쪽에서부터 개국올 해야한다고 대엽했따，50) 周꺼i政之없J， 佳小五郞 풍토 慶

45) 松浦웹 r橫井小補J， 203쪽 

46) 山映正黃， 612쪽 

4η 松浦웹， 『;橫井小補iJ， 204쪽 

48) f續再떻紀事q 一， 99쪽 

49) 0‘續再夢紀事~기 75, 80, 83쪽 
50) ~續휩夢紀캘·』 -,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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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파 만나서 “일란 양이를 결정한 다옴에는 우려쪽에서 외국과 조약을 맺올 수 

였용은 물혼입니며."51)라고 하였다. 즉 당시 흉j‘l’l擺의 운똥온 {평勳의 바난올 받 

고 있논 安政초약융 일단 파'71하고 나서 다시 조약을 체절한다는 것이고 개국 

그 자체를 끈본에서 겨부동}는 것은 아나었다 . .':E헨- 그들의 주장은 열강과의 전 

쟁에 때해서도 파약등 한다면 일전울 불사할 각오카 펼요하다는 것으로 만일 

외 ;경우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선올 보는대로 꽁격해 쫓아내라쓴 것i保 

年間 이전의 打佛令파는 다른 것이었다'，52) 이 때문에 9월 21 앨 小痛을 찾온 周

布政之助， 中村九郞， 桂小五郞 동 長1H魔:!:룹은 小補파 대화하고 나서 그통안 

깨국론자인 그에게 품었떤 의섭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다.53) 이는 破約必戰論이 

長州灌까지도 포용하고 있음쓸 보여주고 었는 것이다， 越前擺으로서는 물론 개 

국노선율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지반 安政쪼악의 폐기와 외국언철거률 강력히 

요구'Õt는 朝廷과 :짧H灌을 제외하고는 公武←~和를 흉한 ‘天下公共之政’은 。1프츄 

어질 수 없었다. 이에 越前灌은 朝廷과 뤘l‘!灌와 요구블 최때한 받야플여 그들 

과의 결별윷 방지하면서도 결국에는 일본융 개국의 방향으료 이뀔 수 있논 하 

나의 E.}협책으훨서 破約.Q;，戰융 고안했떤 것이다. 이것은 幕府와 朝廷， 채국파 

와 양여파를 결합해 열강의 위협앞에서 국기·의 분열을 박고 풍일정부흘 꾸생 

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커도 했다， 

越前購의 이와같은 일종와 타협책에 대해 캉한 반발을 보인 것이 將單後見

職 一橋慶홉였다. 그는 萬國이 개국올 동}는 때에1 일본만 쇄국을 할 수는 없고 

安政쪼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01 ;정부와 정부시·이에서 치l결훤 출약01 

므로 이를 폐기하려든다면 외국과의 전쟁은 펴항 수 없고 아논 명분없는 전쟁 

임울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미 幕府는 없논 것으로 생각하고 오로::>:1 

일본전국올 위활 각오’로 천황과 朝廷에 개국론을 설득하기 위해 상겸할 것이 

라고 했다.，54) 이논 애초에 越前灌。1 幕府어l 요구하던 것야었다， 막권강화에 동 

조한다고 慶喜를 비판해온 越前魔으로서는 ‘幕私’를 버련 쟁장홉SJ 이 주정을 표 

거} 환영하고 일종획 봐협책인 破納必탱앓빼올 보류했다‘ 어련 각오로 幕府기· 상 

51) w總再慶紀事，~ 96쪽 

52) 山l倚iE꿇 616쪽 

53) ~續再夢紀객J:.l 93쪽 

54) w續f행떻紀혐주』 一，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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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朝廷과 尊樓派릅 셜욕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며 끝내 

朝廷이 쇄국양이룹 고집할 경우는 정권을 朝廷에 반환하여 쇄국방침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떤 것이다55) 이렇게 되자 長州灌士률은 小補이 慶홉의 개국설을 

듣고서 갑자기 표변하여 이전의 의견을 번꽉하고 觀前灌의 번론을 갑자기 포 

기하고 慶永을 慶喜의 의견에 따료게했다벼 비난했다 56) 시·실 破約必戰論을 택 

한 주된 이유는 朝廷과 尊擁派와의 대렵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는데 慶홈 

의 이상과 같은 주장이 이틀 해결해줄 수 있눈 것은 아니었다. 그려나 越前灌

은 이러한 각오룹 갖고 상챙하여 諸候會議룹 통해 朝廷에 개국노선올 課하고 

長州와 尊樓派의 노선전환을 꾀힐· 수 있다변 破約必、戰論의 타협적이고 우회적 

인 방볍보따 ‘진정한 개국’을 이루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려나 10월에 줍어서 朝廷항경이자 尊樓派의 지도자인 三條寶美가 士ttL羅

의 5백여 군사와 함께 江戶로 내려오} 칙지룹 전할 예정이나 慶喜의 상;껑을 연 

기하라는 朝廷의 방칩이 정해지자 幕府의 이같은 방침은 분열했다. 三條實美가 

전할 칙지의 내용은 다칩아닌 양이의 실행을 幕府에 재촉하는 것이었다. 칙사 

는 쇄국양이룹 내젤고 東T하고 慶喜는 개국흔윷 잦고 西上하는 형국이었다~57) 

쭉 朝廷과 幕府의 노선이 결정적으로 총폴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越

前灌온 幕關， 慶喜와 크게 사이가 벌어졌떤 것이다‘ 이때 越前灌의 입장은 개 

국올 上奏하고 만약 朝廷이 받아툴이지 않는다면 幕府는 결연히 정권율 반환 

할 깎오를 해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 그러나 ‘幕府는 이미 없는 것으로 생 

각’한다고 딸했떤 慶喜는 慶永외 제안을 받아옳이지 않았다. 오히려 慶喜논 士

{左灌의 1111져容堂01 擁횟勳휩를 遭奉하지 않으면 擁東가 樓將軍이 펼 것이라고 

경고하자59) 상경을 포기하고 마침내 사임을 원하기에 이묘렀다. 축 慶휩-자신에 

게 정권을 걸고 개국을 주장할 결심은 없었떤 것이고60) 慶홈를 받고 ‘破約.]6\戰

全國會議 진정한 개국’론을 일시 이랄했던 越前灌은 ‘뼈아픈 실패’61)활 하게 된 

55) 싶제 慶永은 y.久3년 3월 京都에서외 公JE\;合體週뼈!이 실폐로 졸야간 후 將軍職.9-1
사업윤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後述하겠다 

56) w問布弱傳~， 174-175쪽， 林í/r二， 앞외 높운 198쪽서 재인용. 

57) 山~lE짧， 627쪽 
58) ~續再製紀事』 一， 122쪽 

59) 버u웹正黃， 634쪽 

60) 松浦엽~梅[~:~小빼~，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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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다. 

이렇게 되자 4에南은 幕府에 대한 가대를· 포기하고 그어11 rll한 입장올 좁더 

분명히 하기에 。l흔다. 그는 “오늘날에 이효려서는 朝廷온 興超하고 幕府논 쇠 

퇴하니 東館으} 勢가 이와같이 성하고 쇠한다면 賴朝公 [源賴朝1] 01천의 君ê관 

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天命人心의 표理에 위배퇴고 일본전국은 大亂에 빠질 

수밖에 없슐나다"62)라고 하여 幕府의 정권담당에 회의플 나타내고 서쪽에서는 

鍾摩灌의 島澤久光父子7}， 關東에서는 慶永파 士住灌외 山內容堂이 장경하여 

천하의 방책올 의논하여 公武一致와 國是r를·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63) 睡摩

灌士와 접촉을 꾀하고 있다. 이논 小補이 幕政改짧노선을 벗어나 幕/(1도 져l후 

의 반열로 내려온 생·태에서 願 11民까지룹 포함하는 雄灌聯읍路線올 구체화하 

고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논 長州·土ttc.會澤播둥과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 

나 중요한 幕府가 구태에서 벗어냐지 됐}는 것을 얀Ej-짜워하고 였다 64) 이는 

다음해에 별어지논 越前灌의 g뿔灌J:洛추진에서 나라나는 정권구상과 유사한 

것으로 京都에서의 雄藏聯合올 구성하여 여7J에 정권용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절국 幕政改혹도올 위한 越前擁의 노력은 땅땅한 개국롤에 대한 ‘慶홉의 배 

신’65) 그려고 그에 이어 幕府내와 막권강화파와 慶喜가 결합히딴서 암초에 부 

딪혔다， 이어l 小補올 중심으로 힌· 越前癡온 幕府를 통한 개혁에 의구섬을 풍기 

시작하고 雄講聯合을 결성하논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기 시작동}는 것이다야) 

맺옴말 

아상에서 살펴본 껏처럼， 安政5년(1858) 松平慶永이 실각한 이래， 월전번1뀌 

61) 松浦冷 f橫井小網I.!I， 207쪽 

62) r嘉脫m之進/\J ， (文久2年10月238) U'，橫井4야南關係섯2M‘~ -, 391쪽 
63) ~總再購긍그f.l -, 240쪽 
64) r흙따市之進/、“‘JCX:7、2年10月23 B), ~橫井小}南關係벚料 . .1 _ •• , 391쪽 
65) 林竹二1 앞의 논문， 185쪽 
66) 林竹二， 위의 논분，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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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新r擺主룹 중심으로 한 反경영파가 실권을 장악하여， 정영피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려냐 橫井小網이 웰전번에 초뱅되어 오변서 정세논 비뀌고 이 기회 

를 노련 경영은 江戶(東)에 있으면서도 월전번(북)의 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 

사하려고 하여 접웬파와 갈흥을 벚였다. 이것이 이른바 ‘東北行違事件’이다. 이 

분처l는 그깐 그다지 따루어져 오지 않았으나 판고에서는 단변적인 사료이기는 

하나 이에 기반하여 그 경우}를 서솔하고， 이것이 송1영경영 01 정계복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였1잭. 이것이 전제가 되었기에 송I갱경영은 그후 막 

부에 의해 政事總減職에 웰꽉훨 수 있었떤 것이다. 이 ‘똥북행위사건’은 어 련 

산벤주블 중심으료 한 重뭄~J홉이， 중앙정계에서도 이룹 높았헌 前灌主의 영향력 

을 羅政ó 로부터 차단하려다 실패한 케이스로서， 이 시기 다른 번에서 발생한 

번내 권력투챙과의 버교룹 통하여 그 양태의 패탬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 

껴진다. 이것은 앞으로외 과제를 남겨두고Y} 한다. 

한편 월천변의 막정깨혁이 실패한 최대의 원인은 대외문제룹 물려싸고 막부 

와 대랩윷 보였떤 점이다. 이 당시(文久2연) 월전변은 ‘破約必戰論’을 주장하는 

데， 이는 판순한 양이붙이 아니라， 朝幕R협의 분열을 일단 회펴하변서 젤국에 

가서논 깨국융 시도하고자 하는 주장이었옵올 본고에서는 지쩍하였다‘ 그리고 

딱부와 -橋慶홉의 대외론이 정권유지 차웬여|서 결정퇴였고 그것이 월전번의 

일부세력이 박부에 대한 기때룹 버려게 훤 커다란 원인윷 제공했음울r 살펴보 

았다. 

월전번이 주포한 公武合體派는 사실 명·시에는 가장 룬 정치세력이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그렴에도 결국 佛j幕派가 딱부콜 멸망시키고， 집권하였기 때 

분에 그플와 활똥파 정치구상은 본격쩍인 쪼명올 받치 못해왔다? 그러나 朝幕

間의 챙;성쩍인 분열올 막고， 일본어!서 내란이 얼어냐는 것용 회피시칸 떼에 그 

똘。| 수행한 역합은 매우 크며， 또한 그율의 정치구상온 도막파의 그것파논 별 

도로 세섭하게 검토해볼 펼요가 었다고 생각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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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觸要I

幕末t: 힘 tt 장越前藏0)幕政改薰運動l:對-t õ考察 

朴 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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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è ~'.z. J: ? 。 本隨f않 kσ〉越前構창m究對象è: L t:. 。 特仁從來;Ìi) 뚫 O 言及

현 hτ:캉었. -; t-:松平慶처〈失關(1858)後1::越前灌內f起흥 1:. r東北行違事件」 창 

取 9 上11、 慶永iJ'灌政C複歸-t~經輝창述<<1-: 。 짧힐永失#때後越前灌"("( ;l:新灌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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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 G < 11成빼 L t:.. -h' σ) J: ? 1:: 見 ，z f::.. -h1.‘, 橫井小補-h{越前構σ)招顆풍tL-C쏟 -c 

Tθ變Þ .t>.rr.戶 f;.:.ι 、 f-:慶永따 ζσ)1源閒항見逃현 f灌內σ〕人훌흉問題iζ介λLτ 

卷退L 짱ðIh、、 灌政府 ε對立 LJ간@ ζ h합東北行違종합件’7?￡&。 ::T?勝利창 

納&')"k.慶永 ~t灌σ〕寶權者 1::復歸L 、 題灌體制환1Lτ .~d:成ØLt.::. -=n 창錯‘ 뚫 
，z τlpn따幕)ftσ〕政治總、했職f::췄鍵중 tLt.:: σ) 깐iJiJ Q 。

次 f::本橋"CliX久;二年(1862)幕政改華ι)經繹k當時趣前講σ〕對外說τ、iJiJ Q ‘破

約&í、戰論’ I;.:. ""J ~， -C述ι-::t.:: 。 開國論찾持論è:L.-C持김續Itτ 흥 t.::越前講:α〕時期

1，.흥장、 n ‘破’約必戰論’，""J숭 9 外國&結Á， t::'{傑約잖破 1) 、 戰爭&폈橋才~i:I，'-3 

對外方針l‘:變h .. :，f.:: 。 ζ h'‘:.Ii各政治勢力f驚1" t.:: h It -C";Ìi) '") f:. iJ<" 、 ::nlí果

t.:: Lτ ;b1J 뺨i[f:樓렷論(7)--:J 1:: 여「 혼’강저'"7 t::.. σ) -h' 。 實ξL、 -3 è: 、 ::(7)‘破約~，、

戰論’따뚫f朝幕間(7)分짧창體~t 、 結局σ〕 ξ :견〉開國 1:.至Q b' -J-種σ〕開國論

l" iJ -? t::. 。 越前‘灌It ζ -3 L τ τ、 L 朝幕σ〕和解ε 統一國家σ〕樹立쪼 텀 指 L t:. iJ{, 

幕府è:-橋慶喜따自分達Ç)政權維持I í-h' 1) ξ考&τ對外論창決&，) t.:: o :: tU:::失

望 L t:.越前擁σ〕 웹\1후幕府z、σ)期待창 al'l"據f 、 雄灌連合政權σ〉構想」:fE& ; 
ε 1: 7j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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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前성홈σ〕‘東~t行違事{牛’ 111껴上t指鋼 L t:. ζ k 以外 l‘;::t 흉 < σ)面f示魔-f1 è 

ζδ fJ'-多 L 、 ε 思 -50 t:. è ;ur、 幕*흉흉政벗 f;:: ;}j tt1新灌主&힘j職主kσ)構力關 

{系따 ε 딩 찮 ?τ v' t:. σ)껴iθ)問題↓;::-")1;、 τ ，@雜σ)장.-7， ε ‘東北行:훌;事껴;’ 장J:b較 

Lτ檢討·γ1 è::;};'L Lδ v' ε 恩hh11r1、 ζ tL따今後σ〕課짧 èLτH 월 t.: v' 。

-方、 公武合體派ι’)政治活動j、朝幕σ)分짧장趙tt 、 日 本中f內亂↓;落ζ ￡ ζ 

ε 강防μ t!.' ζ ε l;果 t:. L t:.짧뽑~ 1:1無視"'c 행 장: 1;、 ε 思 f 。 옳1::.彼허 θ)政權構想↓$ 

1::.C. Z 4:: α) 뚫 뚫寶現=- -H:J: l" 용 강: i;' "7 t.: i;{、 倒|幕i1Kσ) 주tL ε :1別 t=-詳 L< 檢討

-t 1&;、要져.-ð;, 1 ε思ht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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