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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金炯辰

도쿠가와(德川) 시대 현실정치로부터 遊離되어 있던 朝廷은, 안세이(安政) 

5(1858)년의 美日修好通商條約 勅許問題를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浮上’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 정치적으로 ‘부상’할 여건이, 이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조성된 것은 아니다. 본 碩士學位 論文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도쿠가와 

후기에서 그 토대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조정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國家大事’에 대한 조정의 관심･참여가 당위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이를 ‘政治意識’의 

자각 내지 명확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學問’의 정치적 역할이다. 

기존의 조정 연구에서 학문의 문제를 다룰 경우, 古制･儀式의 고증 등 이

른바 ‘有職故實’적 지식이 중요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통치이념, 현실정치에 

대한 의식과 관련해서는, 중국･한반도의 王室･士大夫가 그러했듯 經史, 즉 

유학과 역사의 학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고의 I.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天皇을 중심으로 한 宮中에서의 학습 양

상이다. 도쿠가와 시대의 천황에게는 ‘禁中幷公家諸法度’의 첫 조항으로 상징

되듯이, 관념적으로는 학문에 힘쓸 것이 표방･강조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양

상을 보면 經史의 학습은 와카(和歌) 등 文學에 비해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덴메이(天明)･간세이(寬政) 연간(1781-1801)이 되면 御所의 재조영 등을 

계기로 조정에서 ‘復古’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당시 고카쿠(光格) 천황은 강

렬한 ‘君主意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데, 그 배경으로서는 학문에 대한 관심 

또한 거론된다. 단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조명되지 못한 고사쿠라

마치(後櫻町) 상황의 역할에도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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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쿠라마치 상황은 朝幕 관계의 원만한 유지에 힘쓰며, 모내기･수확 儀

式의 御覽에서 보이듯이 民의 생활상에도 관심을 보인다. 또한 그녀는 기록

의 공백기를 제외하더라도 20년 이상을 지속하여, 紀傳道･明經道를 각각 家

業으로 하는 스가와라(菅原) 씨(菅家)･기요하라(淸原) 씨 계열의 공가들로부

터 經書의 강의를 들었으며, 左傳의 會讀을 시행하기도 했다.

고사쿠라마치 상황은 간세이 11(1799)년 고카쿠 천황에게 서한을 보내 유

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天下萬民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고사

쿠라마치 상황이 학문에의 관심에 입각한 輔導를 통해 고카쿠 천황의 ‘군주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학문에 대한 관심은 닌코(仁孝) 천황 재위기에 한층 상승하고 있다. 분세

이(文政) 연간(1818-30)의 궁중에서는 後漢書 등 중국 正史의 會讀이 이

뤄지기 시작한다. 고사쿠라마치 상황 시기와 같이, 이 또한 菅家･기요하라 

씨의 주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5명 가량의 近臣이 함께 참가한 회독이라는 

학습 방법은,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경서 진강과는 구분된다.

고사쿠라마치 상황 시기의 좌전 회독은 일시적으로만 행해진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닌코 천황의 역사서 회독은 정례화된 행사로서 재위기를 통틀

어 계속되며, 그 운영 또한 면밀해지고 있다. 정사를 시대순으로 읽는다는 

면에서, 커리큘럼 또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덴포(天保) 연간(1830-44)에는 日本書紀를 비롯한 六國史를 회독하는 

和御會 또한 이뤄지게 된다. 기존의 漢御會와 달리 和御會는 스가와라･기요

하라 씨의 주재가 아니었고, 다른 공가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었다. 참석 인원수의 증가로 和御會를 3그룹으로 분반하여 운영하기로 하

는 등, 회독 참여는 다양한 층위의 공가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참가자들이 

텍스트 판본의 교감을 행하는 등 학습의 수준 또한 상승하고 있었다. 

덴포 10(1839)년 이후의 漢御會에서는 정사 대신 朱熹의 資治通鑑綱目
이 채택된다. 南朝正統論을 채택한 미토 번(水戶藩)의 大日本史 헌상이나 

궁중에서 역사서 회독과 병행된 경서의 진강 등과 아울러 생각해보면, 조정

에 대한 朱子學･正統論的 이념의 영향력이 증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닌코 천황은 회독 등의 행사에 형식적･수동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었다. 기

존 연구에서 닌코 천황의 존재는 부친인 고카쿠 천황이나 아들인 고메이(孝

明) 천황에 비해 부각되지 않으나, 조정에서 經史를 중심으로 한 학문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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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닌코 천황 본인의 적극성으로 인해 가능했다.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는, 닌코 천황이 國史 등을 좋아하며 

武家의 대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萬事의 처리에 임했음을 

증언한다. 이전부터 있었던 ‘복고’ 의식이 역사의 학습과 맞물리며 한층 상승

한 것이다. 또한 닌코 천황 재위기에는 공가 교육기관인 學習院 설립이 발

의･추진된다. 이들 사례는 학문에 대한 천황의 관심이 개인적 ‘好學’에 머무

르지 않았고, 조정 전체의 의식 제고를 시야에 넣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정이 幕府에 내세운 학습원 설립의 명분은, 공가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

고 그 원인이 교육의 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가의 품행 문제는 결

코 이 시기에 새삼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학습원의 설립 목적이 단순히 

젊은 공가들의 非行을 矯正한다는 차원에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

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尊王思想의 확산이라는 외부 사회의 동향이 조

정의 ‘학문’ 열기와 갖는 관계이다. 본론의 II.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이다.

존왕사상에서 궁극적으로 崇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천황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존왕사상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와, 존왕사상의 한쪽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천황･조정의 연구는 서로 접합되지 못해 왔다. 존왕사상 확산이라는 사

회/사상동향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조정 내부에서의 ‘학문’ 열기 상승이 갖

는 의미 또한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본론의 II-1.에서는 우선 조정의 사회적 권위 상승이나 막부의 對 조정 방

침 변화 등 존왕사상 확산의 배경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在野의 尊王論者 지

식인층과 공가의 ‘學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역시 오쿠보 도시

아키(大久保利謙) 등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바이나 그 의미부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이며, 본고에서 이를 종합･보완하려 하였다.

덴포 후기가 되면, 존왕론자들의 공가사회 접근 양상이 뚜렷해진다. 고카(弘

化) 4(1847)년 학습원 개강 이후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된다. 학습원 강사의 다

수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아사미 게이사이(淺見絅齋)의 계보를 이었으

며, 강렬한 주자학적 명분론과 천황 존숭으로 알려진 기몬 학파(崎門學派)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페리 내항 이후에는 조

정에 정치적 조언을 행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시기, 조정 구성원의 말단인 지게관인(地下官人) 출신인 사이다 

고레사다(座田維貞)라는 인물은 皇統意識과 水土論에 입각하여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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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같은 放伐･革命論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和魂漢才’說의 유포

에 힘썼다. 그는 관백이나 스가와라･기요하라 일족, 학습원 강사 등 조정 관

계자들과 두루 인맥을 형성하며,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淸麻呂)의 추증 등 조

정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존왕론자 지식인들은 당시의 사료에서는 ‘和魂의 무리’나 ‘王室家’ 등으로 

비유되고 있다. 이들이 조정에까지 접근하는 상황은 재야의 존왕론자 본인들

이나, 쇼군(將軍)의 宗親인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와 같은 무가 상층

부에까지 인지되고 있었다. 

II-2.에서는 조정과 미토 번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미토 번의 후기미토

학(後期水戶學)이 사상적으로 막말의 尊王攘夷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페리 내항이나 특히 안세이 대옥(安政大獄)의 발단

이 되는 戊午의 密勅 이전의 미토-조정 관계는 그리 주목되지 않았기에, 존

왕사상의 조정 유입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를 규명하려 하였다.

藩主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조정과 긴밀한 혼척관계를 가졌다. 아리스가와

노미야(有栖川宮) 親王家의 여식을 正室로 맞이하였으며, 이 외에도 측실 다

수가 조정 출신이었다. 또한 나리아키의 누이 둘은 각각 관백 다카쓰카사 마

사미치와 역시 섭관가인 니조(二條)의 정실이었다. 

나리아키 집권기 이후, 미토와 조정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정치적으로 접

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告志篇 등 나리아키의 대외적 修辭에서는 항상 

<막부를 위해> 조정을 존경해야 하는 것으로 논해진다. 그러나 나리아키는 

다른 곳에서 “天朝는 君, 막부는 宗家”라고 표현했듯이 명백히 천황을 ‘君主’

로 인식하였고, 막부의 內情에 대한 極秘 정보를 조정에 제공하는 등, 그의 

조정 접근이 단순히 막부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차원에 머무른다고 보기는 힘

들다. 

나리아키와 황족･공가들의 혼인관계 또한, 단순히 우호의 상징이나 형식･
의례의 영역에 머문 것이 아니다. 혼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조정과 미토의 비

공식적 연락망이, 양자 간의 의사 교환에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토의 학문･사상 또한 조정에 유입되어 갔다. 八洲

文藻 등 미토 번의 저작이 잇달아 조정에 헌상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저작의 헌상에서는 上表文이 첨부되기도 했는데, 나리아키가 미리 

관백 마사미치에게 草案을 보여주며 협의하는 등, 이 또한 중요한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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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 행위였다.

고메이 천황 즉위 이후 나리아키는 조정에서 ‘國學을 비롯한 皇朝의 學問’

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이 시기에는 海防 勅書에서 보이듯이 

조정의 대외적 위기의식이 상승하는데, 나리아키 또한 地球儀 등을 헌상하며 

해외정세에 대한 조정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었다. 

나리아키가 조정에 접근한 궁극적 의도는 확실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王政

復古로 이어지는 조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메이지(明治) 

천황의 즉위식에서 일본의 國威를 四海로 떨치라는 나리아키의 바람이 상기

되며 미토에서 헌상했던 지구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그 영향을 상징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조정의 ‘浮上’ 과정에서 ‘학문’이 담지한 정치적 역할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고카 3년 고메이 천황의 海防 勅書 이후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이 대외적 

위기감의 고조와 맞물리며 ‘정치의식’이 상승할 단서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이 본격적인 공가들의 정치적 견해 표출이나 천황･조정의 

정치적 ‘부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칙허문제라는 

외적 자극이 추가로 필요했다. 

따라서 페리 내항 이전에 한정한다면, ‘학문’을 통한 조정 구성원의 의식 

변화는 ‘政治化’나 ‘정치의식’ 등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 본격적인 ‘정치의식’ 

발현의 전 단계로서, 그 토대로서의 의미를 갖는 ‘治者意識’의 상승 내지 명

확화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전 시기의 조정에서 스스로가 일본의 통치자라는, 혹은 마땅히 그

러해야 한다는 자기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후기, 經史

를 중심으로 한 ‘학문’에 대한 관심과 외부로부터의 존왕사상 유입으로, 조정

의 ‘치자의식’은 한층 도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天皇, 朝廷, 公家, 尊王思想(尊王論), 學的 네트워크, 水戶學(미토학)

학  번 : 201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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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論 

도쿠가와(德川) 시대1)를 통해 幕府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여 있던 朝廷은, 

안세이(安政) 5(1858)년2) 美日修好通商條約의 勅許問題를 기점으로 정치적

으로 ‘浮上’하게 된다.3) 조정은 조약 체결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으나, 직접 

교토로 올라온 로주(老中) 홋타 마사요시(堀田正睦) 등의 설득으로, 문제 해

결을 막부에 위임한다는 방침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안세이 5년 3월에 堂上公家4) 88명, 뒤이어 지게(地下) 官人5) 등

1) 일본 학계의 시대구분에서는 ‘近世’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는 원래 일본사 특유의 
것으로 한국의 國史 연구나 東洋史 연구에서는 일반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고, 특
히 章節의 제목･副題에서의 사용은 피하고, 본문에서의 사용도 가급적 줄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嘉永 6년 페리 내항 이후를 지칭하는 경우는 ‘幕末’ 내지는 ‘幕末維新期’ 
등으로, 페리 내항 이전을 가리키는 경우 ‘도쿠가와 후기’(德川後期)라 표현하며 구분
하고자 한다. 

2) 이하 본문에서 일본의 역대 年號는 우선 각 章/節의 初出에 ‘(  )’로 西曆年度를 병
기하고, 이후 같은 연호가 반복 서술되는 동안에는 연호만으로 표기한다. 다른 연호가 
언급되었다가 다시 그 연호가 등장하면 서력을 병기하고, 이후에는 다시 연호만으로 
표기한다. 다만 같은 문단에서 여러 가지 연호가 언급되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연호만을 표기한 부분도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주석에서는 서
력의 병기 없이 일본 연호만 표기한다. 

3) 條約勅許 문제를 朝廷 ‘浮上’의 계기로 보는 것은 千葉拓真, ｢近世後期の加賀藩前田
家と摂家 : 二条家･鷹司家との縁組を中心に｣, 近世の天皇･朝廷研究大会成果報告集
3, 2010, pp.148-149 주78); 箱石　大, ｢幕末期における天皇･朝廷の｢浮上｣について｣, 
歴史地理教育 (710), 2007; 李元雨, 幕末の公家社會, 吉川弘文館, 2005, p.22 등 
조정 연구에서의 일반적 인식이다. 

4) 朝廷은 천황과 천황을 보필하는 귀족들의 참여에 의해 구성된다. 이 귀족 계층이 일
본사에서는 ‘武家’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公家’라고 지칭된다. 內裏에서 조정의 주요 
儀式이 주로 거행되는 건물인 淸凉殿의 殿上에 오르는 것, 즉 昇殿이 허용된다는 의미
에서 ‘殿上人’･‘堂上’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렸다. 이 중에서 관품으로 從三位 이상, 관
직으로 參議 이상은 公卿으로 불리며 더욱 많은 특권을 누렸다(佐藤進一. 古文書学入
門, 法政大学出版局, 1997). 堂上公家의 대우를 받는 가문은 家格이 각각 정해져 있
었으며 幕末의 시점에서는 137가문에 달했다(附錄의 附表-1을 참조).
‘公家’는 원래 천황이나 조정을 지칭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橋本義彦, ｢公家｣, 国
史大辞典4, 吉川弘文館, p.733. 하지만 본고에서 ‘공가’는, 통상적 의미대로 천황･親
王･門跡 등 황실 일원을 제외한 堂上公家 집단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조정’은 가문이나 집단으로서가 아닌, 천황과 現職의 공가로 구성되는 ‘정치기구’의 
의미로서 사용한다. 천황은 當代史料에서는 禁裏･主上 등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으
나, 본고에서는 원사료 자체를 인용하거나 기타 時代感을 살려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천황’을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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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列參이라는 유례없는 집단행동으로 조약칙허 반대의견을 표출한다. 이로 

인해 고메이(孝明) 天皇의 강경한 攘夷論的 지향이 힘을 얻어, 조정의 방침

을 막부 위임에서 사실상의 반대로 바꾸었다.6)

막부는 부득이하게 칙허 없이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攘夷論者들의 반

발은 거세졌다. 이후 양이론자들은 조정과 접촉하며 그 권위를 발판으로 자

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고, 이에 조정에 정치의 초점이 맞춰지며 막

말의 격동이 본격화한다. 이것이 결국 천황 권위를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의 

수립, 즉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의 움직임은 幕末維新 변혁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幕末維新史의 논의에서, 정작 천황이나 조정 자체는 대개 ‘객체’

로서, 대상화된 채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조약 문제나 

페리 내항(가에이〔嘉永〕 6〔1853〕) 이전, 도쿠가와 후기 조정 내부의 움

직임에 대한 규명은 더더욱 불충분하다. 

그러나 조정 내부의 분위기나 대외적 위상이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문제

로 일거에 뒤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토대는 시대를 거슬러 올

라가 도쿠가와 후기에서 찾아질 필요성이 있다.

사실 2차 대전 패전 이전(이하 戰前)의 일본에서, 王政復古에 이르는 道程

을 규명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尊王論의 발흥을 비롯하여 도쿠가와 후기 천

황･조정의 권위 부상에 대한 논의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존왕론과 

관련된 思想家나 사건 등 개별적 요소를 발굴･고증하는 것에 치우쳐 巨視的 

정리나 전망이 부족했으며, 이들 개별인물･사건을 ‘顯彰’한다는 목적성이 과

도하게 투영되어 있었다고 평가된다.7)

5) 地下官人이란 의미상 堂上公家에 대비되는 조정의 ‘堂下官’으로서, 궁중의 儀式이나 
기타 다양한 조정의 御用･雜務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地下官人에 대한 논의로는 西村
慎太郎, 近世朝廷社会と地下官人, 吉川弘文館, 2008; 同, ｢地下官人｣, 高埜利彦 編, 
朝廷をとりまく人びと, 吉川弘文館, 2007; 李元雨, ｢地下官人と口向諸役人｣, 幕末の
公家社会, 吉川弘文館, 2005 등이 있다.

6) 通商條約 勅許問題에 대한 조정의 방침 변화과정은 이원우, ｢孝明천황과 ‘통상조약칙
허’ 문제｣, 歷史學會, 歷史學報 第208輯, 2010을 참조하였다.

7) 이러한 경향은 비학술적인 논의나 학술적 형식을 갖춘 저서, 논문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戰前의 학술적 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三上參次, 尊皇論發達
史, 富山房, 1941이 있다. 한편 幕末維新史 전체를 바라보는 戰前 일본학계의 관점을 
대표하는 저작으로는 文部省의 관여로 편찬된 維新史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維
新史料編纂事務局 編, 維新史 第1-5卷, 株式會社明治書院, 昭和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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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戰後에는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강제성을 띈 개혁이나 일본사

회의 自省 등이 맞물려, 역사인식 또한 일변하게 되었다. 전후의 역사학계에

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마르크스주의적 唯物史觀으로 인해 특히 近世史 부문

에서는 社會經濟史 연구의 비중이 증가했고, 경제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천황･조정의 존재의의는 낮게 평가되었다.8) 보다 기본적으로는 戰前의 정치

적･학술적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한동안 천황･조정연구 자체에 대해 

‘기피감’이 존재했다.9) 천황･조정의 연구는 이를테면 “체제 측･宮內廳만 기쁘

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고도 회고될 정도이다.10)

1970년대 이후 전통시대 國家･권력구조 하에서 조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11) 하지만 이는 이를테면 막부와의 관계, 막

부의 對 조정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천황･조정 자체, 그 내부

적 동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천황･조정의 내부적 동향에 

대한 연구는 1989년 天皇位의 교체를 기점으로 천황･조정의 역사적 존재양

태에 대한 관심이 격증하면서, 비로소 활성화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2000년대를 통해 근세사 통사나 시리즈물에서는 천황･조
정에 대한 독자적인 章이나 卷이 두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12) 천황･조정 

자체를 하나의 시리즈물로 다루는 경우도 생겨났다.13) 朝幕硏究會라는 학회

(1939-1941). 戰前의 硏究史에 대해서는 山口和夫, ｢近世天皇･朝廷研究の軌跡と課題
｣, 村井章介 等 編, 講座･前近代の天皇 第5巻, 青木書店, 1995가 잘 정리하고 있다.

8) 高埜利彦, ｢公家鑑にみる朝廷の人びと｣, 高埜利彦 編, 朝廷をとりまく人びと, 吉川
弘文館, 2007, pp.5-6. 天皇家와 여러 公家들의 영지를 모두 합쳐도 15만 石을 넘어
가지 않았다. 마리우스 잰슨, 김우영 외 역, 현대일본을 찾아서1, 이산, 2006, p.157. 
이는 70만 石이 넘는 薩摩나 36만 石이 넘는 長州 하나와 비교해도 작은 규모이다. 
朝尾直弘 編, 角川新版日本史辞典, 角川学芸出版, 1997, p.443, p.693. 물론 石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제 수입과는 괴리되어 가며 또 영지의 加減에 따른 변동도 있으
나, 대략적인 정치･경제적 역량을 보여주는 수치는 된다. 

9) 村　和明, 近世の朝廷制度と朝幕関係, 東京大学出版会, 2013, p.1.
10) 今谷　明, 戦国大名と天皇, 福武書店, 1992. 이 저서 자체는 戰國時代를 다루나, 

硏究史의 회고는 中世･近世를 아우르고 있다. 연구자의 서술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이기에 흥미롭지만, 戰後歷史學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감이 있다. 천황에 대한 연
구축적의 부족이 부각되던 출판시기의 당대적 상황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1) 李啓煌, ｢근세천황제｣ 연구 서설, 일본사학회, 일본역사연구 10권, 1999, pp.83- 
85. 

12) 高埜利彦 編, 전게서, 2007; 辻 達也, 天皇と将軍(日本の近世 第2巻), 中央公論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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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따로 만들어져, 거의 매년같이 천황･조정연구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고 이

를 학술지로 간행하고 있다.14) 최근에는 근세사 연구에서 조정이 가장 활발

한 연구분야의 하나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이다.15) 

하지만 公家日記를 비롯하여 조정 측이 남긴 사료가 (오히려 武家 이상으

로) 방대한 데 비해, 특히 도쿠가와 중･후기의 것에 한정하면 그 활자화･간
행은 도쿠가와 초기 이전이나 혹은 아예 막말유신 이후의 것과 비교하여 지

체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의 사료 파악･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연구 축적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16) 

그리고 연구자 본인들에 의한 成文化된 지적은 드물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어떤 방향 어떤 형태로든, 천황･조정이 갖는 특수성이 연구관점의 전개를 제

약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

해, 연구가 활성화 된지 4반세기가 넘었지만 여전히 도쿠가와 후기 조정의 

연구에는 공백지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은 도쿠가와 시대를 통해 현실정치와는 遊離되어 있었으나, 공가의 ‘列

參’으로 대표되듯이 안세이 5년 무렵이 되면 대외문제 등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관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즉 ‘政治意識’이 뚜렷해져 있

었다. 도쿠가와 후기 천황･조정의 동향과 관련하여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이 바로 조정 구성원의 ‘정치의식’ 상승 내지 명확화이다.

조정 내부의 ‘정치의식’ 명확화 내지 자각이라는 경향이 배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경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學問’의 역할이다. 여기서 ‘학

문’이란, 통치이념과 현실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만한 지식, 그 

배움이라고 特定할 수 있다.17) 

이에 본론의 I.을 통해서는 조정 내부의 ‘학문’에 대한 관심에, II.에서는 조

13) 永原慶二 外編, 講座･前近代の天皇 第1-5巻, 青木書店, 1992-1995; 天皇の歴史
1-10巻, 講談社, 2010-2011.

14) 朝幕研究会 編, 近世の天皇･朝廷研究(大会成果報告集) 1-5, 2008-2013.
15) 吉岡　拓, 十九世紀民衆の歴史意識･由緒と天皇, 校倉書房, 2011, p.39.
16) 歷代 公家日記의 간행 현황에 대해서는 朝尾直弘 外 編, 角川新版日本史辞典, 角川

学芸出版, 1997, pp.1169-1180에 수록된 표를 참조. 高埜또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
다. 高埜利彦, ｢公家鑑にみる朝廷の人びと｣, 高埜利彦 編, 전게서, 2007, p.5.

17) 이하 본고를 통해, 學問이 위에서 정의된 의미로서 쓰일 경우에는 ‘ ’를 사용해서 
‘學問’으로, 통상적인 학습/배움의 의미에 가깝게 쓰일 경우에는 ‘’없이 學問으로 표
기해서 구분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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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외부와의 정치적･學的 관계가 ‘학문’에 대한 조정의 관심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이하 緖論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각각 본론의 

I.과 II.에 해당할 조정 내부동향 /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硏究史를 정리･평가

하고, 본고에서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반세기를 넘게 천황･上皇으로 있었던 고카쿠

(光格)에 주목한 후지타 사토루(藤田覺)의 논의에서, 학문의 역할은 조정의 

권위 상승 국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18) 후지타의 언급

이 문제제기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사타케 도모코(佐竹朋子)에 의해 그에 대

한 구체적 실증연구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19) 하지만 사타케 외에는 실

증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사타케의 연구에서는 일기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18세기 후반에서 19세

기 중반에 걸친 도쿠가와 후기 공가사회의 학습 현황이 잘 고증되었다. 하지

만 사타케는 有職故實, 즉 조정 舊來의 制度･儀式에 대한 관심과 그 복원이

라는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학습과, 經史의 학습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구

분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학문 중에서도 經史, 즉 유학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갖는 함의에 연구의 초점을 보다 좁히려 한다.20) 

또한 사타케 도모코의 연구는 산조 사네쓰무(三條實萬)나 노노미야(野宮) 

家 등 당상공가의 동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천황가･궁중 내부의 움직임은 

그리 주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조정의 정점에 있던 천황 개인의 

18) 藤田 覚, 近世天皇論 : 近世天皇研究の意義と課題, 清文堂出版, 2011(이하 ‘藤田, 
2011a’로 약칭);同, 江戸時代の天皇, 講談社, 2011(이하 ‘藤田, 2011b’);同, 近世政
治史と天皇, 吉川弘文館, 1999(이하 ‘藤田, 1999’);同, 幕末の天皇, 講談社, 1994
(이하 ‘藤田, 1994’)

19)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の果たした役割｣, 近世の天皇･朝廷研究 2, 2009; 同, 近
世中後期公家社会の研究 : 政治主体の新たな形成をめぐって 京都女子大学博士論文, 
2008; 同, ｢幕末公家社会における三条実万の役割｣,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2006年
度(3), 2007; 同, ｢三条実万の思想形成について｣, 京都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
紀要 : 史学編(4), 2005; 同, ｢学習院学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京都女子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研究紀要 : 史学編(2), 2003. 이하 佐竹朋子의 연구를 인용할 경우 각주에
는 ‘佐竹, 연도’와 같이 약칭한다.

20) 이웃한 중국이나 한반도의 역대 왕조에서 王室과 士大夫 등 지배층에게 學問, 구체적
으로는 經史의 교양이 정치과정에서 갖던 중요성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역사적 환경이 다른 일본의 천황･조정과 중국･한반도의 지배층을 본격적으로 비교하려
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발상･접근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에 해당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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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나, 천황･關白(과 兩役21)까지 포괄하는) 조정 최상층부의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해 후지타 사토루는 고카쿠 천황의 강렬한 ‘君主意識’에 주목하

고, 이것이 막말의 고메이 천황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고카쿠 천황이 갖

는 획기성을 부각시킨 것 자체는 중요한 硏究史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를 

이어 재위한 닌코(仁孝) 천황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규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18세기 말에 두드러지는 고카쿠 천황의 역할과 1850년

대 사이에, 시대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22) 또한 후지타 등의 연구에서는, 

고카쿠의 천황 재위기 대부분을 통해 상황으로 있던 고사쿠라마치(後櫻町)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도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론의 I.을 통해, 기존에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고사쿠라마치 상황과 닌코 천황이라는 두 인물의 역할

을 조명할 것이다.23)

經史로 대표되는 ‘학문’에 대한 관심과 그 정치적 함의에 초점을 맞출 경

우,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 같은 시기에 확산하던 尊王思想과의 관계이다. 

도쿠가와 후기 존왕사상의 대두와 확산, 그것이 막말유신 변혁에 미친 영

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별 존왕론자의 言說이나 활동에 대한 사

상사적 논의도, 역시 戰前부터의 많은 축적이 존재한다.24)

21) 幕府와의 連絡･折衝役인 武家傳奏와 천황과의 중개를 맡던 議奏를 아울러 兩役이라 
하며, 關白과 더불어 朝議, 즉 조정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德川
時代 조정에서의 朝議의 구조에 대해서는 仙波ひとみ, ｢幕末政局のなかの天皇･朝廷｣, 
明治維新史学会 編, 講座明治維新2　 第2巻：幕末政治と社会変動, 有志舎, 2011, 
pp.119-121을 참조. 

22)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여타의 조정 연구에서는 藤田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
고 있기도 하다. 家近良樹, 幕末の朝廷 : 若き孝明帝と鷹司関白, 中央公論新社, 
2007; 箱石　大, ｢幕末期における天皇･朝廷の｢浮上｣について｣, 歴史地理教育 (710), 
2007; 山口和夫, ｢朝廷と公家社会｣, 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 編, 日本史講座6：
近世社会論, 東京大学出版会, 2005 등이 있다.

23) 단 天皇 개인의 의지가 朝廷의 동향을 좌우하는 전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려
는 것은 아니다.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이 천황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반대로 천황의 의
지가 위로부터 아래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 先後關係는 분명하지 않다(어찌 보면 선후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의미할 것이다). 다만 仁孝天
皇 개인의 역할은 기존 연구에서 더욱 주목이 부족했던 부분이기에, 본론에서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24) 사실 戰後의 近世思想史 연구에서는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学出版
会, 1952(→김석근 역,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7)를 필두로 오래도록 徂徠
學 연구가 각광을 받았다. 반면, 水戶學을 비롯하여 尊王思想과 관련된 學風의 연구는 



- 7 -

새삼스런 사실이지만, 존왕사상에서 궁극적으로 존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천황이다. 즉 존왕사상에서 천황, 그리고 조정은 한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후기 존왕사상 확산에 대한 논의에서, 이것이 

당시의 천황･조정 자체와 가졌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존왕사상과 그 확산에 대한 사상･학술사 면에서의 연구와 후지

타 등에 의한 천황･조정 자체의 연구는 서로 접합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硏究史라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의 II.를 통해 존왕사상의 유입이 조정의 동향, 특히 조정에서의 

‘학문’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려 한다. I.에서 볼 조정 내부 동향 변화가 갖는 

의미는, 존왕론의 확산이라는 사회･사상적인 동향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뚜

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II-1.에서는, 在野의 존왕론자 지식인층이 ‘학적 네트워크’25)를 형성

하며 조정에 접근하는 양상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

闇齋)의 계보를 잇는 기몬 학파(崎門學派)를 중심으로 한 공가 교육기관 學

習院의 강사진, 그리고 공가나 학습원 강사들과 두루 관계맺으며 和魂漢才說

을 보급하려 한 사이다 고레사다(座田維貞)의 행보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사례들은 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26)나 사타케 등 선행연구에서

도 개괄적으로 언급된 바이나, 구체적인 고증이나 의미부여는 불충분하다. 

사이다 고레사다라는 인물에 한정할 경우 2014년에 자세한 연구가 나왔으

나, 개인 행적의 묘사에 치우쳤으며 거시적 시야에서의 분석･평가는 역시 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吉田俊純, ｢あとがき｣, 水戸学と明治維新, 吉川弘文館, 
2003, pp.223-224; 尾藤正英, ｢尊王攘夷思想｣, 岩波講座日本歴史13(近世 5), 1977, 
p.44. 그렇기에 戰前의 尊皇論發達史나 위의 尾藤(비토)의 것을 뛰어넘는 종합적 분
석은 사실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만하다.

25) 本稿에서의 ‘學的 네트워크’ 개념은 박훈,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
사, 2014(이하 ‘박훈, 2014a’로 약칭), pp.182-186. 등 박훈(朴薰)에 의한 일련의 논
의를 참조하였다. 박훈, ｢19세기 전반 熊本藩에서의 ‘學的 네트워크’와 ‘學黨’의 형성
｣,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126, 2014(이하 ‘박훈, 2014b’); 同, ｢明治維新과 ‘士
大夫的 정치문화’의 도전 : ‘近世’ 동아시아 정치사의 모색｣, 歷史學報, 第218輯, 
2013; 朴薫, ｢幕末政治変革と<儒教的政治文化>｣, 明治維新史研究 第8号, 2012; 同, 
｢十九世紀前半日本における｢議論政治｣の形成とその意味｣, 明治維新史学会 編, 講座
明治維新, 有志舍, 2010.

26)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明治維新と教育 : 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 4, 吉川
弘文館, 1987(初出 : 学習院百年史編纂委員会 編, 学習院百年史 第1編, 学習院, 
1981, 第1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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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고 보인다. 본론을 통해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보완하려 한다.

II-1.에서 조정과 재야 지식인층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II-2.에서는 미토 

번(水戶藩)과의 관계를 통한 존왕사상의 유입과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미토

는 이른바 후기미토학(後期水戶學)의 발상지로서, 사상적으로 막말의 尊王攘

夷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페리 내항이나, 특

히 안세이 대옥(安政大獄)의 발단이 되는 戊午의 密勅 이전에 미토 번 자체

가 조정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 이후 미토번사료(水戶藩史料)의 편찬을 통해 관련 자료의 

다수가 활자화되고 많은 사실관계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학술연구가 

이러한 성과에 주목한 흔적은 매우 적다.27) 이에 본고의 II-2.에서는 덴포

(天保) 연간(1830-44)부터 페리 내항 이전까지에 걸친, 번주 도쿠가와 나

리아키(德川齊昭)의 적극적인 조정 접근과 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정에서 ‘학문’이 갖던 정치적 함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천황과 공가 

어느 한쪽에 한정되어 조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시대상황의 변화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페리 내항 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本稿는, 본격

적인 ‘정치의식’과는 구분되는 ‘治者意識’의 작용을 염두에 두며 ‘학문’이 조

정 구성원의 의식 변화과정에서 행한 역할을 파악해가려 한다. 

27) 山陵 修復이나 天皇號의 재흥 과정에서 德川齊昭의 건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는 연구들
이 나와 있는 정도이다. 上田長生, ｢幕末維新期の陵墓･皇例祭祀の形成｣, 幕末維新期
の陵墓と社会, 思文閣出版, 2012; 藤田 覚, ｢天皇号の再興｣, 近世政治史と天皇, 吉
川弘文館, 1999.
사실 水戶藩史料에서 對조정 정책 관련자료가 이 두 문제, 특히 前者인 修陵 건의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修陵の議と諡號の復古｣,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
五, 吉川弘文館, 大正 4(1915), 193-247頁. 보다 기본적으로는 藤田東湖(후지타 도코)
의 回天詩史나 常陸帶(히타치오비)에서 보이듯이, 德川齊昭 當代부터 山陵과 諡號 
두 문제가 조정과 관련된 齊昭의 대표적인 治績으로서 주목받고 평가되고 있었던 점도 
있다. 藤田東湖, 常陸帶卷之三, 慶應4(1868)刊本(天保 15〔1844〕 脫稿), 23-24頁; 
同, 回天詩史卷之下, 野史台, 明治 25(1892, 天保 15〔1844〕 脫稿), 43-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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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天皇과 公家社會의 學問 열기

1. 조정의 동향 변화와 학문에 대한 관심의 漸增

도쿠가와 시대의 朝廷은, 겐나(元和) 원(1615)년 7월 幕府에 의해 제정된 

禁中幷公家諸法度에 입각하여 통제받고 있었다. 이 금중병공가제법도의 첫 

번째 조항에서, 天皇이 學問에 힘쓸 것이 규정되고 있다.

天子의 藝能의 일.

第一은 學問이다. 배우지 않으면 곧 古道를 밝히지 못하며, 그러고서 정치를 능

히 하고 태평을 이루는 경우는 아직껏 없었다. (위는) 貞觀政要의 明文이다. 寬
平遺誡에서는, 經･史를 窮究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群書治要를 암송하고 습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와카(和歌)는 고코 천황(光孝天皇)이래 끊기지 않았으며, 

綺語(멋스럽게 치장하고 꾸며낸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습속이다. 버려두어

서는 안 된다고 한다. 禁秘抄에 실린 바이다. 

학습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길 것.28)

이 조항은 도쿠가와 시대 조정에서의 학문에 관한 논의의 ‘원점’이라고도 할 

만하다.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의 近世日本國民史 등에서, 이 조항은 조정의 

역할을 학문에 한정시켜, 정치로부터 유리시키려는 조치로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문 자체

에도 인용되는 바 이 규정은 준토쿠(順德) 천황 재위기(1210-1221)의 조정

에서 성립한 禁秘抄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조정 규

제를 위해 새로 고안했다기보다는, 조정의 기존 방침을 준용하며 천황의 역

할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카노 도시히코(高埜利彦)나 후지타 사토

루(藤田覺) 등 주요 조정 연구자들은, 최근에 와서 금중병공가제법도에서 표

방･권장된 학문은 일본의 주인으로서의 ‘帝王學’, ‘治道의 학문’임을 명시하고 

28) “天子御藝能之事, 第一御學問也, 不學則不明古道, 而能政致太平者未之有也, 貞觀政要
明文也, 寛平遺誡, 雖不窮經史, 可誦習群書治要云々, 和歌自光孝天皇未絶, 雖爲綺語, 
我國習俗也, 不可棄置云々, 所載禁秘抄, 御習學專要候事”, 司法大臣官房庶務課 編, 德
川禁令考, 昭和 6(1931), 吉川弘文館, 1丁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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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9) 

총체적인 定義의 문제에 한한다면 위의 분석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

나 群書治要의 학습을 강조하며 “經･史를 窮究하지 않는다 하더라도”(雖不

窮經史)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듯이, 내용 면에서 보면 經史의 위상이 핵심

적이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규정된 학문은 어디까지나 ‘諸藝能’의 일환이었으

며, 와카(和歌)의 습득이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었다. 

天皇皇族實錄30)을 통해 도쿠가와 시대의 궁중에서 이뤄지는 학문･교육

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아도, 經史의 학습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와 같은 文學書나 와카의 학습보다 강조되었다고

는 볼 수 없다.31) 經史가 통치를 위한 이념, 교양의 근간이었던 중국･한반도

의 王室이나 士大夫層에서의 학문과 비교하면 더욱 거리가 있다. 

천황이 이른바 ‘독서 개시’(御讀書始め 혹은 御書始め)의 儀式을 행하는 것

을 시작으로,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서 孝經과 같은 경서가 학습되었다. 하

지만 그러한 기초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장성한 뒤의 천황이 經史, 특히 역

사에 대해 더 깊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궁중에서 공식적으로 학습의 자

리를 마련하는 사례는, 도쿠가와 초･중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역사서에 대한 천황의 관심이 두드러진 사례는 18세기 중반의 호레키(寶

曆) 연간(1751-58)에 보인다. 당시 少壯 공가들의 다수는, 과격한 스이카

(垂加) 神道家로 알려졌으며 교토에서 私塾을 운영하던 다케노우치 시키부

(竹內式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弱冠의 모모조노(桃園) 천황 곁에

29) 藤田, 2011b, pp.14-19; 高埜利彦 編, 전게서, 2007, p.200. 
30) 天皇皇族實錄은 천황, 황족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明治 이후 宮內省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으로, 왕위 교체 때마다 정리된 朝鮮王朝나 중국의 實錄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원고 자체는 1930년대에 완성되었으나, 일반 공개는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
며 2005-06년에 영인본이 다시 간행되었다(藤井讓治･吉岡眞之 監修･解説, 天皇皇族実
録, ゆまに書房). 
2차 사료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주요한 사건을 綱文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
악하기 편리하다. 그와 함께 각종 관련사료 원문을 수록해놓고 있기에 日記 등 1차 사
료의 활자화･간행이 古･中世나 德川初期, 페리 내항 이후 시기에 비해 뒤늦어 있는 德
川後期 조정의 연구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1) 和歌는 궁중의 內侍所(나이시도코로)나 주요 神社에 奉納되는 등 朝廷에서 그 자체로
서 독자적인 정치･종교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本稿에서 다루는 ‘學問’은 經史를 중심으로 하기에, 和歌 학습의 의미에 대
해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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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近習으로 종사하며, 史記나 日本書紀 神代卷을 進講한다. 그러나 신

도를 家業으로 하는 공가인 요시다(吉田) 家의 견제나, 이들이 徒黨을 결성

하고 조정체제의 변혁을 꾀하려 한다는 攝關家의 우려로 인해, 다케노우치 

시키부와 그 문하의 공가들이 대대적인 제제를 받게 되는 이른바 호레키 사

건(寶曆事件)이 일어난다.32) 

위는 일차적으로는, 스이카 신도라는 신흥의 神道說에 대한 요시다 가로 

대표되는 기성 신도 세력이나 (기성 신도에 익숙한) 조정 상층부의 경계라

는, 종교 교리/유파 간의 대립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모조노 

천황은 일본서기 神代卷 뿐만 아니라 神道 문제와는 무관한 史記나 後
漢書의 진강 또한 받고 있었다. 이 또한 神代卷 진강과 같이, 궁중의 근습

이자 시키부 문하에 있던 공가들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었다.33) 또한 모모조

노 천황이나 시키부 문하의 공가들은 일본서기 학습의 필요성･정당성을 내

세울 때, 스이카라는 특정 신도 流派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기보다는, ‘일본의 

주인’으로서 자국사를 학습할 필요성이나, 역사서의 학습이 와카 등 다른 예

능에 우선하는 ‘大道’임을 강조하고 있다.34)

따라서 당시 천황이나 근습 공가들이 사서 학습에 부여하던 의미는, 신도

라는 종교 문제만으로 머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통치자에게는 역사

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여타의 학문 분야나 예능에 우

선한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35) 

호레키 사건은 도쿠가와 후기 尊王論의 대두와 조정의 관계에서 하나의 

‘轉機’로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호레키 사건에서 보이는 천황이나 공가사

32) 寶曆事件에 대해서는 이미 別稿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拙稿, ｢호레키 사건(寶曆事
件, 1756-58)과 학문이 촉발한 정치적 ‘자각’ ; ‘近世性’과 ‘幕末性’이 교차하는 朝廷
｣,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科 論集36, 2012. 寶曆事件에 관한 본고의 서술은 기본적으
로 위의 논의를 계승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33) 寶曆7年1月14日, 桃園天皇實錄, 3卷698頁.
34) 拙稿, 전게논문, 2012, p.155, p.162.
35) 한편 寶曆事件의 배경에는, 攝關家-武家傳奏/議奏를 축으로 구성된 조정 통제 체제의 

이완이 있었다. 어린 桃園天皇의 재위 하에서 공가사회의 신분질서가 이지러지고 기강
이 이완되며 공가 사이에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재정적 궁
핍의 문제도 대두하고 있었다. 高埜利彦, ｢後期幕藩制と天皇｣, 近世の朝廷と宗教, 
吉川弘文館, 2014, pp.61-68, p.72(初出은 講座前近代の天皇２：天皇権力の構造と展
開, 青木書店, 1993). 拙稿, 전게논문, 2012에서는 寶曆事件 자체의 전개과정에 치우
치며 그 學問 外的 배경을 충분히 거론하지 못하여,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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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學問觀의 변화는, 온전히 계승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타케 도모코(佐竹朋子)에 의하면 호레키 6(1756)년경 공가 시게노이 긴

카즈(滋野井公麗)는 나니와 무네타케(難波宗建)와 더불어 당시 左大臣이던 

고노에 우치사키(近衛內前)의 저택을 방문하여 함께 일본서기의 校合을 행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노에 우치사키가 관백으로서 시키부 문하 소장공가들

을 처분한 호레키 8년 이후에는 시게노이의 일기에서도, 고노에의 일기에서

도, 일본서기 校合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고 있다.36) 

물론 호레키 12년에 시게노이가 다른 공가에게 일본서기를 빌려준 기록

이나 門弟의 회합에서 일본서기가 읽힌 기록도 있고 漢書의 대출기록도 

존재하기에,37) 호레키 사건을 이유로 일본서기 등 역사서의 학습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텍스트가 일본서기 神代卷이 아니더라

도, 조정에서는 소장 근습공가들의 역사서 진강 자체를 낯설게 여기거나 경

계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으며,38) 호레키 사건 이후 역사서 학습을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냉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780년대 덴메이(天明) 대화재 이후 교토의 상황에 대한 기록인 덴메이 

회록 불외문기(天明回祿不外聞記)에서, 가모가와 료(鴨川漁)라는 필명의 저

작자는39) 30년 전의 호레키 사건에 대해 ‘근래 다케노우치 무엇이라 하는 

자에 의해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이는 婦人같은 천박한 모양새의 惡事

이다’40)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레키 사건의 주체인 다케노우치 시키부나 문하 공가들의 행보는, 1750년

대의 시대상황 속에선 조숙하고 과격했다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조정 상층

부와 과도한 대립을 빚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학문을 통한 정치적 자각이

라는 움직임은 더 후대로 미루어진 것이다.

비슷한 무렵 유학자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이 右大臣 고노에 쓰네히로

36) 佐竹朋子, 2012, p.139, p.180 주44).
37) 佐竹朋子, 2012, p.161, p.169.
38) 사건 발발 이전인 寶曆 7년에 竹內式部 문하 공가인 德大寺公城(도쿠다이지 긴무라)의 

일기에서는 궁중의 史記 進講을 기록하며 ‘이 일에 讒邪의 방해가 없어 큰 다행이다, 
歡喜가 지극하다’고 표현되고 있다. 寶曆7年8月4日, 桃園天皇實錄, 3卷722頁.

39) 저작자의 신분은 애초 公家衆, 즉 堂上公家로 비정된 바 있다. 그러나 淸水(시미즈)는 
地下官人이나 그 관계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清水光明, ｢朝廷･公家社会と朱子
学 : 天明の京都大火後を中心に｣, 近世の天皇･朝廷研究4, 2012, p.83.

40) 鴨川漁, 天明回祿不外聞記上卷; 清水光明, 전게논문, 2012, p.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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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衛經熈)에게 올린 上書에서는,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武家･서민(地下

人) 가릴 것 없이 주자학(新注)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朝家’만이 아직 

주자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탄하고 있다.41) 이는 같은 시기 오사카의 

유학자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이 로주(老中)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

信)에게 올린 정책건의서 草茅危言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문･교육이 확산

하고 있으나 유독 京師, 즉 공가에게만 교육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42)과도 맥이 통하고 있다. 이처럼, 조정･공가가 동시대의 여타 사회집단에 

비해 학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특히 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

식이 1780년대의 조정 안팎에서는 공유되고 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성문화되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도 있다. 이 무렵은 고카쿠

(光格) 천황의 치세였다. 고카쿠 천황 재위기의 조정에서는 戰國時代를 거치

며 대규모로 廢絶된 조정의 儀式을 古代, 특히 헤이안(平安) 시대의 古制를 

좇아 복원하려는 ‘復古’의 의식이 상승한다.43) 

덴메이 8(1788)년 정월에 교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고쇼(御所) 또한 

소실되었다. 조정은 고쇼를 헤이안 시대의 舊制를 좇아 복고적으로, 화재 이

전보다 큰 규모로 복원할 것을 바랐다. 공사비용을 조달해야 했던 막부는 재

정문제로 인해 조정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였으나, 결국 조정의 요구가 관철

되고 간세이(寬政) 2(1790)년 새로운 고쇼가 조영되었다.44) 

고쇼 복원의 자문역을 맡은 공가는 우라마쓰 미쓰요(裏松光世)였다. 그는 

호레키 8(1758)년 호레키 사건에 연루되어 永蟄居의 처분을 받았었다. 고쇼

의 복고적 조영이 추진되는 덴메이 8(1788)년에 호레키 사건으로 인한 우라

마쓰의 칩거 처분 또한 풀렸는데,45) 이는 조정을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공가들 사이에서 옛 조정의 儀式 고

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古代 有職書의 학습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

다.46) 

41) 清水光明, 전게논문, p.103.
42) 中井竹山, ｢學校の事｣ 草茅危言第２(商), 懷德堂記念館, 1942, 34-35頁.
43) 이하 光格天皇 재위기의 동향에 대한 서술은 藤田, 2011a; 同, 1994 등에 의거했음을 

밝혀 둔다.
44) 御所 복원을 둘러싼 막부와의 협상 과정에 관해서는 藤田, 1994, pp.91-102를 참조.
45) 藤田, 1994, p.92.
46) 佐竹朋子, 2003, p.62; 藤田, 1999, p.260.



- 14 -

조정 구성원 사이에서 ‘복고’에 대한 바람 자체는 이전 시기에도 꾸준히 있

었다.47) 덴메이 연간 이후의 복고 열기라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움직임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이지, 복고 자체가 이 시기의 조

정에서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때까지의 복고 열기에서 주가 

되던 제도･儀式의 고증과 부흥에 대한 관심은, 통치이념으로서의 교육･학문

에 대한 관심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카쿠 천황의 有職故實에 대한 관심이나 와카 애호는 당대부터 알려져 있

었다.48) 그러나 천황의 관심은 이에 한정되지 않았다. 간세이 연간 무렵의 

천황은 十八史略이나 貞觀政要와 같이 역사나 통치이념에 관한 저작 또

한 학습하고 있었다. 複數의 인원이 같은 부분을 함께 읽고 논의를 행하는 

會讀이나 輪講의 방식이 채택되는 등, 학습법의 변화 또한 지적된다.49) 

당시 공가들과 관계맺고 있던 국학자 후지와라 사다모토(藤原貞幹)의 서한

에서는 “지금의 임금은 學問을 좋아하셔서 近習의 堂上들에게 輪讀을 분부하

셨다. 이는 格別한 조치로서...”라며, 고카쿠 천황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언급

되고 있다.50) 고카쿠 천황의 학문에 대한 열의는, 고사쿠라마치(後櫻町) 상

황이 덴메이 8년 10월 “御學文을 主上이 전적으로 좋아하시기에, 下官들도 

學問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51) 

고카쿠 천황은, 본인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음이 증언된다. 고카(弘化) 2(1845)년 10월 27일 하시모토 

사네히사(橋本實久)의 일기에 기록된 회고에 의하면, 고카쿠 천황은 생전에 

堂上公家의 孝悌忠信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공가들이 천황의 의향에 따르

지 않아 근심이 많았으며, 이에 천황은 고대 조정의 교육기관인 大學寮를 재

흥할 구상을 했다고 한다.52) 

47) ‘延喜･天曆의 治’ 등으로 상징되는, 朝廷의 제도가 잘 갖춰지고 올바른 통치가 행해
진(혹은 그렇게 이상화된) 古代史像에 입각한 復古의 열망은 中世 이후의 조정에서 계
속 나타나고 있었다. 林睦朗, ｢延喜･天暦の治｣, 国史大辞典 2, 吉川弘文館, p.390. 

48) 光格天皇과 그를 중심으로 한 堂上公家의 和歌 歌壇에 대해서는 文學界에서 연구된 
바 있다. 盛田帝子, ｢光格天皇とその周辺｣, 岩波書店, 文学2(5), 2001.

49) 이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後水尾(고미즈노오) 天皇 재위기 ‘禁中御學問講’은 近習衆
이 모여 교재에서 각자 좋아하는 부분을 읽던 방식이었다. 藤田, 2011b, p.238.

50) “當御代御學問御好被遊候ニ付, 御近習堂上方へ輪講被仰出候, 是ハ格別之沙汰にて...” 
松尾芳樹, ｢藤原貞幹書簡抄 蒙齋手簡｣ 45 ; 佐竹朋子, 2003, pp.64-65에서 재인용.

51) ｢輝良公記｣; 藤田, 2011b, p.238에서 재인용.
52)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10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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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쿠 천황은 분카(文化) 14(1817)년 양위한 후 덴포(天保) 11(1840)년

까지 생존했기에, 대학료 재흥의 구상이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외에도, 18세기 후반부터 공가 교육기관 설립의 의견은 여

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간세이 원(1789)년 오사카의 유학자 나카이 지쿠잔은 로주 사

다노부에게 올린 초모위언에서 조정의 교육기관 부재를 문제 삼았다. 안에

이(安永) 연간(1772-80)에 섭가의 니조 하루타카(二條治孝)는 유학자 니시

요리 세이사이(西依成齋)에게 학교 설립의 일을 상담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

다고 한다. 공가인 다카쓰지 다네나가(高辻胤長)가 그 뜻을 받들어 학교설립

을 위해 지쿠잔에게 상담하였음이, 역시 초모위언에 기록되어 있다.53) 

18세기 후반 전국적으로 교육이 보급･확산하고 무가사회에서도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하였다.54) 이러한 변화로부터 천

황･조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학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한층 명확히 자각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고카쿠 천황의 재위기 대부분을 통틀어 상황으로 있었던 고사쿠라

마치에 대한 조명은 이제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8세기 말-19

세기 초에 걸친 조정 위상전환의 배경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역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사쿠라마치 천황은 현재까지 일본 역사상 가장 최근에 재위한 여성 천황

이다. 또한 메이와(明和) 7(1770)년 양위 후에도 분카(文化) 10(1813)년에 

사망하기까지, 재위 기간보다 훨씬 긴 40년 이상을 상황으로서 생존한다. 도

쿠가와 시대의 조정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즉위하지 않으며, 남성 

황위계승자 不在･幼少時의 완충 역할로서, 재위시의 권한･역할도 남성 천황

들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55) 고사쿠라마치 천황 또한 재위시에는 그렇

게 눈에 띄는 행적이 없으나, 양위 이후에 오히려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

타난다. 

농민이 봄･가을에 센토고쇼(仙洞御所)에 參內하여 모내기･수확의 시범을 

보이고 천황이 이를 관람하는 儀式을 우선 거론할 만하다. 이 儀式이 센토고

53) 中井竹山, ｢學校の事｣ 草茅危言 第２(商), 懷德堂記念館, 1942, 35頁. 
54) 이에 관해서는 II-1.에서 詳述한다.
55) 藤田, 2011b,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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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의 연중행사로 정착하여, 꾸준히 행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고사쿠라마치가 

상황으로 있던 시기이다. 무라 가즈아키(村和明)는 이 儀式을 민중의 생활상

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군주의식과 연관짓고 있다.56) 

고사쿠라마치 상황이 정치현안에 대해 가진 관심은 여타의 사례에서도 증

명된다. 그녀는 덴메이 8(1788)년 이후 몇 번에 걸쳐 조정의 재정지출을 절

감하라는 분부를 내려, 막부 측에서도 반가워했다.57) 이는 같은 해 교토의 

대화재로 고쇼가 불탄 이후,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복고적 재조영 

요구를 받아들인 막부와의 관계를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58) 

고카쿠 재위기 막부와 첨예하게 대립한 이른바 尊號事件이 일단락된 후에

도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로부터 감사의 사절이 고사쿠라마치 상

황에게 파견되었다.59) 고사쿠라마치 상황이 弱冠의 고카쿠 천황과 막부 사이

에서 관계조정에 힘썼음을 판단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는 두드러지는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적극적 행보는, 상황으로 

있던 기간이 길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근간에는 학문, 특히 유학 이념에 

입각한 ‘군주의식’의 작용 또한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경서의 학습이다.

고사쿠라마치천황실록(後櫻町天皇實錄)에는 안에이(安永) 연간(1772-81)

부터 論語의 강의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안에이 6(1777)년 6월 

28일 첫 진강의 기록이 나타나고 안에이 8년 7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60) 이후 덴메이 연간(1781-89)의 實錄에는 관련된 

56) 村　 和明, ｢仙洞御所の施設と行事：｢田植御覧｣と鎮守｣, 近世の朝廷制度と朝幕関係, 
東京大学出版会, 2013. 그러나 村 또한 後櫻町上皇의 시기에 그 儀式이 정례화된 사
실을 언급하면서도, 後櫻町 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

57) 天明８年12月22日, 後櫻町天皇實錄, 5卷1170頁; 寬政2年3月25日, 後櫻町天皇實錄
, 5卷1215-1216頁; 寬政3年8月19日, 後櫻町天皇實錄, 5卷1285頁; 寬政4年12月28
日, 後櫻町天皇實錄, 5卷1329-1330頁; 文化元年1月27日, 後櫻町天皇實錄, 7卷
1648-1649頁.

58) 藤田, 1994, pp.91-99에서, 天明 대화재로 불탄 御所의 복구에 대한 논의는, 복고적 
재조영 요구가 막부에 대해 관철된 조정의 ‘승리’로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막부가 
조정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天明 8년 11월이고 院의 재정절감 조치가 그 다음 달인 
12월에 나왔다는 흐름을 감안하면, <禁裏>의 復古에 대한 지향에 대해 막부가 일방적
으로 굴복했다기보다는, <仙洞>의 재정지출 절감 조치로 이를 상쇄한 측면이 있다고 
볼 만하다.

59) 寬政4年12月5日, 後櫻町天皇實錄, 5卷1325-1326頁.
60) 安永6年6月28日, ｢仙洞女房日記｣･｢院中番衆所日記｣･｢柳原紀光日記｣, 後櫻町天皇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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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간세이 3(1791)년 3월61) 이후 다시 활발히 나타나

기 시작한다. 

간세이 연간부터는 孟子의 강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紀傳道를 가업으

로 삼던 스가와라 씨(菅原氏) 일족 즉 菅家의 일원으로, 상황의 院 伺候衆이

던 다카쓰지 도미나가(高辻福長)･가라하시 아리히로(唐橋在熙)가 강의를 주

재했다. 주재자가 한 명인지 複數인지에 따라 ‘輪講’과 ‘講’으로 학습방법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간세이 4년 10월 이후에는 尙書･白氏文集을 병행하게 된다. 상서는 

대체로 複數 공가의 輪講 형식으로, 백씨문집은 단독강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62) 상서에 이어 간세이 7년 4월부터는 정관정요의 학습이 이뤄졌

다.63) 간세이 13(교와〔享和〕元)년의 기록에서는 禮記의 강석이 이루어

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64) 

이러한 강의의 기록은 고사쿠라마치의 사망 7년 전인 분카 3(1806)년 4월

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다.65) 길게 잡는다면 양위로부터 7년이 지난 안에이 

6(1777)년부터 환갑을 넘긴 분카 3년에 이르기까지의 30년간의 세월 동안, 

기록의 공백기인 덴메이 연간을 빼더라도 안에이 6-8년과 간세이 3년-분카 

3년을 합쳐서 20년 가까이, 고사쿠라마치 상황은 계속해서 경서의 강의를 들

었던 것이다. 주 교재는 논어 → 맹자 → 상서 → 정관정요 → 예기의 

순으로 바뀌었고, 백씨문집이 이에 곁들여지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左傳이 회독의 형태로 학습되기도 했다. 간세이 3(1791)년 

3월 24일자의 ｢院中評定日次案｣에는 좌전의 회독에 아네가코지(姉小路)나 

오시노코지(押小路) 등 18명이 넘는 공가들이 侍座했다고 기록되어 있다.66) 

, 4卷928頁을 시작으로 安永8年7月9日, ｢仙洞女房日記｣･｢院中番衆所日記｣, 後櫻町
天皇實錄, 4卷965-966頁까지 이어진다. 그 중간의 기록들은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싣지 않는다.

61) 寬政3年3月24日, ｢仙洞女房日記｣･｢院中評定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5卷1269-1270頁.
62) 寬政4年10月11日, ｢仙洞女房日記｣･｢院中評定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5卷1323頁.
63) 寬政7年4月10日, ｢仙洞女房日記｣･｢院中評定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6卷1396-1397頁.
64) 享和元年7月6日, ｢院中評定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6卷1586-1587頁.
65) 文化3年4月9日, ｢仙洞女房日記｣･｢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7卷1675頁.
66) “春秋左氏傳會讀, 藪前中納言, 有庸, 左京大夫, 姉小路中納言, 淸二位, 新ト二位, 右

京大夫, 式部大輔, 修理大夫, 押小路三位, 左兵衛督, 右大弁, 修理權大夫, 式部權大輔, 
祥光朝臣, 爲訓朝臣, 宗功朝臣, 公碩朝臣, 尙仲等侍座” ｢院中評定日次案｣, 後櫻町天
皇實錄, 5卷12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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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월 14일자의 기록에서도 20명 이상의 공가들이 좌전의 회독에 

侍坐했음을 알 수 있다.67) 실록에서 경서 강의의 기록이 이후 계속해서 등

장하는 반면, 간세이 3년을 제외하면 좌전이나 여타 저작의 회독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사쿠라마치 상황 당시에 회독은 경서 진강과 달리 

지속적･정례적인 행사로서 자리 잡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사쿠라마치 상황은 학문을 애호하고, 양위 이후 어린 황위계승자들(고모

모조노〔後桃園〕･고카쿠 천황을 말한다)을 잘 輔導하였다고 평가되고 있

다.68) ‘천황 輔導’의 좋은 사례이자, 고사쿠라마치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고카쿠 천황의 ‘군주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간세이 11년에 고사쿠라마치 

상황이 고카쿠 천황과 행한 서신 교환이다. 

고사쿠라마치 상황이 먼저 글(消息)을 보내서 고카쿠 천황을 훈계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고카쿠의 답신이 고사쿠라마치천황실록과 고카쿠천황실

록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69) 여기서 고카쿠 천황은 “마땅히 말씀하신 대

로”라며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말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人君은 仁을 本으로 

함이 古今 和漢의 서적에 나와 있다’, ‘仁은 즉 孝忠이며, 仁孝는 百行의 本

元이다’라 한다. 또한 역시 상황의 말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욕심 없이 天下

萬民만을 慈悲 仁惠로 생각하라는 것은 人君된 자의 第一의 가르침으로, 論
語를 비롯한 여러 서적에 이 道理가 적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70)

이를 통해, 고사쿠라마치 상황이 고카쿠 천황에게 서한을 보낸 주된 목적

은, 유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이념을 바탕으로, 天下萬民을 생각하는 군주

의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학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적극적인 정치행보와도 

67) “一四日...春秋左氏傳會讀, 梅小路前宰相, 治季, 宰相中將, 左京大夫, 姉小路中納言, 
新二位, 右京大夫, 式部大輔, 修理大夫, 宮內卿, 左兵衛督, 右大辨, 彈正大弼, 式部權
大輔, 祥光朝臣, 貞直朝臣, 公理朝臣, 宗功朝臣, 公倫朝臣, 公師, 定肖等侍座” ｢院中評
定日次案｣, 後櫻町天皇實錄 5卷1274頁.

68) 後櫻町上皇이 사망한 내용을 다룬, 文化 10년 條의 實錄 綱文이 대표적이다. 後櫻
町天皇實錄, 7卷1826頁.

69) 寬政11年7月, ｢光格天皇御消息｣, 光格天皇實錄, 4卷1090-1091頁; 後櫻町天皇實
錄, 6卷 1525-1526頁. 後櫻町天皇實錄의 수록본은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기에 
光格天皇實錄의 것을 우선적으로 참조했다.

70) 이 서한은 藤田, 2011b, pp.242-243; 同, 1994, pp.76-80에서도 언급된다. 단 역시 
光格天皇의 군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만 언급되며, 먼저 서한을 보낸 後櫻町上皇
에 대한 주목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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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고카쿠 천황의 ‘군주의식’과 동시기 천황･조정의 권위 상승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I-2.에서 논할 닌코(仁孝) 

천황 재위기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2. 仁孝天皇期 궁중의 史書 會讀과 經書 進講

1) 회독의 경과와 학습 양상

닌코(仁孝) 천황(간세이〔寬政〕 12〔1800〕 - 고카〔弘化〕3〔1846〕)은 분카(文

化) 14(1817)년에 부친 고카쿠(光格) 천황의 讓位로 帝位에 오른다. 

그가 만으로 23세, 재위 7년째에 해당하는 분세이(文政) 6(1823)년부터 

역사서의 會讀이 이루어진 기록이 보인다.71) 닌코천황실록(仁孝天皇實錄)

에서는 분세이 11년에 역사서 회독의 기사가 처음 등장한다. 이해 1월 30일 

천황으로부터 회독 개시의 분부가 내려졌으며, 2월부터 後漢書의 회독을 

행하게 되었다.72) 

분세이 13년 뒤로는 한동안 실록에 회독의 기록이 없으나, 덴포(天保) 

6(1835)년 1월 28일에는 三國志 蜀志의 14권을 전부 읽었고, 2월 5일부

터 나머지 회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73) 더 뒤의 기록인 덴

포 6년 12월 15일자의 기사에서는, ‘三國志의 會讀이 덴포 2년 8월 10일에 

71) 이 해 8월 22일과 9월 29일에, 각각 漢書와 續日本紀의 會讀이 이루어졌다는 柳
原隆光(야나기하라 다카미쓰)의 일기 기록이 있다. 文政6年8月22日 ｢隆光卿記｣, 仁孝天
皇紀編年史料十一, 6頁, 東京大學史料編纂所 藏 ; 文政6年9月29日 ｢隆光卿記｣, 仁
孝天皇紀編年史料十一, 76頁, 東京大學史料編纂所 藏. 그러나 위의 회독 기록은 단편
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아직 궁중에서 역사서 회독이 상시화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역사서에 한정하지 않을 경우, 仁孝天皇 재위기 궁중의 회독 기록으로 管見의 한에서 
빠른 것은 그의 즉위 다음해인 文政 元年부터 나타나고 있다. “曾我式部來, 貞觀政要
會讀也, 是禁中有御會之故也” ｢實萬公記｣ 二卷(宮內廳書陵部 藏); 佐竹朋子, 2005, 
p.45에서 재인용. 

72)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552-553頁. ゆまに書房에서 재간행한 仁孝
天皇實錄의 제1권과 제2권은 각각 실록 원본의 卷一･二와 卷三･四를 영인하여 싣고 
있다. 그러나 쪽수는 권 구분에 관계없이 연속되어 매겨져 있다. 따라서 ゆまに書房 
간본의 제1권과 제2권은 각각 원본 卷一･二의 1-516頁, 卷三･四의 517-1140頁에 해
당한다. 본고 각주에서의 實錄 권수 표기는 ゆまに書房 영인 시의 구분이 아닌 원본
의 권 구분을 따른다. 또한 궁중의 역사서 회독에 대한 본문 상의 서술은, 번잡함을 피
하기 위해 요점만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회독의 보다 자세한 경과에 관해서는 附錄
의 附表-2를 참조. 

73)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2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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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後漢書의 뒤이다)’라는 언급이 있다.74) 이를 통해 실록에 기록

이 없는 분세이 13년 12월과 덴포 6년 1월 사이에도 회독은 계속되었으며, 

후한서가 마무리되고 삼국지의 회독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지 회독은 덴포 6년 12월 15일에 ‘滿會’를 맞이한다.75) 해가 바뀌어 덴포 

7년 2월에는 삼국지를 잇는 晉書의 회독이 시작되었다.76)

덴포 7년 7월 30일, 진서와 함께 令義解의 회독 일자를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77) 덴포 10년 2월에는 日本書紀 회독에 대한 기사가 실록
에서 처음 등장한다.78) 또한 사타케 도모코(佐竹朋子)에 의하면, 실록에 

인용되지 않은 노노미야 사다나가(野宮定祥)의 일기에서는 이미 덴포 4･7년
부터 일본서기 회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79) 183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 사서를 읽는 漢御會뿐만 아니라 일본 서적을 회독하는 和

御會 또한 궁중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덴포 10년 5월에는 일본서기에 이어서 續日本紀를 회독할 것이 결정

되었고, 같은 달 26일에는 일본서기 회독이 滿會, 즉 마무리에 이르렀

다.80) 이후 고대 율령국가 시대의 勅撰正史인 六國史가 순차적으로 읽히게 

되었다. 또 육국사 중 하나인 日本後紀의 결락을 보충하기 위하여, 日本

逸史도 도중에 같이 회독되었다.81) 이렇게, 和御會는 닌코 천황의 사망 前

月인 고카 2(1845)년 12월 日本三代實錄 회독이 滿會를 맞기까지 이어지

고 있다. 

74)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63頁.
75)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63頁.
76)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70頁.
77) 天保7年7月30日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75-776頁. 이미 天保 6년 

9월 1일에는 三國志와 병행하여 ‘儀式’을 학습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것
이 令義解가 아닐까 생각된다.｢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53頁.

78) 天保10年2月17日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841-842頁.
79) 天保 4년의 기록은 궐내에서 直宿하던 공가들이 日本書紀 神代卷 1권을 회독했다

는 내용이며, 天保 7년의 기록은 궁중의 공식적인 회독 행사가 연기되었다는 내용이다. 
“今日, 日本紀御會御延引也” 定祥卿記 天保7年11月19日; “參內直宿修, 各直宿侍之
間會讀, 日本紀神代卷一卷讀終了” 定祥卿記 天保4年1月10日; 佐竹朋子, 2003, p.66에서 
재인용. 

80)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847頁.
81) 日本後紀는 다른 六國史와는 달리 전체분량의 4분의 3가량이 소실되어 있다. 이 결

락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元祿 연간에 類聚國史등의 기록을 모아 편찬된 것이 바로 
日本逸史이다. 柳　雄太郎, ｢日本逸史｣, 国史大辞典11, 吉川弘文館,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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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의 회독은 正史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덴포 10(1839)년 9월 

22일에 진서의 회독을 잠시 미루고 대신 資治通鑑綱目을 회독하라는 분

부가 내려지고 있다.82) 이를 기점으로, 중국 역사서 회독의 교재는 정사에서 

통감강목으로 변경된다. 이후 일본의 육국사와 나란히 중국 사서를 읽는 

漢御會에서는 통감강목이 회독된다. 통감강목 회독의 기록은 고카

(1845) 2년 10월 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83) 六國史와는 달리 닌코 

천황의 생전에 滿會, 즉 교재의 회독을 마치기에 이르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회독의 주재자는 히가시보조 도키나가(東坊城聰長), 후나바시 모로카타(舟

橋師賢)와 그 아들인 아키카타(在賢), 그리고 고조 다메사다(五條爲定) 등이

다. 모두 紀傳道를 가업으로 삼던 스가와라 일족(菅家)이거나, 明經道의 기

요하라(淸原) 씨 일족이다.84) 이는 고사쿠라마치(後櫻町) 상황의 경서 진강 

때와 동일하다. 즉 관여하는 인원 구성으로부터 보면, 닌코 천황기 궁중의 

회독은 기존의 家職 분담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독의 실시는 외부 사회의 변화와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여러 명

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텍스트를 읽고 논의하는 회독은 오규 소라이(荻生徂
徠) 등 유학자의 창안이라고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국학자 등 학파를 불

문하고 널리 채택하는 학습법이 되었다.85) 공가들은 학습회 운영이나 자제교

육 등의 이유로 외부의 지식인층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를 통해 회독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영향이 궁중까지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즉 닌코 천황

의 역사서 회독은 도쿠가와 후기 사회의 학문･교육동향 변화의 영향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86) 

82)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853頁. 實錄에 수록된 사료들은 모두 資治
通鑑綱目이 아닌 通鑑綱目으로 칭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기에, 이하 本稿에서도 通
鑑綱目이라 略稱하기로 한다.

83)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098頁.
84) 매달 회독일이 지정되며, 각각의 주재를 맡게 된 공가의 명단 또한 공지되고 있었다.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598頁의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85) 前田　勉, 江戸の読書会：会読の思想史, 平凡社, 2012, pp.107-139.
86) 前田(마에다)는 엄격한 신분질서의 존재로 인해 경직되어 있던 德川社會에서, 會讀이

라는 학습방법이 그 신분질서를 넘어서는 격의 없는 토론이 가능한 ‘公共空間’을 확립
시켰고, 그것은 정치의식･정치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역할했다고 논한다. 前田 勉, 
전게서, 2012, pp.235-331;同, ｢江戸後期の読書と政治｣, 日本文化論叢19, 2011; 同, 
｢近世日本の公共空間の成立：｢会読｣の場に着目して｣,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55, 
2006. 前田이 거론하고 있는 薩摩藩의 ‘近思錄 사태’(近思錄崩れ)는 회독이 정치적 
집단형성의 모체가 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궁중의 회독에 이러한 의미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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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에 수록된 공가의 일기자료에서, 닌코 천황기의 역사서 학습은 ‘御會

讀’이나 ‘御會’라고 표현되어, ‘進講’이나 ‘講釋’ 등으로 기록된 유학 경서의 

진강과 시종일관 구분되고 있다. 87) 이를 보면 유학서는 侍講이 천황의 어전

에서 1대 1로 강의하는 방식이 유지된 반면, 역사서 회독은 주재자는 정해져 

있으나 複數의 공가가 더불어 강독･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었

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주재자인 菅家/기요하라 씨 이외의 참석 인원은 어떠하였을까. 

분세이 13(1830)년 9월 15일자의 후한서 회독 기록에서는 ‘近臣 다섯 명 

남짓’이 배석하고 있음이 언급된다.88) 덴포 7(1836)년의 2월 14일 진서의 

회독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기사에서도, 오미야(大宮)･하무로(葉室) 등 적어

도 5명 이상의 공가들이 회독에 배석하고 있었음이 언급된다.89)

즉 중국 정사의 회독은, 닌코 천황의 어전에서 스가와라･기요하라 씨 공가

의 주재로, 여타 近習 공가 대여섯 명 가량의 배석 하에 이뤄진다는 구성이

었다. 주재자 외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보다는 그날그날 닌코 천황의 시

중을 맡던 當番-近習公家들이 자리에 끼는 형식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말이나 초에는 그 다음 한 달간의 학습일이 지정되고, 해당 학습일마

다 주재를 맡을 공가가 배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회독일정이 지진이나 

천황의 병환 등으로 연기되는 경우, 적어도 주재자들 사이에서는 궁중으로부

터 공지문이 회람되고 있다. 또한 주재자들 간에는 매 회독일에 이뤄진 학습

의 범위 또한, 공지문을 통해 회람하며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닌코 천황 재위기의 역사서 회독은, 고사쿠라마치 상황 때의 좌
전 회독에 비해 치밀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경서 진강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7) 德川 초기의 天皇實錄에는 ‘和漢御會’나 ‘漢和御會’의 기록이 있으며(慶長9年4月3

日, ｢慶長日件錄｣, 後陽成天皇實錄, 2卷393-394頁 등) 이후의 실록에서도 ‘御會’
의 기록이 빈번히 등장하지만, 이는 漢詩나 와카를 읊는 모임을 의미한다. 後水尾天
皇實錄에서 ‘後漢書會’가 이뤄졌다는 기록이 2차례 보이나(寬文11年12月10日 ｢基量
卿記｣, 寬文12年1月9日 ｢堯恕法親王記｣･｢基量卿記｣, 後水尾天皇實錄, 6卷
1612-1613頁.), 이는 당시의 천황이나 상황이 아닌 妙法院宮(묘호인노미야) 堯恕(교조) 
入道親王이 주체였으며, 또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88)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619-620頁.
89)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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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고사쿠라마치 상황 때의 회독과는 달

리, 닌코 천황 재위기의 역사서 회독은 궁중의 정례적 행사로 자리 잡아 재

위기 내내 시행된다. 커리큘럼의 면에서도 정사를 시대 순으로 읽는다는 체

계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 학습의 양상 분석 2 : 六國史의 회독

덴포 13(1842)년 2월 29일자 기록에서는, 궁중 和御會의 참석자를 5명씩 

나누어 각각 2일･20일, 8일･26일, 14일에 출석하라는 조치가 내려진다. 회독

에 참가하는 인원이 차츰 늘어나고 있기에 3그룹으로 분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논의되었기 때문이다.90) 또 이것과는 별도로 ‘회독이 열릴 때마다 매

번 참석하는 이들은 이제까지와 같이 (참석 날짜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도 

기록되어 있기에, 위와 같이 출석일이 지정된 공가와는 별개로 매번 회독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공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4월 30일에 이루어진 다음달 회독일의 날짜 지정에서도, 마찬가지

로 참가인원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91) 이 기사에 실려 있는 명단을 통

해 참석 공가의 분포를 보기로 한다.92) 

90)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947-948頁.
91)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954-955頁. 
92) 이 기사는 다음 달 會讀의 개시에 앞서 임의로 참석자의 출석 일자를 지정한 것이다. 

출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계획된 날짜 그대로 
회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이 명기된 공가가 날짜를 막론
하고 그 때까지 궁중에서의 역사서 회독에 참석하고 있거나 추후 참석할 의향을 나타
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각각의 官位와 나이 등은 新訂增補國史大系 : 公卿補任 第五篇, 吉川弘文館, 昭和 
9(1934), 374頁, 404-410頁, 418-419頁, 462頁, 476頁, 506頁, 521頁. 石高는 李元
雨, 幕末の公家社会, 吉川弘文館, 2005, pp.156-161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公家類別譜’(http://www.geocities.jp/okugesan_com/) 의 정보를 아울러 참조하였
다.
原史料에 이름 혹은 姓이 명기된 경우도 있으나, 官位나 官職, 氏 등으로 표기된 부분
이 많고 이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1명으로 特定하지 못한 인물도 있다. 그러나 같
은 시기에 같은 관직을 역임하는 경우 家格이나 연령대는 대체로 유사하기에, 會讀 참
석자의 위상이 공가의 家格 체계에 비추어서 어떠한지를 분석･평가하는 데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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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 13(1842)년 5월의 회독 출석자 지정>

사료상 표기 이름 位 官職 家格 石高 당시연령 지정 출석일

新宰相中將殿
나카야마 다다야스

(中山忠能)
從三位 參議 羽林 200 34세 3･21

內藏頭殿
야마시나 노부나리

(山科信成)
從三位 內藏頭 羽林 300 32세 3･21

新勘解由次官殿
기타코지 고토미쓰

(北小路說光)
正四位下 勘解由次官 名家

切米
30

31세 3･21

右小辨殿
가주지 아키테루
(勸修寺顯彰) 

右小辨 名家 708 28세 3･21

基豊 
히로하타 모토토요

(廣幡基豊) 
正二位 權大納言 淸華 500 43세 3･21

春宮權大夫殿　
고가 다테미치
(久我建通)

正二位 權中納言 淸華 700 28세 9･27

右衛門督殿　
마데가코지 마사후사

(萬里小路正房) 
正三位 參議 名家 390 41세 9･27

園池三位殿
소노이케 사네카쓰

(園池實達) 
正三位 (非參議) 羽林 30 51세 9･27

頭辨殿
가라스마루 미쓰마사

(烏丸光政)
正四位上

藏人頭･
左大辨 等

名家
100
4

31세 9･27

藏人權弁殿
보조 도시카쓰
(坊城俊克)

正五位上 藏人･權中右辨 名家 180 41세 9･27

廣橋侍從殿
히로하시 다네야스

(廣橋胤保)
正五位下 侍從･春宮權大進 名家 850 24세 9･27

頭左中辨殿 
간로지 나루나가
(甘露寺愛長)

正四位上 藏人頭･左中辨 名家 200 36세 15

藏人左少辨殿
히노 스케무네
(日野資宗)

正五位上 藏人･左少辨 等 名家 1153 28세 15

柳原侍從殿
야나기하라 미쓰나리

(柳原光愛)
正五位下 侍從 名家 202 25세 15

三位中將殿
도쿠다이지 긴이토

(德大寺公純)
正三位

左中將
(非參議)

淸華 410 22세 15

源宰相殿　

로쿠조 아리아야
(六條有言)

從二位 參議 羽林 265 52세

15or

아야노코지 아리나가
(綾小路有長)

從二位 參議 羽林 200 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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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淸華家 3명, 羽林家 4명, 名家 9명 도합 16명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대체로 공가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우림가･명가가 대부분이지만, 9가

문의 청화가 중에서도 3가문의 공가가 참여하고 있다.93) 이 명단은 분반으

로 편성된 공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위에서도 언급된 대로 날짜를 거르

지 않고 매번 참석하는 공가는 더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실제 회

독 참석자는 위의 명단 이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카 2(1845)년 7월 30일의 야마시나 노부나리(山科言成) 일기에 의하면 

이날 和･漢御會의 학습일이 동시에 공지되었는데, 같은 날 히가시보조 등에

게는 통감강목 학습일만이 전달되고 있다.94) 이를 통해, 중국 사서와 달리 

육국사 회독은 菅家/기요하라 씨가 주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漢御

會가 기본적으로 공가의 家職 체계에 입각한 천황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고 한다면, 더 늦게 시작된 육국사 회독에는 紀傳道･明經道라는 家職 외의 

공가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분량이 실전된 일본후기 회독 순서가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텍

스트 자체의 교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렇기에 일본후기를 보완

하는 일본일사의 회독 실시를 기점으로, 참가자들이 회독 개시에 앞서 히

가시야마 문고본(東山文庫本) 등 판본을 모아서 校合을 행하고, 이후에 본 

회독으로 들어가게 된다.95) 이 판본 교합에서도 청화가나 우림가 등 비교적 

상층부의 공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96) 

93) 앞선 天保 13년 2월의 기사에서 會讀을 3그룹으로 분반할 것을 주장한 인물이 三條
實萬이다. ｢山科言成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947-948頁. 實萬은 天保 13년 3월이
나 5월의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월의 기사에서 언급된 ‘매번 참석하
는’ 인물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淸華家의 9가문 중에서는 廣
幡･久我･德大寺에 더하여 三條까지, 최소 4가문이 궁중의 역사서 회독에 참석하고 있
던 것이 된다.

94) ｢山科言成卿記｣･｢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099-1100頁.
95) 天保15年8月2日, ｢橋本實麗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054-1055頁; 弘化2年4月5

日, ｢山科言成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091頁. 당시 궁중의 六國史 會讀을 위한 
참석 공가들의 사전 교정작업으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附箋들의 존재는, 東山文庫
에 現傳하는 六國史 판본들에 대한 小倉(오구라)의 문헌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小
倉真紀子, ｢近世禁裏における六国史の書写とその伝来｣, 禁裏･公家文庫研究 第三輯, 
思文閣出版, 2009.

96) “巳斜當番參內宿侍如例, 續日本後紀刻本新本也, 以官庫古寫本卷物冊本等校合之事, 
御會參上之人數申合日々參內可奉仕之旨, 三條亞相傳奏仰刻參勤日割三條被分配之被授
渡, 自昨日開卷云々, 今日新源大納言當番, 別當別參, 正親町中將同上, 予當番, 廣橋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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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인 노노미야 사다나가와 다케야 고테이(竹屋光棣)는 궁중에서 열리는 

일본서기 회독의 예습을 위한 학습회를 행하고 있다.97) 덴포 14(1843)년 

8월에는 하시모토 사네아키라(橋本實麗)가 궁중에 參內하기에 앞서 도쿠다

이지(德大寺) 家에 들러서 일본일사의 회독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98) 이

렇게 궁중의 회독은 공가들의 자체적인 회독 모임 형성을 유도하게 되고 있

었다. 궁중에서의 학문 활성화가 당상공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이다.

1750년대 모모조노(桃園) 천황의 일본서기 학습은 神代卷이 중심이었

고, 그 발단은 스이카(垂加) 신도라는 종교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닌코 천황기의 일본서기 학습은 특정 신도 유파의 이해관계와 얽힌 결정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神代 뿐만 아니라 지토(持統)･덴무(天武) 천황 등 

‘人皇’의 시대 부분이 학습되는 사실이 확인된다.99) 이어지는 속일본기 등

의 육국사는 신도 문제와는 더욱 거리가 있다. 따라서 신화적･신비적 동경이

나 종교적인 접근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자국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궁중에서 중국 사서에 더하여 일본의 육국사가 회독의 교재로 채택된 직접

적 이유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19세기 이후가 되면 藩校에서의 국학 교육 확

대 등, 일본 전국적으로도 학문･교육에서 자국의 문화요소가 이전의 시대에 

비해 주목받게 되고 있었다.100) 조정의 움직임 또한, 이러한 도쿠가와 후기

의 사상･문화적 흐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자국의 역사적 고유요소라 할 경우 천황과 그 皇統의 문

從別參等奉仕也, 日割一紙在裏” 野宮定功日記39 宮內廳書陵部 所藏; 佐竹朋子, 
2003, p.86. 주19)에서 재인용.

97) 佐竹朋子, 2003, p.67.
98) ｢橋本實麗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999頁.
99) ｢山科言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847頁.
100) 각지의 藩校들에서는 文化에서 天保 연간에 걸쳐 和學科･國學科･皇學科 등이 신설

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도합 90여 藩에 달하며, 특히 高松･彦根･熊本･薩摩 등의 藩에
서 융성하였다고 평가된다. 中村一基, ｢藩校と鈴門：本居派の藩校について｣, 岩手大
学教育学部研究年報第411巻 第2号, 1982, p.1. 막부의 昌平坂(쇼헤이자카) 學問所 
史部에서도 종래 漢書나 資治通鑑綱目등 중국 사서만이 교과서로 쓰였으나, 藩
校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安政 2년에 漢土史科와 本朝史科가 분리되어 일본 사서
의 교육이 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吉田太郎, ｢昌平校における歴史教育の研究｣, 横
浜国立大学 横浜国立大学教育紀要 4, 196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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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요히 다뤄지게 되며, 이는 朱子學의 확산으로 인한 正統論의 의식과

도 관계된다. 이 또한 닌코 천황기 궁중의 역사서 회독에서 나타나는 부분으

로, 項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학습의 양상 분석 3 : 주자학적 역사관과 유학 경서에 대한 관심

덴포 10년 이래의 자치통감강목 회독은 진서의 회독이 도중에 중단되

면서 시작된 것으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진서를 읽는 도

중에 모종의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교재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

하다. 그 결정의 배경은 실록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하의 

논의를 통해 원인을 생각해 보려 한다.

우선, 역사서가 그다지 활발히 학습되지 않던 도쿠가와 시대 궁중의 문화

적 전통 속에서, 중국의 역사를 처음부터 역대의 정사로 학습하기는 버거웠

을 것이다.101) 보다 큰 안목에서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저작이 필요했을 것

이다. 

이에 더하여 통감강목이라는 저술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감

강목은 익히 알려진 바, 南宋의 朱熹가 司馬光의 資治通鑑 294권을 59권

으로 압축하여 서술한 것이다. 자치통감에 비해 정통론, 특히 혈통에 입각

하여 정통 왕조와 비정통 왕조를 구분하고 이념적으로 역사를 褒貶하려는 태

도가 강하다고 평가된다.102) 

그런데 통감강목이 다루는 중국사 자체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일본의 자국사에 대하여 포폄을 행하고 정통을 따질 

경우, 부딪히는 것이 14세기 천황가가 둘로 갈렸던 南北朝時代의 정통 문제

이다. 

당시 아시카가(足利) 쇼군가에 대항한 것이 南朝이기에, 남조를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은 얼핏 무가정권의 利害에 배치될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구스

노키 마사시게(楠正成)･닛타 요시사다(新田義貞) 등 남조 측의 무장들을 군

101) 중국에서도 唐代 이후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가 ‘4史’로서 史書 학습에서 
우선적으로 익혀야 할 텍스트로 여겨졌던 반면, 晉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국
항, 오상훈 외 역, 중국사학사上, 풀빛, 1998, pp.278-279.

102) 資治通鑑綱目은 朱熹의 학통을 잇거나 그 영향을 받은 주자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된 반면, 資治通鑑은 오히려 비판받기도 했다. 권중달, 자치통감 전 : 해설로 
만나는 통감필법, 도서출판 삼화, 2010, pp.5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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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절개를 지킨 충신으로서 혹은 정치적 지도력을 겸비한 무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는, 이미 도쿠가와 초기부터 무가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와카오(若尾)에 의하면, 적어도 도쿠가와 초･중기까지 구스

노키 마사시게 등 남북조 시기의 전승은 ‘존왕’의 문제와는 상당부분 별개로 

이해되었던 듯하다.103)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가가 무가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희박했기도 하

고, 도쿠가와 가문이 닛타의 자손을 칭했다104)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어쨌

든 도쿠가와 초･중기를 통해 남북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를테면 황실 

계보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나, 하물며 남조와 대립한 아시카가 쇼군가나 그 

계승자로서의 무가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관념 등으로는 거의 연결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와카오도 짧은 언급의 형태로나마 인정하고 있듯이, 19세기 이후 

존왕론의 확산 국면에서 구스노키 마사시게나 남북조 대립에 대한 역사적 인

식 또한 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105) 라이 산요(賴山陽)의 저술로 주자학

적 명분론이 관철된 역사서인 日本外史가 분세이 9(1826)년에 성립, 덴포 

연간에 간행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며 막말 尊王攘夷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기반이 형성된 것이 그 한 상징이다.106)

일본외사가 조정에서 학습되었는지의 여부는 管見의 한에서 불분명하다. 

그러나 역시 명분론의 관점에서 남조정통론이 관철된 미토 번(水戶藩)의 大
日本史 또한 이 시기 조정에 헌상되고 있으며, 그 경과는 비교적 분명히 파

악할 수 있다.

진무(神武)로부터 남북조 통일기의 고코마쓰(後小松) 천황까지를 다루는 

대일본사는, 미토의 2대 藩主인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의 의지로 편

찬이 개시되고, 그의 사후 浮沈을 겪으면서도 편찬사업이 계속되었다. 교호

103) 南北朝時代를 다루는 軍記物語 太平記와, 특히 그 해설서라 할 수 있는 太平記
評判秘傳理盡鈔가 德川 초･중기에 수용･보급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若尾政希, ｢太
平記読み｣の時代 : 近世政治思想史の構想, 平凡社, 1999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104) 林　董一, ｢徳川氏｣, 国史大辞典10, p.985.
105) 若尾政希, ｢近世の政治思想と太平記｣, 近世の政治思想論 : 太平記評判秘伝理尽

鈔と安藤昌益, 校倉書房, 2012; 同, ｢太平記は尊皇の書か?｣, 歴史評論 (740), 
2011.

106) 賴山陽과 日本外史에 대해서는 사이토 마레시, 황호덕 외 역, 근대어의 탄생과 한
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 2010, pp.66-8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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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享保) 5(1720)년 막부에 本紀･列傳의 원고가 헌상되었으나, 北朝의 계보를 

잇고 있던 조정에서 오히려 대일본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다. 미토는 조정에도 대일본사를 헌상하려는 의향이 있었으나 조정이 남

조정통론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을, 교호 16년 린케(林家)를 통해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듬해에는 미토의 쓰케가로(附家老)가 姻戚 관계의 공가와 

접촉하여 헌상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했다.107) 그러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

었던 듯하다. 

18세기 말 이후, 미토는 우라마쓰 미쓰요(裏松光世) 등 조정의 복고적 움

직임을 주도하던 공가들과 접촉하고, 대일본사 편찬을 주관하던 彰考館의 

학자들이 직접 교토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헌상 실현을 위해 힘썼다.108) 그 

결과, 마침내 분카 7(1810)년 12월에 대일본사 진무-덴무 천황까지의 26

권 인쇄본을 조정에 헌상할 수 있었다. 대일본사라는 書名도 조정의 칙허

를 얻음으로서 확정이 되었다.109)

대일본사를 조정에 헌상할 때, 미토에서는 당시의 번주 하루토시(治紀)

의 이름으로 된 上表文을 첨부하였다. 상표문의 작성에는 번주 하루토시와 

창고관 총재였던 다카하시 단시쓰(高橋坦室), 부총재 가와구치 조주(川口長

孺) 등 미토 수뇌부가 사실상 모두 관여했다. 또한 미토 측은 관백인 다카쓰

카사 마사히로(鷹司政凞)에게 상표문 첨부의 可否를 미리 문의하기도 한

다.110) 대일본사 헌상과 상표문 첨부는 매우 정치성을 띈 사안이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일본사 편찬사업은 메이지(明治) 후기까지 이어졌

고, 그 도중에 교정본 등의 판각이 간헐적으로 막부･조정에 헌상되었다. 2회

째의 조정 헌상은 분세이 2(1819)년에 이루어지며,111) 고카 4(1847)년 공

가의 교육기관인 學習院의 개강에 임해서는 다름 아닌 당시의 교토 쇼시다이

(京都所司代) 사카이 다다아키(酒井忠義)에 의해 대일본사가 교재로서 기

107) 藤田幽谷, ｢修史始末｣, 菊池謙二郞 編, 幽谷全集, 吉田弥平, 昭和10(1935), 105頁.
108) 吉田俊純, 水戸学と明治維新, 吉川弘文館, 2003, pp.25-26. 
109) 坂本太郎, 박인호･임상선 역, 일본사학사, 도서출판 첨성대, 1991, p.164. 한편 大

日本史는 전 해인 文化 6년 7월 막부에도 헌상되었다. 享保 연간인 1720년에 막부
에 헌상된 대일본사는 간행 이전의 필사본이었고, 이 해에 비로소 인쇄본(刻本)의 
형태로 헌상된 것이다. 井坂清信, 江戶時代後期の水戶藩儒 : その活動の点描, 汲古
書院, 2013, p.413.

110) 井坂清信, 전게서, 2013, pp.417-418.
111) 井坂清信, 전게서, 201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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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다.112)

그렇기에 덴포 10(1839)년 이후 이뤄지는 통감강목의 회독은 대일본사
의 조정 헌상이나 일본외사의 사회적 유포와 아울러, 정통론에 입각하여 

역사사실을 평가하고 포폄을 행하려는 태도가 조정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었

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의 조정에서는, 주자학적 역사관뿐만 아니라 유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닌코 천황기의 궁중에서는, 회독에 더하여 고사쿠라마치 상황 때와 같이 

經書 등의 진강도 이뤄지고 있었다. 닌코 천황은 國語의 강의를 들으려는 

의향을 덴포 5년에 표시한 바 있으며, 이듬해 1월 29일에 히가시보조 도키

나가에게 처음으로 국어를 강의하게 한다.113) 이후 한동안 국어와 좌전
의 강의가 병행되지만, 덴포 7년 이후에는 국어를 위주로 하고, 좌전의 

학습에 대한 기록은 점차 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 正史의 학습이 회독이라는 집단적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국어･좌전은 강의의 형식으로, 주재자인 공가가 텍스트 자체를 읽고 이

어서 그 의미를 해설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따금씩 당번을 위해 參內한 

공가 등이 배석하는 외에, 회독과 같은 다수의 참가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덴포 7년 12월 9일 국어 강의가 滿會를 맞이했고, 이어서 中庸을 강

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천황은 이날 밤에 다시 히가시보조를 불러들여 孔子

家語를 강독했으며, 이해 12월 20일에도 진서 회독이 끝난 뒤에 따로 도

키나가를 불러 밤중까지 공자가어의 강의를 들었다.114) 덴포 8년 3월 30

일에는 중용의 강의가 끝났으며, 4월 3일부터는 詩經의 진강이 시작되어 

7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115)

덴포 8년 이후로는 한동안 경서 진강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고카쿠 상황의 사후인 덴포 13년 3월의 論語 강의 기록116)을 기점으로, 

진강의 기록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같은 시기에는 禮記의 강의도 행해졌

다.117) 예기는 히가시보조 도키나가가, 논어와 맹자는 가데노코지 스

112) 本田 辰次郞, ｢學習院創建及其沿革｣, 史學雜誌, 第26編 4號, 大正 4(1915).
113)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29-730頁.
114)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78頁.
115)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90-791頁.
116)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9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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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시(勘解由小路資善)가 맡아 강의하고 있다.118) 육국사의 마지막인 三代

實錄의 회독이 滿會를 맞이한 사흘 후인 고카 2(1845)년 12월 10일 가데

노코지의 맹자 진강이 있었는데, 이것이 닌코천황실록 전체를 통틀어 마

지막 경서 진강 기록에 해당한다.119)

닌코 천황은, 讀書개시의 儀式으로 시작되는 어린 시절의 기초교육을 제외

하면, 역사서의 회독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된 이후인 1830년대 중반에 경서

의 진강을 처음 행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서를 먼저 익히고 사서를 

배워야 할 것 같지만, 닌코 천황기 궁중에서는 사서의 학습이 먼저 정례화하

고 경서의 학습이 이에 부가되었던 것이다. 이 또한 이전의 궁중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학습 양상으로, 역사의 학습이 특별히 중시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경서의 진강 역시, 빈도수 면에서 재위 후반기가 될수록 활

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천황의 적극적 의지와 공가사회에 대한 영향

이상의 논의에서, 주로 참조하는 사료인 公家의 日記는 대체로 사항 중심

으로 무미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기에 天皇에 관한 것이든 서술자 공

가 본인이나 여타의 인물에 관한 것이든, 서술의 주체나 객체가 가졌던 주

관･심리를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이하에서 거론할 몇 가지의 편

린들은, 닌코(仁孝) 천황이 會讀 등 宮中에서의 학문과 관련된 행사들을 그

저 의례적･형식적인 일정의 하나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반대로 적극적인 

의지로 주도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분세이(文政) 13(1830)년 10월 4일에는, 회독 자리에서 ‘틀리게 읽는 부

분을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천황의 말이 주재자 공가들에게 전달되고 있

117)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954頁.
118) 天保 14년 2월 17일의 禮記 진강에서, 東坊城聰長은 당시 白氣(혜성)가 관측되

던 현상에 대해 역사상 분분히 있던 일이라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986-987頁. 3월 8일에도 聰長의 예기 진강이 이루어지는데, 
이날에 番을 맡아서 參內하였으며 進講에도 동석했던 橋本實久(하시모토 사네히사)
가 혜성 출현에 관해 천황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
卷989頁. 이처럼, 진강에서는 텍스트의 학습뿐만 아니라 천황이 당대의 관심사에 대
한 이야기를 하고, 참석한 공가가 그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겨나기도 했다. 

119) ｢橋本實久日記｣, 仁孝天皇實錄, 4卷111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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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 틀리게 읽은 주체가 천황 본인인지 여타의 배석 공가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쨌든 천황은 주재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서 회독의 수

준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던 것이다. 

덴포(天保) 7(1836)년 2월 14일에는 회독 주재자의 일원인 기요하라(淸

原) 일족의 후나바시 아키카타(舟橋在賢)를 닌코 천황의 뜻에 따라 회독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며, 후나바시 본인에게도 그렇게 알라는 어명을 전

달하도록 조치되고 있다.121) 여기서 그 이유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학습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거나 다른 참석자에 비해 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못했

던 것, 혹은 논의에서의 태도 문제나 견해 차이로 천황의 비위를 거스른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어떤 이유에서든, 이는 역사서 회독이 그저 형식

적･의례적인 궁중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황의 주관과 

의지가 비중 있게 개입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덴포 10년 5월 2일과 26일 일본서기의 회독에서는 “親王을 御前에 불렀

다”고 하여,122) 훗날의 고메이(孝明) 천황인 오사히토(統仁) 親王이 회독을 

참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오사히토 친왕은 세는나이로 10살에 불과

했기에, 그의 회독 참관은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부친인 닌코 천황의 분부

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닌코 천황은 본인이 학문에 적극적이었

을 뿐 아니라, 아들이자 황위 계승자인 오사히토 친왕의 양육에서도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우려 한 것이다.

도쿠가와 초기 禁中幷公家諸法度에서 규정된 바대로, 와카까지 포함된 ‘藝

能’의 일환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기존 궁중에서의 학문이었던 것에 비해, 닌

코 천황은 특히 經史의 학습에 유달리 적극적이다(그렇다고 와카 등이 소홀

히 여겨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닌코 천황이 보였던 經史 중심의 학문

에 대한 적극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經史의 학습은 중국･한반도의 역대 왕조에서는 통치자의 교양으로서 王室

과 士大夫 계층에게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져 왔다. 科擧官僚制의 확립 

이후에 그 경향은 한층 농후해졌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달리 현실정치와는 엄연히 유리되어 있던 일본 궁중의 학문에 대한 

120)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620頁.
121)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770頁.
122) ｢山科信成卿記｣, 仁孝天皇實錄, 4卷84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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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일견 정치의식 등과는 괴리된 단순한 ‘好學’에서 비롯된 취미로서의 

움직임이라고 느껴질 만도 하다. 하지만 당시의 천황이나 關白 등 조정 상층

부가 학문에 대해 부여하고 있던 의미는, 단순히 嗜好･취미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가 미토의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

昭)에게 보낸 덴포 14년의 서한은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다카쓰카사는, ‘천황이 國史 이하 經典을 항상 좋아하고 和漢의 舊事

를 생각하기에 泰平의 時勢가 느껴진다’고 표현한다. 이어서 ‘近年에는 특히 

萬事의 처리에서 호겐(保元, 1156-58) 이전의 舊例를 조사하여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123) 

‘國史 이하 經典’이라고 國史가 먼저 언급된 것으로부터는, 經史 중에서도 

일본의 자국사와 자국 고유의 학문에 대한 관심이 특히 고조되고 있음을 다

시금 느낄 수 있다. 

‘호겐 이전의 舊例’라는 것은 명백히 호겐의 난을 의식한 것이다. 당시 황

실 내란의 승패가 겐지(源氏)･헤이시(平氏) 武士團의 개입에 좌우되었고, 이

를 기점으로 무사 계층의 정치적 대두가 명확해진다는 것이 일본에서 확립되

어 있던 역사적 평가였다. 

위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단순하고 막연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무사 계층의 정치적 대두를 하나의 기점으로 상정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천황이나 조정 상층부에 공유되며 ‘만사의 처리’

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이다. 조정에서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복고의 지향

이 ‘國史 이하 經典’･‘和漢의 舊事’에 대한 관심, 즉 經史의 적극적인 학습과 

맞물리고 있던 것이다.

닌코 천황 재위기 조정의 학문에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가, 교육기관인 學

習院 설립사업의 추진이다. 학습원 설립은 천황이나 관백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것이며, 학문에 대한 관심이 취미로서의 ‘호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이다. 

덴포 13년 10월, 조정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의 의향을 막부에 전달하며 그 

비용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정 측은 우선 ‘근래 당상공가의 기풍과 행실이 좋

지 못하다는 소문이 많기에 관백의 걱정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당상공

123)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4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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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교사를 초청하기도 어렵기에 不學 文盲한 무

리가 많다’며 문제의 이유를 교육의 부재에서 찾는다. 이어서 ‘고대의 大學寮

나 四姓學校의 선례도 있으니 習學所를 세워 젊은 공가들이 교육을 받으면 

품행이 두텁고 단정해질 것’이라며 교육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한다.124)

여기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이유로 내세워지는 공가의 경제적 궁핍

은,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분세이-덴포 연간에 조정의 재정지출은 증가하

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재정 충원 체계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

었다. 당시 막부는 조정의 늘어나는 재정적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던 것은 아

니었지만, 교토 代官이나 마치부교(町奉行)가 관리하던 貸付金을 비롯한 다

양한 지원책을 통해 천황의 경제적 ‘불편’(不自由)이 없도록 하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125) 

덴포 5년 미토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로주 오쿠보 다다자네(大久保忠

實)에게 초대 진무(神武) 천황의 山陵을 보수할 것을 건의했다. 오쿠보는 ‘京

師로부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막부에 요구하는 것이 무한한데, 새롭게 일을 

만들면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라며 불가 의사를 표명한다.126) 여기서도, 

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며 막부가 곤란을 겪고 있던 도쿠가와 후기의 

상황이 드러난다.

게다가 상층부 공가는 緣家의 다이묘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여타의 많은 공가들도 이른바 이에모토(家元) 제도 하에서, 와카･서
예나 악기･스모 등의 예능에서 세습적 권위의 근원으로 대우받으며, 부수입

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확실히 공가의 액면상 수입은 무가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적기는 했다. 그

러나 실제로는, 공식 祿高가 100石이 넘지 않는 당상공가의 하위층도 유복한 

무사 집안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부유했다는 것이 웹(Webb)의 지적이다. “로

스엔젤레스 시의 예산과 영화 스타의 수입을 비교”한다는 그의 비유처럼, 영

지를 통치해야 하는 정부로서의 무가의 수입과, 그렇지 않은 공가의 수입을 

1대 1로 등치해서는 안 된다.127) 

124) ｢續泰平年表｣, 仁孝天皇實錄, 4卷1112頁.
125) 이상의 서술은 佐藤雄介, ｢京都町奉行･京都代官と朝廷財政 : 文政~天保年間を中心

に｣, 史学雑誌 118(3), 2009에 의거하였다.
126)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16頁. 德川齊昭의 修陵 건의에 대해서는 II.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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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 스스로가 당위적으로 가져야 하는(그렇

다고 생각하는) 위상에 대한 욕구와의 괴리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과는 거리가 먼,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인 면이 강했던 것이다. 

도쿠가와 후기가 되면 상품경제 발전에서의 소외나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

적 곤란과 박탈감이라는 것은 무사계층 또한 공유하고 있던 구조적 상황이

다.128) 그렇기에 공가가 경제적 궁핍을 느꼈다고 해도, 그것이 갖는 특수성

은 더더욱 사라진다. 오히려 위에서 보았듯이 재정악화의 와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막부의 지원은 증가하고 있다.129)

조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는 막부의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려

는 상투적인 ‘修辭’의 면이 있는 동시에, 자기정체성, 자신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조정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가의 기강 해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시

기 공가의 풍속이 다른 시대에 비해 유독 좋지 못했는지는 의문이다. 공가들

은 교토라는 문화(즉 유흥･풍속업을 포함하는)의 중심 도시에 집주하고 있

다. 도쿠가와 시대 무사계층이 전투의 부재, 城下集住와 도시문화 수용으로 

본래의(본래 그러했다고 여겨지는) 질박･강건한 기풍을 잃어갔음은 누차 지

적된다. 비슷한 흐름은 동시대의 공가에게도 있었을 것이며, 1840년대 초반 

단계의 공가에게서 그 경향이 유달리 두드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학습원 설립 발의에서 거론되는 공가의 문제점들은 결코 이 시기

에 새삼스레 두드러졌다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공가의 교육 부족이 학습

원 설립 명분으로 내세워지지만, 설립이 발의된 덴포 13년은 궁중에서 경서

의 진강이 활성화되고 육국사 회독의 참가자가 늘어나 3그룹으로 분반이 결

정된 것과 같은 해이다. 당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조정 구성원들에게서, 오

127) 이상의 논의는 주로 Webb, Herschel, The Japanese Imperial Institution in the 
Tokugawa Period, Columbia Univ. Press, 1968. pp.90-99를 참조.

128) 德川期 武家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박훈, 2014a, pp.40-42; Rozman, 
Gilbert, “Social Change”, Janson, Mariou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5 : The Ninetennth Century, Cambridge Univ. Press, 1989, pp.528-531 
등의 설명을 참조.

129) 18세기 후반 이후의 幕府는 大政委任論을 표명하며 스스로의 권위 강화에 朝廷을 이
용하려 했기에, 조정에 관계된 각종 현안에서 협조의 기조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II-1.에서 詳述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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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학문의 열기는 명백히 상승하던 추세였던 것이다. 

고메이 천황 재위기인 고카 4(1847)년, 학습원의 개강을 6일 앞둔 3월 3

일에 ‘지난 천황께서 젊은 공가들의 행실이 들뜨고 경박해지는 것을 걱정하

시고, 忠孝의 마음가짐에 전적으로 힘쓰기를 바라셨기에 모두 그 뜻을 알아

서 힘써야 한다’며, 닌코 천황이 생각한 학습원의 설립 취지를 상기시키는 내

용의 문서가 공가들에게 회람되었다.130) 

經史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에 대한 닌코 천황의 열의가 단순한 개인적 애

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학습원 설립사업은 한층 명확히 보여 준다. 

천황은 조정 전체를 대상으로 학문에 대한 관심과 그에 입각한 의식의 제고

를 독려하였으며,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그러한 조건이 구조적으로 마련되게

끔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궁중 회독에의 참여 독려나 학습원 설립 등에서 의도된, 혹은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공가사회의 변화, 기강의 쇄신이란 어떠한 것이겠는가? 

조정이 막부 측에 내세웠듯이 단순히 젊은 공가들의 非行을 矯正하는 등의 

수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서 마주하는 것이 尊王思想의 대두라는 사회동향과의 관계이다. 당시 

공가와 尊王論者 지식인층 사이에는 ‘學的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학습원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존왕사상과 조정･공가사회의 결부를 

상시화･가속화하는 場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이어지는 본고의 II.를 통해, 그 

자세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30) ｢隆光卿記｣, 孝明天皇紀 卷14, 6頁. 



- 37 -

Ⅱ. 尊王思想의 유입과 조정의 대응

1. 조정과 尊王論者 간의 ‘學的 네트워크’

도쿠가와 후기 天皇･朝廷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나 그 권위의 상승은, 

조정 자체의 활동과 사회로부터의 요구라는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공가 가문의 다수가 세습적 권위를 가졌던 諸藝能･宗敎의 영

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다.131) 

이 와중에서, 王政復古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정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느리고 조용한 체제의 변용” 속에서 사회

에 수용되어갔다.132) 분세이(文政) 연간, 기온마쓰리(祇園祭)의 개최를 준비

하던 교토의 町人들이 마치부교소(町奉行所)에 국화문양 提灯의 사용 허가를 

요청하며, 그것이 운집한 군중을 “왜인지 모르게 자연스러이 삼가게”하는 효

과가 있음을 내세웠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133)

요시오카 다쿠(吉岡 拓)는 이것이 “계통이 선 학문이나 지식 속으로부터 

유래되었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실감으로부터 간취되어 간 것이었”기에 

“국학이나 후기미토학 속에서부터 등장하고, 이윽고 幕末史를 크게 규정하게 

되는 尊王論 등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134) 

하지만 ‘생활실감’의 차원에서 천황･조정 인식이 확대된 것이 정치･사상 문

제와 별개라고만 볼 수도 없다. 여타의 국가나 사회에 비하면, 일본의 일반 

서민층에게는 비교적 高度의 지식을 흡수할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었다. 일

본사회의 문자해독율은 戰國時代 말기부터 內航하는 서양인들의 인상에도 남

을 정도로 오랫동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어왔다고 할 만하며, 도쿠

131) 이를테면 寶曆 연간 이후, 神職을 家業으로 계승하던 吉田家와 白川(시라카와) 家 
사이에서, 家職爭論과 自家의 권위를 사회에 주지시키려는 경쟁적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高埜利彦, ｢後期幕藩制と天皇｣, 전게서, 2014, pp.91-92. 江戶의 전업 스모
(相撲渡世) 집단은 文化 연간이 되면 막부의 권위 외에 공가로부터의 권위 인정 또
한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高埜利彦, ｢江戸幕府の朝廷支配｣, 전게서, 2014, p.51. 
공가들은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대가를 취하기도 했다.

132) 高埜利彦, ｢江戸幕府の朝廷支配｣, 전게서, 2014, pp.51-52.
133) 吉岡 拓, ｢近世後期における京都町人と天皇｣, 十九世紀民衆の歴史意識·由緖と天皇, 

校倉書房, 2011(初出 : 日本歴史 703, 2006), pp.57-58.
134) 吉岡 拓, 전게서, 2011,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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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시대에는 출판미디어 등의 보급으로 학문･교육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

이다.135) 

따라서 정치･학문 등 ‘고차원적’인 면에서의 尊王論과 일상적 차원에서의 

천황･조정인식을 분리해서 파악하기보다는, 고차원적 사유의 변화가 일상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혹은 그 반대 방향의 변화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관

계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쿠가와 시대 이후에도 오래도록 학

문･출판문화의 중심지였던 교토의 町人層의 동향은, 그 자체가 尊王思想 확

산의 진원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논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本稿

에서는 존왕사상을 가진 지식인층과 조정과의 ‘學的 네트워크’ 형성만에 초점

을 맞추어 가려 한다. 

도쿠가와 일본에서 존왕사상이나 그와 연계되는 ‘反幕’적 의식은 19세기 

중엽의 단계에서 처음 싹튼 것이 아니다. 이미 18세기 중엽이 되면 朝鮮通信

使의 견문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136) 

1763-64년의 통신사행에 참여한 元重擧는 일본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집

대성하여 和國志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원중거는 교토의 분위기에 대하여 

“平安 사람들은 명분과 절의를 숭상하고 기상과 의로움을 좋아하여 집집마다 

독서를 하므로 선비가 많다. 항상 江戶가 武人인 것을 배척하였으며 말하기

를, 江戶의 일 또한 그렇게 두렵고 꺼리지는 않”137)으며, “西京사람들은 아직

도 武州를 外蕃으로 보고, 그것이 오래도록 권세를 오로지 하는 것을 분히 

여기며 오히려 원망을 그치지 않는다”138)고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에 “江戶

의 정치가 혹 혼란스러워져서 황실을 조종하는 무리가 만약 여러 주에서 생

긴다면 倭皇을 끼고 쟁탈을 기도하는 자가” 나올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변

방의 교활한 무리가 반드시 기회를 타서 우리 땅을 노략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조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139) 

135) 쓰지모토 마사시 외, 이기원･오성철 역, 일본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pp.151- 179.

136) 夫馬進, ｢朝鮮通信使が察知した尊皇倒幕の言説｣(藤田, 2011b, 月報6号：2011年6月
23日)에서 이에 관련하여 鳥瞰하는 형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朝日關係나 朝
鮮의 日本觀은 본고의 주제는 아니기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元重擧와 李瀷 
두 사람의 논의만 제시하려 한다. 

137) 元重擧, 和國志, ｢風俗｣(李佑成 編, 栖碧外史海外蒐佚本 30, 亞細亞文化社, 1990, 
p.56; 박재금 역,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p.68) 

138) 元重擧, 和國志, ｢武州本末｣(李佑成 編, 전게서, p.127; 박재금 역, 전게서,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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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분위기에 대한 원중거의 묘사는 그가 접촉할 수 있었을 유학자, 지

식인층의 견해에서 비롯했을 것이며, 서민층 일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에는 신

중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國外人이자 특히 주자학을 國是로 삼는 文

人官僚國家의 외교사절 앞에서 反막부적인 인식을 더 솔직히 표출했을 가능

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언급이다. 

일본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이 없는 李瀷의 인식도 눈길을 끈다. 그는 “倭皇

의 失權이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며, “차츰차츰 忠義之士가 그 

안에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도쿠가와 쇼군

과 抗禮를 해온 조선이 왕정복고 이후 “저쪽은 황제인데 우리는 왕인” 상황

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려하고 있다.140) 

호레키 사건(寶曆事件)이나 메이와 사건(明和事件) 등, 이 시기가 되면 존

왕론이 사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문제화하는 일이 산발적으로 생겨난

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조선에까지 명확히 알려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

며, 일본의 왕정복고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예측은 막연한 가정으로서의 성

격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이익이 장차 ‘忠義志士’를 배출할 學脈으로서 “山闇齋와 그 문인 淺見

齋”를 언급하는 부분은 흥미롭다.141) 이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와 그 

제자인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絅齋)를 지칭하는데, 실제로 도쿠가와 후기에 

확산되었으며, 1840년대가 되면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안사

이-게이사이 학맥을 잇는 기몬 학파(崎門學派)이기 때문이다.142) 

존왕사상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은 주자학, 그리고 주자학에서 강조되는 名

分論이다. 호레키 사건의 발단이 된 스이카 신도 또한 야마자키 안사이가 창

안한 것으로, 신도와 주자학적 명분론을 결합시켜 천황가 존숭의 색채를 뚜

렷이 한 것이 특징이라 지적된다.143) 스이카 신도 자체의 정치적 움직임은 

139) 元重擧, 和國志, ｢倭皇本末｣(李佑成 編, 전게서, p.82; 박재금 역, 전게서, p.90)
140) 李瀷, ｢日本忠義｣, 星湖僿說 卷17 人事門(한국고전종합DB 참조, http://db.itkc.or.kr/) 
141) 李瀷, ｢日本忠義｣, 星湖僿說 卷17 人事門. 
142) 山崎闇齋의 존재가 朝鮮에까지 알려져 있던 한편으로, 생전의 闇齋 본인 또한 朝鮮朱

子學의 영향을 받으며 사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희복, 막번체제와 안사이학파, 보
고사, 2005, pp.400-401; 阿部吉雄, 日本朱子学と朝鮮, 東京大学出版会, 1965. 尊
王思想이 조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주자학자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역
설적인 현상이며 또 흥미로운 연구대상이지만, 역시 본고의 주제는 아니기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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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레키 사건 이후 억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자학적 명분론은 18세기 후

반 이후 조금 다른 계기로 확산된다.

그 계기는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가 로주(老中)로 집권하던 간세

이(寬政) 2(1790)년 5월의 이른바 ‘異學의 禁’ 조치 이후, 주자학이 막부의 

正學으로서 확립된 것에서 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도 관련된 조치

로서 간세이 4년에는 學問吟味･素讀吟味라는 시험제도가 실시되고, 이전부터 

막부가 관여하고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린케(林家)의 私塾이던 쇼헤이자카

(昌平坂)의 聖堂을, 간세이 9년에 명실상부한 관학인 學問所로서 정비하였

다.144) 각 번에서도 무사계층의 교육기관인 藩校의 설립이 이 시기부터 급증

하였으며, 각 번교의 교육에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은 유학, 정확히 말하

면 주자학이었다.145) 

도쿠가와 시대의 유학은 고전 자체의 실증적 해석을 지향하는 고증학적 학

풍과 정치･사회의 실천적 문맥 속에서 유학의 이론을 응용하려는 經世學･실
천도덕론의 학풍으로 나뉘며, 번교의 교육에 반영된 것이 후자의 학풍이라고 

지적된다. 쓰지모토(辻本)는 간세이 연간의 학문･교육관련 개혁 조치를 배경

으로, 공통된 교양으로서의 ‘漢學’이 정립되고 경전 해석을 둘러싼 종래의 학

파적 분열･논쟁을 뛰어넘어 지식인층의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19세기 내외적인 위기의 도래와 맞물려 ‘志士’나 정치결사를 배태하였다고 

평가한다.146) 

朴薰은 18세기 후반 이후 무사계급 사이에서 정치화의 전제로서 ‘학적 네

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논하고 있다.147) 공통된 교양의 형성보다는 정치적 

그룹화와 정치적 대립의 顯著化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쓰지모토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쓰지모토와 박훈 모두, 막부의 주자학 正學化나 번교의 

143) 村岡典嗣, 박규태 역, 일본신도사, 예문서원, 1998, p.144. 淺見絅齋는 闇齋가 창
안한 垂加神道에 반대하여 스승과 갈라졌으나, 왕조에 대한 忠節을 강조하는 靖獻
遺言 등의 저작으로 후대의 勤王論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그가 반대
한 垂加神道와 통하고 있다. 

144) 쓰지모토 마사시, ｢막부의 교육 정책과 민중｣, 이기원･오성철 역, 전게서, 2011, p.341.
145) 각 번의 藩校 설립시기는 대부분 天明･寬政期 이후에 해당한다. 朝尾直弘 編, 角

川新版日本史辞典, 角川学芸出版, 1997, pp.1337-1342. 당시의 상황을 빗댄 ‘교육
폭발의 시대’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朴薫, 전게논문, 2012, p.22. 

146) 辻本雅史, ｢メディアの発展と流通の拡大｣, 場と器(岩波講座日本の思想 第2巻), 岩
波書店, 2013, pp.169-176.

147) 박훈, 2014a･b; 同, 전게논문, 2013; 朴薫, 전게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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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 기존 권력층 내부에서 주도된 개혁이 19세기 중반 이래 정치의식이

나 정치적 결사 형성의 배경이 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막부의 교육개혁 조치와 학문의 위상 변화는, 對 조정 방침의 변화와도 관

련되어 있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집권기를 거치며 막부 측의 大政委任

論, 즉 막부는 조정으로부터 天下의 정치를 위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라는 입장이 명확해졌다. 그 결과 막부 내에서도 천황･조정의 권위를 정면으

로 부정하는─그렇다고 사다노부 집권기 이전의 막부가 천황･조정의 권위를 

명확히 부정했던 것도 아니지만─것은 이념적으로 어렵게 되었다.148) 

이후 이른바 ‘오고쇼 시대’(大御所時代)로 표현되는 19세기 초반을 통하여, 

도쿠가와 쇼군가는 관위로 상징되는 조정으로부터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의존

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149)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천황･조정의 권위에 대한 존숭이 무가에서도 일종의 ‘政治的 前提’로서 

점점 명확히 확립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덴포(天保) 연간에 조정은, 게이안(慶安) 5(1652)년 이래 폐절된 朝覲行

幸 儀式(천황이 상황의 거소로 가서 문안드리는 儀式)의 부활을 위한 재정지

원을 막부에 요청하였다. 막부의 評定一座는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

하였다. 이에 당시 혼마루 로주(本丸老中)로 갓 승진했던 미즈노 다다쿠니

(水野忠邦)는 ‘評議가 비용에만 구애되고, 公武一體의 御時宜에 개의치 않는

다’고 비판하고 있다.150) 

미즈노 다다쿠니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 사후

가 되면 이른바 덴포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재정문제는 그 중점적 해

결사안의 하나였다. 그러한 미즈노조차, 조정의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절감보다도 ‘公武一體’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148) 박훈, 2014a, p.37; 藤田, 2011a, p.169, pp.181-186; 同, 1994, pp.119-122.
149) 將軍 家齊(이에나리)는 조정에 요청하여 현직 將軍으로는 처음으로 太政大臣에 서

임되었다. 그의 친아버지인 一橋治濟(히토쓰바시 하루사다)도 원래 權中納言을 極官
으로 하는 御三卿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准大臣까지 승진하고 사후에 역시 태정
대신으로 추증되었다. 그에 더하여 德川家齊는 여러 大名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혼
맥으로 연결된 大名의 官位를 기존의 관례 이상으로 높여주었다. 이는 大名 간에 존
재하던 기존의 서열 질서를 이지러뜨리고, 大名 전반의 관위 서임 경쟁을 초래했다
고 평가된다. 藤田, 2011b, pp.274-277.

150) 水野忠邦, ｢朝覲行幸存念書｣(東京都立大学付属図書館所蔵水野家文書 A1-21); 藤田, 
1999, p.213에서 재인용. 水野의 주장은 막부가 조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단 光格上皇의 사망으로 儀式 자체는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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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水戶) 藩主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는 덴포 5(1834)년 막부에 

고대 천황릉의 정비를 건의한다. 그는 막부에 건의하기에 앞서 彰考館 總裁

인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에게 상담을 구하는데, 아이자와는 ‘오늘날 막부

는 天朝를 상당히 존경하며, 가마쿠라･무로마치 막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마쿠라･무로마치의 舊弊가 남아 있기에, 조정이 修陵의 문제를 직

접 막부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미토가 먼저 막부

에 건의한다면, 2대 번주 미쓰쿠니(光圀)의 시대와 달라서 막부의 有司 중에

서 꺼리는 사람도 있을 리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51) 

즉 朝幕관계에는 민감한 면이 남아 있지만, 1830년대 당시 막부의 조정에 

대한 존경심은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는 물론 (미쓰쿠니 재임기인) 도쿠가

와 초기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을 미토의 존왕론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

에서 미즈노가 거의 같은 시점에 ‘公武一體의 時宜’라 표현한 것과도 상통한

다. 안세이(安政) 大獄 당시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의 조정

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도쿠가와 후기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는 이질적

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즉 존왕사상의 확산에는, 역설적이지만 교육개혁이

나 對조정 정책기조의 변경과 같은 막부의 행보가 기반을 제공한 면도 있음

을 알 필요가 있다. 

다만, 도쿠가와 후기 존왕사상의 확산이 전적으로 막부의 정책에서만 비롯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官制的 틀 밖에서도 존왕론을 뒷받침하는 학풍은 확

대되어가고 있었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몬 학파 등에 의한 주자학적 명분론의 확산이 

있다. 그리고 國學,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히라타 아쓰타네(平

田篤胤)를 거치며 두드러지는, ‘원형민족주의’ 내지 ‘프로토 내셔널리즘’(proto- 

nationalism)적152) 의미에서의 국학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기몬 학파와 같

은 주자학적 기초에, 소라이학(徂徠學)의 영향이나 국학적인 自國認識･皇統

意識이 배가되고 서양열강에 대한 강렬한 위기감이 겹쳐지면서, 이른바 ‘國體

論’의 정치적 구상을 체계화하는데 도달한 후기미토학(後期水戶學)의 역할도 

151)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01-202頁.
152) 원형민족주의(proto-nationalism)의 개념은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 1780년 이후

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8, pp.68-110을 참고. 단 홉스봄은 여기서 
동아시아 三國을 원형민족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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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후기미토학의 확산에 고산케(御三家) 미토 번의 존재라는 정치적 기반이 

있었음에 비해, 기몬 학파의 주자학이나 국학은 좀더 在野의 차원에서부터 

차근차근 ‘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정･공가사회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사타케 도모코(佐竹朋子)는 羽林家인 노노미야(野宮) 가문의 사다키요(定

靜, 1781- 1821)･사다나가(定祥, 1800-58)･사다이사(定功, 1815-81) 3

代에 걸친 일기의 분석을 통해 공가 학습회의 성격 변화 과정이나 조정 바깥 

지식인과의 관계를 고증하고 있다.153) 

간세이 연간부터 교와(享和, 1801-04)･분카(文化, 1804-18) 연간에 걸

친 사다키요의 일기를 통해서는 江家次第･禁秘抄 등 朝儀의 거행에 필요

한 先例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 학습회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54) 禮記･日本書紀 神代卷･本朝世紀 등 경전이나 역사서도 학습

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有職故實의 지식과 비교하면 經史가 그렇게 중요

시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특히 덴포 13(1842)년 이후 複數의 공가들이 博學의 명성이 있는 

강사에게 드나들며, 儀式에 한정되지 않는 서적들을 읽는 학습회가 늘어나는 

등, 학문의 양상이 변화한다고 평가된다. 이 무렵 공가와 존왕론자들의 관계

도 형성되고 있었다. 고카(弘化) 4(1847)년 9월에는 고메이(孝明) 천황의 

卽位禮를 견학하러 온 지쿠고(筑後) 스이텐구(水天宮)의 神官으로, 막말에는 

조슈(長州)에 의지하여 존왕양이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마키 이즈미

(眞木和泉)와 면담했다는 내용이 사다이사의 일기에 나타난다. 

산조 사네쓰무(三條實萬) 역시 이 무렵이 되면, 훗날 존왕양이 운동에 참

가하며 안세이 대옥 에 연루되는 이케우치 다이가쿠(池內大學) 등으로부터 

論語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네쓰무는 由緖를 구실로 산조 家에 出仕할 것

을 요청하는 호키(伯耆) 출신의 유학자 가게야마 레이타로(影山禮太郞)라는 

인물에게 아들 긴무쓰(公睦)의 敎導를 맡기기도 한다.155) 

153) 이하 野宮家의 학습에 대한 논의는 주로 佐竹, 2003, pp.60-76을 참조하였다.
154) 국학자 藤原貞幹(후지와라 사다모토)의 제자인 山田以文(야마다 모치후미)가 三條･

野宮･橋本家의 시강을 맡으며, 有職故實의 지식을 공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佐
竹, 2005, pp.39-40.

155) 影山은 이전에 막부의 林家에서 3년간 ‘隨從’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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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덴포 연간 이래 공가사회와 관계맺는 지식인 다수의 학문세계는, 

주자학･명분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중세 이래 공가의 첫 공식 

교육기관인 學習院 설립 이후 강사를 역임하는 이들의 인적 구성에서, 그러

한 경향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156) 

I.의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원은 닌코 천황 재위기인 덴포 13(1842)년 

10월에 설립이 발의되었다. 고카 2(1845)년 11월 막부 측의 설립 인가가 나

고부터 건물의 공사 및 人事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며, 고메이 천황이 즉위한 

이후인 고카 4년 3월에 개강한다. 

학습원의 교육 이념으로서는 국학･漢學의 兼修가 표방되었으나, 설립 당초

에 실제로 강의되던 것은 한학뿐이다. 개강에 앞선 고카 3년 6월 9일 그 강

의를 담당할 강사들이 임명된다.157) 데라지마 단바노스케(寺島丹波介), 마키 

젠스케(牧善輔), 오자와 마사고로(大澤雅五郞), 나카누마 료조(中沼了三), 오

카다 로쿠조(岡田六藏, 이와가키 겟슈〔岩垣月洲〕)의 5명이었다. 

데라지마는 구조(九條) 가의 가신으로 주자학을 신봉했으며, 고카 3년 6월 

從6位下 단바노스케에 서임되었다고 하는데,158) 학습원 강사 임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에이(嘉永) 3(1850)년경까지 경서의 강석을 맡았다. 

마키 젠스케는 百峰山人이라는 雅名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라이 산요(賴山

陽)의 문하에서 주자학을 익혔다. 덴포 후기부터는 산조 사네쓰무나 고조 다

메사다(五條爲定) 등 학문에 열의가 있었던 공가들과도 친교가 있었다. 마키

는 학습원 개강 이후에 孟子의 강의를 담당했으며, 역사의 강석에도 뛰어

났다고 한다.159) 

도 하다. “近來去年, 從關東所上京儒, 伯州之人云々, 影山禮太郞卽年齡二六才, 開學業
森寺若狹守入彼門, 以其由緖當家ニ來所望之旨申之, 無用之家來賣名目之類甚不庶幾, 然
而非常人爲儒士之間爲三位中將敎導可召遣之條爲便宜歟, 且彼人物隨分爲篤實歟之旨承
之, 專長門守吹(擧)家來之義行狀了, 今日初所出仕也, 予三位中將等面會, 予賜口祝獻
扇一箱肴一折料金百疋, 又予於別所面之, 談儒學之事, 關東林家三年許隨從云々” 三條
實萬公記 天保13年 8月 16日; 佐竹, 2005, p.49에서 재인용. 표점은 재인용자가 일
부 수정.

156) 學習院에 대해서는 佐竹, 2009; 大久保利謙, 전게논문, 1987; 이 두 논문이 크게 
참고가 된다. 이외 戰前에 간행된 대표적인 학습원 관련 문헌으로는 本田, 전게논문, 
大正 4(1915); 學習院 編, 學習院史, 昭和 3(1928)이 있다. 

157) 學習院 강사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大久保利謙, 전게논문, 1987, pp.32-33; 佐竹, 
2009, p.132를 기본으로, 관련된 자료를 아울러 참조하며 보충하였다.

158) 日本歴史学会 編, 明治維新人名辞典, 吉川弘文館, 1994, p.645.
159) 日本歴史学会 編, 전게서, p.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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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마사고로는, 주자학자로서 아사미 게이사이의 학통을 잇는 스즈키 

조헤이(鈴木恕平, 遺音) 문하에서 교육받았다. 저서로는 近思錄筆記 2권이 

전해진다.160) 그는 분큐(文久) 3(1863)년 7월 27일 강사직을 사임했다. 

오카다 로쿠조는 교토 출신으로 스승인 이와가키 류케이(岩垣龍溪)의 私塾 

遵古堂에서 古學을 익힌 경력이 있는데, 학습원에서는 병으로 강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사임했다고 한다. 그의 스승 이와가키 류케이는, 기요하라 일족

의 明經博士로 고사쿠라마치 상황의 신임이 두터웠던 후세하라 노부에다(伏

原宣條)에게 師事한 경력이 있기도 하다. 

나카누마 료조는 기엔(葵園)이라는 雅名으로 알려져 있다. 오키(隱岐) 섬 

출신으로 부친은 醫者였다. 20세 때인 덴포 6(1835)년 교토에 올라와서 큰

형인 슈스이(秋水)에 의지하며, 上記한 오자와와 같은 스즈키 조헤이의 문하

에서 교육받았다.

나카누마는 ‘國士風’의 기질이 있었다고 하고 존왕양이파 鄕士들과의 연계

도 가졌던 등 학습원 강사진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로 평가되며, 

자신의 주장을 강렬하게 내세우는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161) 그는 덴

포 14년에 교토의 가라스마이치조(烏丸一條)에 사숙을 열어 명성이 높았으

며, 학습원의 강사로서도 철저한 大義名分論과 천황가 존숭론을 설파했다고 

전해진다.162) 

막말의 주요 존왕양이파 공가로 분큐의 정변 이후 조슈(長州)로 도주한 히

가시쿠제 미치토미(東久世通禧) 또한 늦어도 안세이 원(1854)년 이후 나카

누마의 사숙에 출입하는 사실이 李元雨에 의해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163) 李

元雨는 ‘학문’의 활성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서도, 역시 교토에 있으며 나카누마와 왕래했다는 도사(土佐)의 나카오카 신

타로(中岡愼太郞), 사쓰마(薩摩)의 사이고 쓰구미치(西鄕從道, 사이고 다카

160) 關儀一郞･關義直 共編, 近世漢學者傳記著作大事典, 井田書店, 昭和 18(1943), 102- 
103頁.

161) 中沼는 王政復古 이후인 明治 2(1869)년 정월 明治天皇의 侍講을 맡게 되며, 이어
서 新政府가 幕府로부터 접수한 昌平黌의 一等敎授가 되지만 三條實美 등과의 의견 
차이 격화로 사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위계를 회복하기도 했다. 日本歴史学会 編, 
전게서, 701頁.

162) 私塾이 위치한 烏丸一條가 公家町(공가마치)와 인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中沼의 
문하에는 公家 다수가 출입하기 용이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63) 李元雨, 幕末の公家社会, 吉川弘文館, 2005,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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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의 동생) 등과 히가시쿠제가, 나카누마의 사숙에서 面識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164) 

이처럼 학습원 강사들의 학문세계는 대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기몬 학파의 학맥과 연결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기몬 학파는 교토에서는 望楠軒을 기점으로 계승･발전되어온 것으로 보인

다. 望楠軒은 아사미 게이사이의 제자인 와카바야시 교사이(若林强齋)가 설

립한 家塾이다. 와카사(若狹) 오바마 번(小浜藩) 출신의 존왕양이파 지사로 

훗날 안세이 대옥(안세이 6〔1859〕)으로 처벌받는 우메다 운핀(梅田雲浜) 

또한 번교 順造館에서 기몬학을 배웠으며 분세이 12년에는 교토로 올라가 

望楠軒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에도와 오바마 번을 거치며 학문을 닦다가 덴

포 14(1843)년에 望楠軒의 講主로 추대되고, 점차 이름이 알려지게 된

다.165)

오자와･나카누마를 가르친 스즈키 조헤이는 부친인 스즈키 준사이(鈴木潤

齋)에게서 師事하였다. 스즈키 준사이는 니시요리 세이사이(西依成齋)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니시요리가 바로 와카바야시 교사이의 제자였다.166) 

다시금 계보를 정리하자면, 교토의 기몬 학파는 望楠軒을 기점으로 그 학

맥을 이어 왔고, 학습원 강사진으로 직결되는 학맥에 한해서 정리하자면 야

마자키 안사이→아사미 게이사이 →와카바야시 교사이→니시요리 세이사이

→스즈키 준사이→스즈키 조헤이로 이어지며, 스즈키 조헤이의 제자들이 학

습원의 한학 강사를 맡게 되는 것이다. 

가에이 2(1849)년 2월에는, 기존의 한학에 더하여 일본 國書를 강독하는 

和御會가 개설된다. 그 강사로는 고이즈미 쇼조(小泉將曹, 康敬)가 임명되었

다. 그는 산조니시(三條西) 가의 外記였던 사람이었다. 가에이 5년 7월부터

는 세타 쇼부(勢多章武)가 강사로 임명되었다. 세타 또한 덴포 연간부터 공

가의 학습회에 참가하며 인연을 쌓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다. 

164) 李元雨, 전게서, 2005, p.83.
165) 池田敬正, ｢梅田雲浜｣, 国史大辞典2, 吉川弘文館, 1980, p.165.
166) 若林强齋의 제자로는 松岡仲良(마쓰오카 주료)가 있는데, 그는 望楠軒에서 주자학

을 배우는 한편 玉木正英(다마키 마사히데)에게서 垂加神道說을 배웠다. 이 松岡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寶曆事件의 발단이 된 竹內式部이다. 崎門學派의 계보에 관
해서는 吉川弘文館編集部編, 日本史必携, 吉川弘文館, p.640을 참조. 竹內式部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內田周平, ｢竹內式部と望楠軒との關係｣, 國學院大學 國學院
雜誌19(6)(224), 大正 2(19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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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는 안세이 5(1858)년에 사망하였으며, 안세이 6년 5월부터는 야마자

키 안사이의 학풍을 좇는 시모고료(下御靈) 신사의 神官 이즈모지 사다노부

(出雲路定信, 別姓은 인베〔齋部〕), 그리고 천황릉(山陵)의 연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역시 산조니시 가에 출사하여 外記로 있던 다니모리 요시오

미(谷森善臣)가 채용되었다. 더 뒤늦은 일이지만 분큐 2(1862)년부터는 히

에이잔(比叡山) 히에(日吉) 신사의 신관인 주게 시게쿠니(樹下茂國)도 강사

로 채용되었다. 주게는 훗날인 메이지(明治) 원(1868)년 神佛分離令이 내려

지자, 엔랴쿠지(延曆寺)가 관할하던 히에 신사 내의 불상을 파괴하는 등, 강

경한 신도 우선론자로 볼 수 있다.167)

학습원의 강의에는 쓰키부케(附武家)가 배석하였다. 즉 막부 측 인원의 교

육 참관으로, 강경한 존왕론자 지식인들이 조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에는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가에이 2(1849)년 2월 23일, 학습원의 첫 和書 강독일에 대한 고조 다메

사다(五條爲定)의 기록을 보자. 출석자 31명과 청강 희망자 11명이 쓰키부

케와 武家傳奏･議奏 등의 배석 하에 讀師 고이즈미 쇼조의 지도로 令義解
를 회독했다. 그런데 회독이 끝나고 兩役(무가전주･의주)과 쓰키부케 등이 

퇴장한 후에는 雜掌168) 3명이 ‘某書’를 강의하였다고 한다.169) 

여기서 언급되는 ‘某書’가 어떠한 책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앞에서 

令義解를 회독했다고 책 제목을 명시한 기록자가, 바로 뒤에서 굳이 편의

상의 이유만으로 책 제목을 생략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제목을 기록하기 꺼

려지는 책이었으며, 부수되었던 논의 또한 쓰키부케 등이 배석하는 공식 회

독에 비해 더 과격했기 때문이었음직하다. 따라서 책 내용이나 논의 내용 모

두, 존왕사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학습원에 대한 막부의 규제는 완벽하지 않았고, 출석하는 공가들에게 

과격한 이념이 교육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했다고 볼 만하다. 

학습원의 강사들은 관념･사상의 차원에서 존왕론을 내재화하고 있었을 뿐

167) 야스마루 요시오, 이원범 역,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 小花, 2002, pp.93- 
94.

168) 이는 地下官人이 임명되는 것으로, 서무에 임하며 강의를 보조하기도 하는 직책이
었다.

169) 嘉永2年2月23日, ｢菅葉｣, 孝明天皇實錄, 2卷17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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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적어도 덴포 후기 무렵부터 실제 공가사회와도 폭넓은 관계를 맺

고 있었다. 그 ‘학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습원에 강사로서 출사할 수 있

었고, 막부의 불철저한 규제의 틈새 속에서 조정 구성원들에 대한 학문적 영

향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도 식견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페리 내항 이후 오자와·

나카누마·마키는 조정에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얻었다. 오자와 마사

고로는 사네쓰무에게 異國船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안세이 2(1855)

년에는 그 아들인 사네토미(實美)의 시강으로 고용되어 산조 가를 드나들며 

사네쓰무에게 정책 건의를 하기도 한다. 안세이 5년에는 役人들뿐만 아니라 

‘學院의 儒者’들에게 의견을 구하라는 조정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

다.170) 

조정은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칙허 문제로 정치적 역할을 요구받게 되고 

있었으나, 200년 이상 정치현안에의 개입이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전무했었다. 따라서 정치적 역할 수행의 전제로서, 정치현안에 대한 지식의 

구비, 정치 관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필요했다. 학습원의 

강사들이 조언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이들이 조정

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사타케의 평가이다.171) 

학습원의 學則은 “聖人의 道를 이수하고, 皇國의 의로운 기풍을 숭앙한다. 

聖人의 경전을 읽지 않고 어찌 修身할 수 있으며, 國典에 통달하지 않고 어

찌 바른 마음을 기르겠는가? 이를 명쾌히 이해하고, 행함에 힘쓰라”172)는 것

으로, 한학과 국학의 兼修가 교육 방침의 차원에서 표방되고 있었다. 

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가 저자로

서 假託된 菅家遺誡가 和漢兼修의 학문적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학자들이 주목하고, 일종의 혁신사상으로서 공가들 사이에도 유포되며 학

습원의 교육이념으로까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보급에 진력

한 대표적 인물로서는, 사이다 고레사다(座田維貞)가 거론된다.173) 

사이다 고레사다에 관해서는, 최근에 와카이 이사오(若井熏夫)가 발표한 

170) ｢三條實萬手錄｣; 佐竹, 2009, p.133.
171) 佐竹, 2009, p.133.
172) “學則之事. 履聖人之至道, 崇皇國之懿風. 不讀聖經何以修身, 不通國典何以養正. 明辨

之, 務行之” ｢菅葉｣, 孝明天皇實錄, 1卷81頁.
173) 이상의 사상적 배경 설명은 大久保利謙, 전게논문, 1987, p.29 및 p.35 주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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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記的 연구가 있다.174) 사실관계의 고증이 자세히 행해져 있으며, 특히 공

가와의 ‘학적 네트워크’ 형성과 존왕사상의 조정 유입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

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175) 이하 와카이의 연구를 기초로 하며, 사

이다 고레사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사이다 고레사다는 간세이 12(1800)년 미노(美濃)에서 고산케 오와리(尾

張)의 支藩인 다카스(高須) 藩醫의 아들로 태어나, 이후 上京하여 院의 雜色

家인 사이다 고레마사(座田維正)의 양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이다 

고레사다는 지게관인이라는 조정 구성원의 말단, 주변부에 처한 신분이었다. 

사이다는 덴포 6(1835)년에 그의 대표 저작으로 알려진 國基의 원고를 

작성하고, 덴포 8년에 초판을 간행했다. 그 주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고대부터 역성혁명이 거듭되고 왕조의 흥망이 되풀이되다가 심지어 

元･淸代에 이르러서는 夷狄의 침입으로 풍속마저 오랑캐와 같이 변하였다. 

禪讓･放伐의 전통을 만들어 낸 堯舜･湯武가 지금의 중국을 보면 스스로 질책

할 것이다. 이에 비해 ‘皇朝’(일본)는 皇統이 면면히 드높고 중후하며, 중국

과 같은 ‘혁명’이 없다.176) 

대륙국가로 바닷가에서 먼 지방이 많은 중국에서는 어패류를 얻기 쉽지 않

아, 가축을 집에서 키우며 도축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흔하다. 그로 인해 폭

력적인 습속이 생겨나고, 특히 흉년이 들면 사람이 서로 잡아먹기에 폐해가 

禽獸와도 같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兵亂과 기근이 없지 않았으나 사람이 잡

아먹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水土’의 

다름에서 비롯하며, 따라서 堯舜･湯武의 法은 중국의 풍속에는 적합하지만 

(일본과 같은) 타국에는 그렇지 못하다.177) 

그렇다고 사이다가 중국이나 중국의 道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

다. 孔子의 道와 같은 것은 萬國에 통용되는 것으로, 유학을 배우는 皇人(일

174) 若井勲夫, ｢座田維貞 : 和気清麻呂の顕彰者｣,　京都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系列47, 
2014 (이하 ‘若井, 2014’로 약칭). 

175) 尊王･勤王을 굳이 尊皇･勤皇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도 하고, 座田의 행보가 靖國神社
(야스쿠니 신사) 설립이나 戰時期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역사가 
戰後에 “잊혀지고 있음”을 은근히 비판하는 등, 관점의 면에서는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76) ｢國基｣,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國民道德叢書. 第1篇, 博文館, 明治44(1911), 572- 
573頁.

177) ｢國基｣,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전게서, 573-574頁, 58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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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편적인 공자의 가르침은 버려두고 오히려 堯舜湯武(의 革命･放伐

論)를 숭앙하는 것이 문제이다. ‘近世 國學者’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神國의 

존엄과 皇道의 올바름을 알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의 道를 일괄

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중국과 일본 각자가 水土의 차이

에 따른 관습의 차이를 가진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78) 

사이다 고레사다는 학습원에서 雜掌을 맡아 서무에 종사하는 한편 경서의 

素讀･會讀을 보조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가에이 2년 학습원에서의 和書 

初會에서, 쓰키부케 퇴장 후 ‘某書’를 강의했다는 3명의 雜掌 중에는 그도 포

함되어 있을 것이다. 사이다가 학습원에서 맹자를 강의할 때는, 역성혁명

론을 포함하는 이 저작이 ‘不經〔輕×〕한 말들이 많아 皇國에서 經書로서 

존숭할 만하지 않다’라고 못 박아 둔 뒤에 강의에 들어갔다는 전승도 있

다.179) 

국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이다의 사상에서 입각점이 되는 것은 ‘혁명’

이 일상화한 중국과는 달리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일본의 전통이다. 이는 

황통의 숭앙, 존왕사상과 연결되는 논리로서, 그 관점은 학습원의 강사들에

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한학의 강사이던 오카다 로쿠조는 덴포 8년의 국기 初版에 跋文을 썼다. 

‘종래 國史를 익히는 자와 漢籍을 읽는 자는 서로 섞이지 않고 偏見을 고집

하였으나, 사이다 고레사다가 비로소 水土의 다름으로써 우리나라와 漢土의 

차이를 설명하였다’고 호평하고 있다.180) 

가에이 2(1849)년 이후 학습원에서 국학의 강사를 역임한 고이즈미 쇼조 

또한 안세이 2(1855)년 사이다 고레사다의 국기 재간행에 임하여 그 머리

말을 써주었다. ‘오미쿠니(大御國, 일본)에 태어났으면서, 천한 사람도 임금

이 되는 나라(중국)의 풍속을 존숭’함을 비난하는 등,181) 和漢 학문 겸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에서 언급된 한학 강사 오카다에 비하면 국학적인 

관점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덴포 8(1837)년에 초판이 나왔던 국기는 안세이 2(1855)년 관백 다카

178) ｢國基｣,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전게서, 580-581頁.
179) 八田知紀, ｢經義大意｣,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國民道德叢書. 第3編, 博文館, 大正 

元(1912), 349頁.
180)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전게서, 明治44(1911), 586頁.
181) 有馬祐政･黑川眞道 編, 전게서, 明治44(1911), 569-5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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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카사 마사미치에게 헌상되고, 그를 거쳐서 고메이 천황의 天覽에 이른다. 

그리고 천황이 국기의 내용에 흡족했다는 뜻이 히가시보조 도키나가를 통

해 고레사다에게 전해졌다. 같은 해에 재간행된 국기의 판본에는 天覽을 

기뻐하는 뜻을 담은 고레사다의 漢詩182)에, 후지나미 노리타다(藤波敎忠)와 

明經道의 기요하라 일족인 후세하라 노부하루(伏原宣明) 등의 공가와, 앞서 

언급한 학습원의 국학 강사인 고이즈미 쇼조 등에 의한 축하의 뜻을 담은 서

문이 추가되어 있다.183) 

고메이 천황의 天覽을 계기로 공가･詩人･歌人･국학자 등 각계에서 축하 詩

歌가 쇄도하여, 사이다는 안세이 4년 이를 모은 國基題詠集을 따로 간행할 

정도였다. 여기서도 후세하라나 도요오카 아야스케(豊岡隨資) 등의 공가가 

題辭나 서문을 써주고 있다.184) 이후 국기는 전국으로 유포되며 명성을 얻

어간다.185) 

사이다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저술로 가탁된 관가유계를 간행하여 판

매하기도 했다. 가에이 5(1852)년 판본에는 공가인 후지나미 노리타다의 ‘撰

竝의 書’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후지나미는 ‘近世 學者들이 안팎을 혼동하

여 중국을 中華･中國이라 하고 일본을 日東･大東･東方之國이라 하며, 심지어

는 스스로 夷人이라 칭한다’며 비판하고 있다.186) 

관가유계에서 국학자 등에 의해 특히 중시된 부분은, ‘漢土의 三代･周禮

와 聖人의 경전을 배우더라도, 革命의 國風에는 주의해야 한다’187)는 21則

과, ‘國學의 논의가 古今을 섭렵하고 天道･人道를 究明하려면 和魂漢才가 아

니고서는 안 된다’188)는 22則이다.189) 사이다는 이 두 조항을 알리는데 힘

182) “獻國基記喜 昨日新書上建章紫泥褒誥帶 天香仄聞乙夜經 宸矚喜懼交胸且欲狂。右兵
衛大尉紀朝臣維貞” 加藤咄堂 編, 國民思想叢書：國體篇中, 國民思想叢書刊行會, 昭
和4(1929), 492頁.

183) 若井, 2014, p.36.
184) 한편 당대의 저명한 國學者인 大國隆正(오쿠니 다카마사)가 “중국에 덮인 고사리풀

도, 이 나라의 햇살에 우거져 갈 것이니”(もろこしの おひしわらびも このくにの 日
かげによりて しげりゆくらん)라는 와카를 써주고 있기도 하다. 若井, 2014, p.37에
서 재인용.

185) 吉田松蔭(요시다 쇼인)도 관심을 보이며(若井, 2014, p.37), 明治 이후 乃木希典
(노기 마레스케)가 애독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解題：國基｣, 加藤咄堂 編, 전게
서, 昭和4(1929), 454頁.

186) ｢菅家遺誡序(大中臣敎忠撰竝書)｣, 菅家遺誡, 嘉永5(1852).
187) “凡神國一世無窮之玄妙者, 不可敢而窺知, 雖學漢土三代周禮之聖經, 革命之國風, 深

可加思慮也” 菅家遺誡 卷第一, 嘉永5(1852), 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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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요지를 새긴 石碑를 가에이 원년 교토의 기타노텐만구(北野天滿宮)

에, 가에이 5년에는 오사카의 덴만구에 세웠다. 이 두 비석을 건립할 때, 모

두 히가시보조 도키나가에게 휘호를 청하고 있다.190) 

사이다는 나라 시대 승려 도쿄(道鏡)의 황위 찬탈기도를 좌절시켰다고 알

려진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淸麻呂)의 顯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사이다는 

가에이 2년 9월에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에게 기요마로 추증을 건의하였

고, 이 건의서는 고메이 천황에게도 奏上된다. 그 다다음해인 가에이 4년, 기

요마로의 묘소가 있는 진고지(神護寺) 경내의 기요마로 靈社에 正1位 護王

大明神의 神階･神號가 수여되기에 이른다. 

사이다는 이를 자축하는 고토바가키(詞書)와 短歌 2수를 남기는데, 고토바

가키에서는 ‘大君의 德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지금의 정치를 관장하시는(關

〔あづか〕り白〔まを〕させ給ふ) 후지와라씨 長者 君의 존귀한 안목’이라

며,191) 천황뿐만 아니라 다카쓰카사 관백의 역할을 칭송하고 있다. 같은 가

에이 4년 사이다는 진고지에 ‘和魂漢才實事篤行’이라 새겨진 석비를 세웠는

데, 이 또한 마사미치의 揮毫에 의한 것이었다. 

院雜色으로서 조정 구성원 중에서도 말단에 속하는 사이다에게는, 독자적 

행보를 위한 신분적 제약도 많았다. 그는 관백이나 여타 다수의 공가･승려･
문인･학습원 강사 등과 다양한 ‘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스스로의 

학문적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했다. 와카이는 이러한 사이다 고레사다의 활

동을 “結社的인 활발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192) 

사이다 고레사다는 가에이 2년의 기요마로 추증 건의서에서, ‘요즘 미쿠니

노마나비(御國之學び)가 유행하여 都鄙에 和魂의 무리가 많고, 제각기 조정

을 위한 방도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안팎의 사정에 밝지 못하기에, 忠誠이라 생

각하는 일들이 時世에 맞지 않고 오히려 不忠으로 변할 만하다’고 쓰고 있

다.193) 이 시기가 되면 존왕론자 지식인들이 단순히 사상･관념을 갖는데 그

188) “凡國學所要, 雖欲論涉古今究天人, 其自非和魂漢才, 不能闞其閫奧矣” 菅家遺誡 卷
第一, 嘉永5(1852), 7頁.

189) 菅家遺誡는 그 자체가 室町時代의 僞書이지만, ‘和魂漢才’의 조항은 德川 중･후기 
이후 새롭게 덧붙여져 유포되었다고 한다. 若井, 2014, pp.39-40.

190) 若井, 2014, pp.40-41, p.42.
191) 若井, 2014, p.47.
192) 若井, 2014,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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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에 입각하여 조정에 접근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다와 같은 존왕사상의 당사자가 오히려 우

려할 정도로 현저해졌던 것이다. 

위에서 ‘미쿠니노마나비’･‘和魂의 무리’는 文意만으로는 국학･국학자에 가까

우나, 반드시 학통의 면에서 국학만을 학습한 지식인층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자학이나 후기미토학의 영향까지도 받은 넓은 의미에서의 존왕사

상의 확산과, 그들의 조정과의 관계 형성 시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쪽이 보다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야에서 존왕사상이 확산되는 상황은, 무가의 상층부에서도 인식

되고 있었다. 덴포 5(1834)년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고대 천황릉 정비 건의

에서도 관련된 사실이 언급된다. 나리아키가 이해 11월 17일부로 로주 오쿠

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상에는 교토의 쇠퇴함을 탄식하여 심하게는 王室家 

등이라고 자칭하는 무리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山陵의 황폐에 대해 ‘뜻

있는 자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國學者들은 저술에서 그러한 뜻을 드러내놓고 

출판하여 유포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한 설에 천황이 동조하여 조정에서 

먼저 천황릉 정비를 요구하기 전에, 막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194)

사이다는 ‘近世 國學者’나 ‘和魂의 무리’로, 나리아키는 ‘王室家’ ‘國學者’ 등

으로 표현했듯이, 개념 규정이나 범위는 일정치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덴포 

연간이 되면 존왕론의 확산이라는 현상이 기정사실이 되고, 존왕론자들이 당

대의 천황･조정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라는 것이 긍정과 부정의 관

점을 막론하고 상정될 수 있는 단계에 왔음은 분명하다.

미토의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위와 같이 막부에 대해서는 존왕사상의 확산

을 우려스러운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나리아키 본인과 미토 번

이 이 시기 존왕사상 확산의 중요 당사자였으며, 천황･조정에 대해서도 재야

의 존왕론자에 비해 한층 강력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었다. 그 양상을 II-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3) 京都府 編, 先賢遺芳, カワイ書店, 昭和2(1927), 121頁 所收.
194)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10-2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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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토 번(水戶藩)의 조정 접근과 그 영향 

미토 번은, 18세기 후반 이래 天皇家와 그 萬世一系의 皇統에 대한 崇敬에 

기초하여, 일본 ‘國體’의 존엄을 역설하는 이른바 후기미토학(後期水戶學)의 

학풍을 낳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몬(崎門) 學派나 사이다 고레

사다(座田維貞) 등의 재야 지식인처럼, 미토의 ‘尊王’ 또한 관념의 면에만 머

무른 것이 아니었다.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의 집권기인 덴포(天保) 

연간부터, 미토의 조정의 관계는 다양한 경로와 분야에 걸쳐 깊어지고 있다. 

미토와 조정의 관계 형성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래 미토 내에서 두드러져 온 尊王思想의 학풍과 결부되는 

경향은, 조정에서 보면 닌코(仁孝) 천황의 재위기에, 미토 측에서 보면 나리

아키의 번주 재임기에 들어 더욱 짙어지게 된다. 

나리아키는 어릴 때부터 侍讀인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등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후기미토학의 학풍을 체득해 왔다. 분세이(文政) 12(1829)년 8대 번

주 나리노부(齊脩)가 후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는데, 이른바 門

閥派에 대항한 중･하급 藩士나 지식인층의 옹립운동이 성공하여 나리아키가 

家督을 상속하게 된다.195) 

나리아키는 아리스가와노미야 오리히토 친왕(有栖川宮織仁親王)의 여식인 

도미노미야 요시코(登美宮吉子)를 정실로 맞이하였다. 나리아키의 家督 상속 

이듬해인 분세이 13년 10월 10일 요시코와의 혼인이 약정되고, 닌코 천황의 

의향을 여쭈어 12월 28일 혼인의 勅許를 얻었다. 이때 닌코 천황은 대단히 

흡족해하며 ‘미토 번이 대대로 정치가 잘 행해져 왔으며 勤王의 뜻이 두터웠

기에 그곳과의 혼인은 잘된 일’이라고 덕담하였다고 전해진다.196) 미토의 기

록인 모모노 미치요(桃乃三千世)에는, 고카쿠(光格) 上皇이 혼인 성사에 

힘썼다고 전해지기도 한다.197)

195) 吉田, 전게서, 2003, pp.88-89.
196) “水戶は先代以來, 政敎能く行われ, 世々勤王の志厚しとかや, 宮の爲には良緣なるべ

し” 高松宮家 編, 織仁親王行實, 昭和 13(1938), p.513 물론 역대의 천황이 다른 
大名에 대해서 유사한 표현을 구사한 적이 없는지, 이 표현이 유독 水戶를 지칭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2대 光圀 재임기부터 조정 존숭의 의사를 표현해온 水戶家이기에, 조정 또한 
다른 두 御三家나 기타 大名에 비해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 “御簾中樣御入輿之時...御緣被爲定及ふハ, 厚ク　仙洞樣御世話被遊候故也...” 今井惟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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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 2(1831)년 3월 9일에는 미토에서 奉迎을 위한 사자가 上京하였고, 3

월 18일 미토 측과 합류한 신부 일행이 교토를 떠나 4월 6일 에도(江戶)의 

미토 藩邸에 도착하게 되었다. 4월 13일에 공식적인 婚儀를 올렸는데 나리아

키는 32세, 도미노미야 요시코는 28세였다.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 

되는 요시노부(慶喜)가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198)

요시코는 에도로 떠나기에 앞서, 천황에게서 고쇼(御所)의 자신전(紫宸殿) 

앞에 심어지는 左近의 벚나무･右近의 귤나무 묘목을 자손 번창을 바라는 의

미로 받았었다. 혼인 이후 이 나무가 에도 미토 藩邸의 고라쿠엔(後樂園)에 

옮겨 심어지고 번성하게 되자, 요시코는 皇恩을 기리고 미토 家의 번영을 기

원하는 의미에서 비문을 직접 짓고 글씨를 써서 그 옆에 세웠다고 한다.199) 

어조를 가다듬기 위해 붙이는 마쿠라코토바(枕詞)와 같이 여성적인 가나 문

체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와중에도, 도쿠가와 시대를 통해 일반적이지 않게 

‘天皇’･‘朝廷’라는 명칭을 한자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200) 

나리아키는 황족뿐만 아니라 攝關家와도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니조 

나리노부(二條齊信)의 정실이 나리아키의 이복누이였다. 關白인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와 나리아키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다. 마사미치의 부인은 

나리아키의 친누이인 기요코(淸子)였다. 미토의 조정 접근은 천황의 姻戚이

자201) 수십 년간 관백을 역임한 마사미치의 영향력을 발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桃乃三千世｣, 東京大學史料編纂所 所藏.
198) 이상의 혼인 경과는 高松宮家 編, 전게서, 昭和13(1938), 517頁 참조.
199) 高松宮家 編, 전게서, 昭和13(1938), 514-516頁. ‘水戶가 勤王의 뜻이 두텁다’는 

仁孝天皇의 평가나 벚･귤나무 묘목 하사는 澁澤榮一, 德川慶喜公傳 卷1, 龍門社, 
大正7(1918), 17頁에도 언급되고 있다. 

200) “天疎るひなにありても, 大王を思ふとは, いそしき人のこゝろならずやは. わが宰相
中將の君は, 江戶のおほきおとどのうからとて, 天皇(スメラミコと)のとほの朝廷(ミ
カド)をつねさらず, 大政を輔け物して, とほつ祖の御ときより, 今におこたり給はず, 
ころも手の常陸國にしては, うけばりたるみ垣代になむ有ける...” ｢吉子女王御筆の碑
文｣; 高松宮家 編, 전게서, 昭和13(1938), 515-516頁 所收.
幕府･天皇･朝廷 등의 개념 문제에 관해서는 渡辺浩, ｢いくつかの日本史用語について｣,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 東京大学出版会, 1997, pp.1-9를 참조. 

201) 仁孝天皇의 첫 번째 정실 繁子(쓰나코)와 繁子 사망(文政 6) 이후의 두 번째 정실 
祺子(야스코)는 모두 政通의 이복 누이이다. 祺子는 鷹司政通의 딸이라는 자격으로 
入內했기에, 仁孝天皇과 鷹司關白은 명목상으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실제로
도 처남-매부 사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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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는 무가의 정점인 도쿠가와 一門이기에, 家格의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

는 조정의 황족･섭가와의 혼인 자체가 그렇게 생경한 일은 아니었다.202) 또 

분카･분세이 연간에는 쇼군 이에나리(家齊)가 권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혼

인정책을 구사하여, 쇼군가를 중심으로 다이묘의 다수가 서로 복잡한 혼척관

계를 갖게 되었다.203) 조정과 고산케의 혼인관계 또한, 정치풍토 전반이 변

화하는 흐름을 타며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204) 

그러나 나리아키와 조정의 혼인관계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리아키의 

측실에는 마데노코지 다테후사(萬里小路建房)의 여식 무쓰코(睦子),205) 야나

기하라 다카미쓰(柳原隆光)와 다카오카 도스에(高丘永季)의 여식 등 당상공

가 출신이 다수 존재한다. 또 지게관인인 마쓰나미 고네이(松波光寧)의 딸 

사다코(貞子)가 측실로 있었는데, 마쓰나미는 院司, 즉 상황의 거처인 센토

고쇼(仙洞御所)의 官人이었다.206) 측실과의 혼인관계는 사료에서 (사실은 戰

前의 문헌에서까지도)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入內 과정 등은 

확실치 않으나, 나리아키는 정실과 측실을 합쳐 최소 5명의 부인이 조정 출

신으로, 친왕가･섭관가･平堂上･院 측에 골고루 걸쳐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토와 조정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도미노미야 요시코와 나리아키가 혼인한 이듬해인 덴포 3(1832)년 봄, 조

정은 생전에 大日本史 편찬을 개시하고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 등 尊

王의 忠臣을 顯彰했던 미토의 2대 번주 미쓰쿠니(光圀)를 從2位 權大納言으

로 추증하기로 결정했다. 

202) 水戶家의 系譜는 系図纂要, 56 清和源氏五; 斎木一馬･岩沢愿彦 校訂, 徳川諸家
系譜2, 続群書類従完成会, 1974, pp.249-262 등을 참조. 水戶는 이미 초･중기부터 
一條(이치조), 今出川(이마데가와) 등 공가와 혼척관계를 맺어 왔으며, 齊昭의 생모
부터가 공가 烏丸(가라스마루) 家의 여식이었다. 坂本辰之助, 水戶黃門 : 付･德川家
系圖, 如山堂, 明治43(1910), 附錄 9頁, 12頁, 16頁.

203) 藤田, 2011b, pp.274-277. 앞의 주149)에서도 언급한 바이다.
204) 德川幕府는 초기에는 혼인 등을 통한 大名과 公家의 접근을 경계하였으나 이러한 

경계는 점차 느슨해졌고, 특히 유력 外樣藩들이 정략결혼을 통해 조정과의 연대를 
점차 강화해 갔다고 잰슨(Janson)은 설명한다. 마리우스 B. 잰슨, 손일 외 역, 사카
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푸른길, 2014, pp.23-24.

205) 睦子는 廢藩置縣 전의 마지막 水戶藩主 昭武(아키타케)의 모친이다. 坂本辰之助, 
전게서, 明治43(1910), 附錄21頁.

206) 地下家傳第18(正宗敦夫 編, 地下家傳 三 : 日本古典全集, 日本古典全集刊行会, 
昭和 13(1938), 936-9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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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에 대한 관위 서임은 막부가 먼저 요청하면 조정이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당시 교토에 주재하던 미토 藩士 가와세 노

리나리(川瀨敎德)는 ‘미쓰쿠니 추증을 처음 생각한 것이 천황인지 관백인지 

기타 役人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쨌든 조정 외부에서 제기한 사안은 아니

다. 막부로부터의 추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내려진 조정의 결정

에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도 당황하고 있다’는 내용을 미토에 전하고 있

다.207) 

이를 보면 미쓰쿠니의 추증은 막부나 쇼시다이는 물론, 미토 번에서 미리 

요청한 것도 아니다. 조정이 먼저 관위 수여를 통해 미토에 전격적으로 우호

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미토는 謝意를 표하기 위해 닌코 천황에게는 

文臺를, 고카쿠 상황에게는 벼루에 詠歌를 첨부하여 헌상했다고 전해진

다.208)

미토 번주는 종래부터 에도 定府가 관례였으나, 나리아키는 막부의 승인을 

얻어 덴포 4년 3월 미토 번에 부임하게 된다.209) 그는 부임하고 얼마 지나

지 않은 3월 23일부로, 가신들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告志篇이라는 글을 지

었다.210) 나리아키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정치이념이 압축된 저작이라

고 할 수 있다.

고지편은 우선 ‘일본의 神聖함과 天祖의 은혜’를 강조하고, 조정을 받들

어 태평을 일궈온 것에서 도쿠가와 家의 정통성을 찾는다. 또한 ‘神國의 존엄

과 天祖의 은혜, 또한 도쇼구(東照宮=이에야스)의 德澤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미토는 天朝 및 막부의 은혜를 입어 고산케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의 

天朝는 天祖의 자손이시고 쇼군가는 도쇼구의 神孫이시다’211)는 식으로, 천

황･조정의 칭송과 막부의 칭송을 항상 연동시키고 있다.212) 

미토를 포함하는 도쿠가와 일문의 정통성은 천황･조정을 받드는 것에 있으

207)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197-198頁.
208)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198頁.
209) 會澤正志齋 編, 烈公行實, 文久2(1861) (明治7〔1874〕 德川昭武序本), 5頁.
210) 瀬谷義彦, ｢解題｣, 水戸學 : 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3, p.491.
211) 德川齊昭, ｢告志篇｣; 水戸學 : 日本思想大系 53, 岩波書店, 1973, pp.210-212 所收.
212) 告志篇은 德川齊昭의 草稿를 藤田東湖가 수정한 것인데, 草稿 단계에서는 조정에 

대한 배려가 덜하였다는 점으로부터 齊昭와 東湖의 인식 차이를 지적하는 논의도 있
다. 吉田, 전게서, 2003, p.99. 그렇지만 後期水戶學의 조정 존숭에 대한 주장은 큰 
틀에서는 齊昭에게 거의 수용되었고, 水戶의 정치적 행보로 실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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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막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조정을 존경해야 한다는 위와 같은 논리는, 이른

바 山陵修復, 즉 고대의 천황릉을 조사･정비하자는 건의에서도 나타난다. 이

에 관해서는 이미 미쓰쿠니 생전에 비슷한 건의가 있었고 겐로쿠(元祿)･교호

(享保) 연간에 막부의 산릉 소재지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큰 진척은 없었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 나선 것이 나리아키였다. 

나리아키는 미토 부임 다음 달인 덴포 4년 4월 아이자와 야스시에게 ‘나는 

어릴 적부터 神國의 道를 좋아했으며, 여러 해 동안 천황릉과 진무 천황의 

御社(의 설립)를 주장하고 싶었으나, 천황릉의 일은 조정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으로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기에 적당한 때를 기다려왔다’며, 조정에 

이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물었다.213) 

그리고 II-1.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이자와는 조정이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

기는 힘들 것이니 막부에 먼저 건의하자는 의견을 낸다. 나리아키는 덴포 5

년 9월 로주 오쿠보 다다자네(大久保忠實)에게 진무천황릉 보수의 건의서를 

보내는데, 아이자와의 조언에 따라 ‘쇼군가는 가마쿠라･무로마치 등과는 달리 

天朝를 존경하기에 武運이 장구하여 200여년의 태평을 지키셨다’면서 ‘人臣

의 신분으로 천황을 조상이라 하기에는 꺼림이 있지만, 쇼군가는 물론 미토 

가도 멀게는 천황가의 末流’라 하고 있다.214) 도쿠가와 가가 미나모토 일족

을 자칭하며, 미나모토 씨는 결국 천황의 피를 잇는 세이와 겐지(淸和源氏)

라는 사실에 근거한 표현일 것이다. 

로주 오쿠보는, 교호 연간의 선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산릉 정비사업 개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11월 10일부의 서한으로 전달했다.215) 이에 나리아키는 

일주일만인 11월 17일부의 서한을 통해,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오쿠보에게 

반박의 서한을 보낸다. 

II-1. 말미에 언급한대로, 나리아키는 이 서한에서 조정의 쇠퇴를 탄식하

는 ‘王室家’/‘國學者’ 등의 주장에 천황이 동조하며 山陵 정비를 먼저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천황릉 정비라는 문제가 ‘平人의 신분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설령 제기한다고 해도 (막부의 입장에서) 亂民으로 여겨지게 될 것

이며, 다이묘 중에서도 (쇼군가의 신뢰가 두터운) 후다이(譜代) 가문 외에는 

213)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00頁.
214)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04-205頁.
215)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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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에, 종친인 내가 建白하지 않고서는 영영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라며 미토에서 천황릉 문제를 제기하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에 로주 오쿠보가 12월 19일부로 보내는 답신에서 미토의 관여에 한층 

더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조정으로부터의 재정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 일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문제

가 다시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I-3.의 말미에서 언급한 대로이

다.216)

나리아키는 자신이 ‘(막부로부터) 보통의 王室家처럼 보이게 된다면 우려

했던 길로 스스로 빠지는 것으로 지극히 폐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217) 자

신의 주장이 같은 시기에 확산되던 재야의 존왕론과 다를 바 없이 여겨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과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

다. 또한 조정을 존경하는 것이 무가를 위한 것이라는, 고지편과 상통하는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리아키의 조정에 대한 접근은 그와 같은 논리만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분카 14(1817)년 이래 오랫동안 상황으로 있던 고카쿠가, 덴포 11(1840)

년 사망한다. 나리아키는 상황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다카쓰카사 마사미치에

게 11월 25일자로 서한을 보내 ‘외람되지만 萬乘의 遺體를 佛寺에 맡기는 

것은 실로 송구하고 아까운 일’이라며 종래의 조정 관습인 불교식 화장 대신 

진무 천황의 선례를 좇아 고대식의 山陵을 조영하여 장사지낼 것을 조언한

다.218) 

나리아키는 덴포 5년 막부에 제기했다가 거절당한 천황릉의 문제를, 그것

도 조정에 직접 대고 다시 거론한 것이다. 나리아키는, 지난 덴포 5년 로주 

오쿠보에게 보낸 修陵 건의에서는 재야의 王室家/國學者의 주장에 조정이 동

조하기 전에 막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리아키 

본인이 나서서 조정에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망한 

천황의 추증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천황의 사후에 漢風 詩號나 ‘天皇’號를 추증하는 관습은 헤이안 중기 이래 

216)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16頁.
217)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10-212頁.
218)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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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었는데, 나리아키는 고카쿠 상황의 사후에 이를 부활시킬 것을 원했

다.219) 이와 관련하여, 다카쓰카사에게 위의 서한을 보내기 전 나리아키가 

작성한 초안의 메모에서는 그가 ‘山陵 조영은 어렵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자체는 실현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더 작은 문제인) 諡號의 추증 정

도는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20) 이는 무가/막부를 위

하는 입장으로부터 조정에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조정의 

위상 강화를 주요목표로 놓고, 그 과정에서의 막부의 반응 등을 고려하는 정

치적 계산이라 할 수 있다. 

덴포 14년 정월, 나리아키는 다카쓰카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천황릉의 문

제를 다시 거론하며, 그동안 미토가 막부에 건의했던 내용을 別冊으로 엮어 

첨부하였다. 막부의 속사정까지 언급된 극비의 정보임을 밝히며, 그 내용이 

새나가면 나리아키 본인에게도 피해가 미치고 천황릉 復古 자체의 성패도 달

라질 수 있기에 ‘外人 또는 家臣 등에게 절대 보여주시지 않도록’ 당부하였

다.221) 나리아키는 막부 등 외부에 새나갈 경우 자신의 손해를 자초할 수 있

는 정보까지 제공할 정도로, 조정과의 접근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고지편 등 나리아키가 대외적･공식적으로 내세우는 修辭에서 천황･조정

은 <도쿠가와 막부를 위해> 숭경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위의 사실들

을 통해 보면, 나리아키의 內心 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던 것은 막부

보다도 오히려 조정 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위의 행보들에서는, 오히려 막

부나 막부의 움직임이 천황･조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와중에서 하나의 

<객체>,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카 4(1847)년에 나리아키는 ‘天朝를 존숭한다고 막부를 소홀히 하는 것

은 아니다. 天朝는 임금이고 막부는 宗家로서 親類에 비견되기에, 天朝를 존

경하는 일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은 宗家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게 될 것이

다. 막부가 부정적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有志의 사람은 主君을 존경하는 일

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222) 

조정에 대한 존숭을 막부 존숭과 연결시키는 고지편 이래의 상투적 논법

219) 天皇의 追號 문제에 관해서는 ｢天皇号の再興｣(藤田, 1999 所收)에서 자세히 논의
되고 있다.

220)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28頁.
221)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45-246頁.
222)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36-2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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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반복된다. 그러나 조정=군주/막부=종가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만 

달리하면 막부가 군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리아키는 막부를 위한

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쇼군/막부를 군주로는 인정하지 않고, 朝幕 양자의 上

下關係 면에서는 명확히 조정을 위에 놓고 있다. 이처럼 나리아키는 천황･조
정이나 朝幕關係에 대한 인식에서도, 또 실제 조정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히 

막부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차원에 머무른다고 보기 힘든 태도를 취하고 있

었다. 

그와 황족･공가들의 혼인관계 또한, 단순히 미토와 조정의 ‘우호의 상징’ 

등에 머문 것이 아니다. 혼인관계를 통한 연락망이, 나리아키와 조정 간의 

의사 교환에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덴포 4(1833)년, 나리아키는 미토에서 생산되는 寒水石으로 石燈과 화분 

받침(水盤)을 제작하여 고카쿠 상황에게 봉헌했다. 일의 진행과 관련하여 在

京 役人인 가와세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니조 님께 부탁을 드린다’는 언급이 

있고, 교토에서 실무처리에 관여한 다카하시 고레모치(高橋惟以)의 기록에서

도 ‘상황께 진헌할 석등 등은 니조 님께서 諸大夫衆과 협의를 거쳐서 바칠 

것’이라고 언급된다.223) 나리아키의 배다른 누이가 니조의 정실이었기에, 관

련된 연락은 혼인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고카쿠 상황의 사후에 ‘천황’호와 시호를 추증할 것은 덴포 12년 閏 

정월 27일부로 결정된다. 지온인노미야(智恩院宮) 손초(尊超) 法親王은 이보

다 앞선 같은 해 정월 4일부로 남매지간인 요시코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天

皇號 再興은 가능하게 될 듯하니 다행스러운 일”224)이라 표현하고 있다. 시

호 추증 문제에 대한 황족의 의향은, 이렇게 부인인 요시코를 거쳐서 나리아

키에게도 전달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카쓰카사 관백은 나리아키에게 덴포 15년 3월 3일부로 보낸 서한에서 

學習院 설립 등 朝幕 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25) 그런데 이 

서한은 다카쓰카사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다. 나리아키의 누이로 당시 다카

쓰카사의 정실이 되어 있던 기요코가 關白이 은밀히 여쭐 내용이 있다고 전

하며, 답장을 줄 때 주의하도록 요청한 서신226)에 첨부된 형식이다. 관백에

223)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198-199頁.
224)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五, 231頁.
225) 本多 辰次郞, 전게논문, 大正 4(1915), 409頁.
226) “御內々關白殿御伺之義御座候由...かへす──時候御用心遊はし候樣存上參らせ候” 本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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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집간 나리아키의 누이가, 둘 사이의 비밀스런 연락의 중개자로 역할했

던 것이다. 

조정과 미토 사이에서의 여성 인맥을 통한 ‘비공식적’ 루트의 연락 사례는, 

이보다 앞서서도 발견된다. 덴포 8년 2월, 오사카에서 오시오 헤이하치로(大

鹽平八郞)의 난이 일어났다. 나리아키는 오사카가 교토의 지척이기에 천황의 

심기가 동요할 것을 우려하여, 미토 번 차원에서 천황의 안부를 여쭙고자 했

다. 하지만 이것이 막부의 忌諱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소바요닌(側用人)이

었던 도다 다다아키라(戶田忠敞)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227) 역시 다카쓰

카사 관백에게 먼저 서한을 보내보기로 하여 초안의 작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카쓰카사 家에서는 교토에 체류하다 돌아가는 미토의 女官을 통

해, 미토가 천황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음을 관백은 물론 천황도 알고 있음을 

전해 왔다. 그래서 미토 측은 굳이 다시 관백에게 서한을 보낼 필요는 없다

고 판단하게 되었다.228) 

이 경우는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오모테’(表) 이외에 女

官을 경유하는 ‘오쿠’(奧)의 연락망이 조정과 미토 사이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미토나 기타 주요 다이묘와 공가 사이에 그러한 연락

망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로를 통해 막부의 금기에 

관련되는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행한다는 움직임은, 나리아

키의 집권기에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

다카쓰카사 마사미치는 아편전쟁 등 대외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쿠가와 나리아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229) 마사미치는 오랜 

집정기간을 통해 정치적 무게감이 배가되어 있었고 조정 밖의 정세에도 밝았

는데, 그가 조정 내에서 가질 수 있던 정치적 권위 또한 나리아키와의 유대

관계에서 도움받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토 發의 학문･사상 또한 조정에 유입되고 있었다. 

‘헌상의 정치’라고도 표현할 만한 일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닌코천황실록(仁孝天皇實錄)에는 조정 밖 인물들의 저작이 헌상되는 사례가 

辰次郞, 전게논문, 大正 4(1915), 408頁에서 재인용.
227)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二, 58-59頁.
228) 水戶藩史料 別記 上 卷二, 60頁.
229) 이는 家近良樹, 幕末の朝廷 : 若き孝明帝と鷹司関白, 中央公論新社, 2007; 藤田, 

1994 등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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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저작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미토와 관

계된 것들이다. 

우선 첫 번째로, 덴포 4년 7월에 닌코 천황이 중국의 지리도에 관심을 표

명하여 唐土歷代州郡沿革圖를 바치자, 천황이 이를 熟覽하고 만족했다는 

기록이 있다.230) 헌상의 주체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미토의 나가쿠보 세키스

이(長久保赤水)231)가 간세이 2(1790)년에 제작한 중국의 역사지도집이다. 

천황이 중국의 역사지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당시 궁중에서 후한서･삼
국지 등 중국고대 正史의 회독이 이뤄지던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형으로 사누키(讚岐) 다카마쓰(高松) 번의 

9대 번주가 된 마쓰다이라 요리히로(松平賴恕)로부터, 고다이고(後醍醐)-고미즈

노오(後水尾) 천황까지를 다루는 역사서 歷朝要紀가 헌상되었다는 덴포 

8(1837)년 9월의 기록이 있다.232) 

역조요기 또한 I.에서 언급했던 분카 연간 미토의 대일본사 헌상과 마

찬가지로, 상표문을 지참하고 헌상되었다. 천황가의 역사에 浮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통이 지속됨을 찬양하는 내용이다.233) 상표문 외에 요리히로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皇朝의 성대함은 海外 

여러 나라들에 비할 바가 없으며, 그들에게 자랑할 만하다’며, 황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외적 우월감으로 연결되는 양상이 한층 명확히 드러난다.234) 

다카마쓰 번은 탄생부터 미토와 연관되어 있으며, 미토 도쿠가와 家와 다

카마쓰 마쓰다이라 家는 근세 대대로 宗家와 分家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

다.235) 요리히로는 분카 12(1815)년에 다카마쓰 번의 嗣子로 들어갔고 분세

230)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實錄, 3卷682頁.
231) I.에서 언급한 彰考館의 高橋坦室이 長久保赤水의 門人에 해당한다. 井坂清信, 전게

서, 2013, p.458 주1).
232) ｢十三朝紀聞｣, 仁孝天皇實錄, 3卷800頁.
233) “天保八年行從四位下行左衛權少將兼諧岐守臣源朝臣賴恕上表.

臣賴恕言...日域神州, 特立東海, 於昭天皇, 惟命弗革, 爰后下土, 萬國永賴...恭惟 皇朝
列聖之垂統 丕承神屬萬世一軌, 大寶永保, 罔有窮極, 雖則治亂相易南北分裂政體多闕, 
然 神州皇朝之尊 位與天地, 久 運與日月...” ｢進歷朝要紀表｣, 財團法印鎌田共濟會 編, 
鄕土博物館陳列品解說 第7回, 昭和7(1932), 1-2頁 所收.

234) “...恭惟, 我邦皇朝之盛, 大寶不易, 德比天地, 神屬緜傳垂乎無窮, 自海外諸國莫能及焉, 
是故雖天下一趨亂, 寇賊姦宄毋敢懷覬覦之心者, 則天皇晏如在上炳如日星可不謂盛哉...
嗚呼, 此乃我邦皇朝盛事, 所以誇於海外諸國歟。天保丁酉冬　 正四位下行左近衛權中將
兼讚岐守源朝臣賴恕謹序” 仁孝天皇實錄, 3卷800-801頁 所收.

235) 寬永 19년에 水戶의 초대 藩主인 賴房(요리후사)의 장남이자 光圀의 형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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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821)년에 가독을 상속하는데, 호겐(保元)의 난 때 사누키로 유배되어 

현지에서 사망한 스토쿠(崇德) 상황의 무덤을 수리하는 등 “尊王의 뜻이 두

터웠”으며, 역조요기 헌상에 대해서 천황･상황으로부터 치하의 서한을 하

사받았다고도 전해진다.236) 

다카마쓰는 막말 정국에서는 미토 번과 관계가 악화되며, 尊王攘夷 노선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237) 그러나 1830년대나 40년대 초반까지 생존하였으며 

미토 출신인 요리히로라면, 나리아키와도 유사한 학문적 관점을 공유했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요리히로에 의한 역조요기의 헌상 또한, 크게는 조정

에 대한 미토의 학문적 영향의 일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덴포 연간에는 도쿠가와 나리아키로부터 八洲文藻가 헌상되었다. 팔주

문조는 詔勅이나 祭文을 비롯하여 천황가와 관련된 각종 公文, 그 중에서도 

주로 일본 국문으로 된 것을 집성한 저작이다. 덴포 연간에 조정에 헌상된 

것은 前編이고, 後編이 헌상되는 것은 고카 2(1845)년 9월이다. 이때 상표문

이 만들어져 같이 조정에 올려진 것 같다.238) 

나리아키는 그 상표문에서 “天皇陛下가 鴻業을 紹纘하여 藜民을 煦育”하는 

큰 ‘德量’과 ‘皇恩’에 감사를 표하며, ‘詔勅으로 國體의 尊嚴을 드러낼 수 있

고, 辭章으로 人文의 융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239) ‘天皇陛下’

나 ‘國體의 尊嚴’ 등, 존왕론적인 표현의 색채는 앞서 헌상된 대일본사나 

역조요기의 상표문보다 더 짙어지고 있다.

나리아키와 마사미치 사이에는 상표문 첨부에 관한 논의가 미리 이뤄지고 

있었다. 팔주문조의 後編이 헌상되기 한 달 정도 앞선 고카 2년 8월 15일

부의 마사미치 서한에 그 정황이 나타난다. 여기서 마사미치는 미토에서 보

던 賴重(요리시게)가 讚岐에 봉해진 것이 高松松平家의 시초이다. 木原博幸, ｢高松
藩｣, 国史大辞典9, 吉川弘文館, p.75.

236) 財團法印鎌田共濟會 編, 전게서, 昭和7(1932), 3頁; 木原博幸, ｢松平賴恕｣, 国史大
辞典 13, 吉川弘文館, p.145.

237) 木原博幸, ｢高松藩｣, 国史大辞典9, 吉川弘文館, p.76.
238) 水戶藩史料 別記 下 卷二十二, 544-545頁. 齊昭의 上表文은 天保 14년 5월의 

날짜로 되어 있다. 後編을 헌상할 때가 되어, 상표문을 처음부터 바쳤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날짜를 前編 원고의 헌상 시점에 맞춘 것이 아닌가 한다. 

239) “...伏惟 天皇陛下紹纘鴻業, 煦育藜民, 德量如天地, 霈澤如雨露...先以 詔勅, 所以示國
體之尊嚴, 次以辭章, 所以表人文之隆蔚...” ｢上八州文藻表｣, 仁孝天皇實錄, 4卷995
頁; 水戶藩史料 別記 下 卷二十二, 544頁;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大日本維
新史料. 第1編 第1, 文部省, 昭和 13(1938)에는 260頁의 앞쪽에 별첨 형식으로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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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온 後編의 초고를 읽어보았음을 언급하며, 팔주문조가 조정에 萬代의 龜

鑑이 되는 저작이라고 감사를 표한다. 또한 초고와 같이 보내진 상표문 초안

을 검토했는데 천황께서도 매우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40) 

대일본사 헌상 때와 같이 이번에도 미토 측에서 관백에게 미리 상표문 

헌상 여부를 문의했으며, 관백이 그 초안을 사전에 건네받아 검토한 것이다. 

상표문의 첨부나 그 文案은, 미토와 조정 양측의 수뇌부에 의해 미리 협의되

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나리아키가 고카 3년 3월 19일에 다카쓰카사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팔주문조와 비슷한 무렵에 丙丁錄이라는 저작도 같이 헌상되었다.241) 나

리아키의 언급에 의하면 팔주문조는 닌코 천황에게 올려지고 나리아키에게

도 치하의 勅諭가 내려진 데 비해, 병정록은 마사미치가 읽어보고 호평하

기는 했으나 天覽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242) 미토에서 저작을 보낸

다고 하여 모두 천황에게 헌상된 것은 아니며, 특히 관백 다카쓰카사의 단계

에서 선별이 이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리아키는 앞선 덴포 15(1844)년 5월에 막부로부터 隱居를 명받았다. 하

지만 그는 다카쓰카사 관백과 긴밀한 서신 왕래를 계속하며, 그를 통해 새로 

즉위한 고메이 천황에게 학문에 대한 관심이나 대외문제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상기시키려 한다.

고메이 천황은 고카 3(1846)년 2월 제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로부터 불과 

반년 가량이 지난 8월, 막부에 대해 海防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유명한 

칙서를 내렸다.243) 이미 덴포 13(1842)년 이후 아편전쟁이나 네덜란드 국왕 

개국권유 친서의 정보가 공가사회에서 암암리에 퍼지며244) 조정에서도 대외 

240) 水戶藩史料 別記 下 卷二十二, 544-545頁.
241)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1頁, 263頁.

丙丁錄은 자연재해를 君主의 덕과 연관시키며 警戒하는 내용이라 한다. 鹿児島大
学古典籍類デジタルア〡カイブ(http://ir.kagoshima-u.ac.jp/) 다만 실제 집필자는 弘
道館 敎授頭取를 역임한 靑山延光(아오야마 노부미쓰)였고 齊昭는 대외적으로 저자
로 내세워진 것이었다. 豊田天功(도요타 덴코)가 靑山에게 보낸 서한에서 “貴著 丙
丁錄이 烈公 님의 著述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維新史料編
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6頁.

242)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3頁.
243)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大日本維新史料. 第1編 第2, 文部省, 昭和 14(1939), 

633頁.
244) 家近良樹, 전게서, 2007, pp.95-97; 藤田, 1994,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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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의 싹은 뿌려졌다고 할 수 있지만, 위기의식이 구체화하는 기점은 

고메이 천황 초년의 이 칙서라고 할 수 있다. 

도쿄의 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에 소장된 산조 가 문서(三條家文書)에

서도 고카 3(1846)년을 기점으로 대외문제에 관련된 사료가 본격적으로 수

록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찍이 대일본사 상표문의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던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孺)가 분세이 6(1823)년에 저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防海徹言｣245)이나, 도요타 덴코(豊田天功)가 같은 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禦虜策｣246) 등 미토 학자들의 저술이 비중 있게 모아져 있다. 

산조 가 문서에는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다카쓰카사 마사미치에게 ‘異國船

의 일’에 관해 보낸 서한의 사본도 끼어 있다. 연도는 가에이(嘉永) 3(1850)

년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는 러시아나 에조치(蝦夷地) 문제도 언급되고 있

다.247) 변경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는 당시 일본의 지식인층에게서 그리 특

이한 현상이 아니나, 이 시기에 와서 이러한 정보가 조정 중역들에게서까지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248)

앞서 병정록의 헌상과 관련하여 언급한 고카 3(1846)년 3월 19일자 나

리아키 서한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역시 다카쓰카사 관백에게 보내진 이 

서한의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즉위 직후인 고메이 천황의 교육방침과 관련

된 조언, 두 번째로는 조정 의례에서 불교색을 배척하라는 건의이다. 후기미

토학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조정의 학문･종교정책에 관여하려는 나리아키의 

의향이 잘 드러나 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나리아키는 고메이 천황의 교육 방침에 대해 ‘학문(御文學)은 매우 

중요하며, 國學은 물론 漢學과 그 외 아랫것들의 書畵類까지 보아서 농업의 

어려움 등 下情에도 통달하실 것’을 주장한다.249) 천황이 통치자로서의 존엄

과 관념적 자부심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나리아

키의 바람임을 알 수 있다. 

245) 三条家文書第24冊, 2-3頁,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246) 三条家文書第24冊, 5-9頁,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247) 德川齊昭書翰鷹司政通宛(寫), 三条家文書, 第3冊 212頁(資料番号124-1), 國立國

會圖書館 所藏.
248) 이러한 자료의 전달/소장 자체만으로 그에 대한 공가들의 관심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음은 알 수 
있다. 

249)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2-26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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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된 자로서 백성의 생활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관념 자체는 고사

쿠라마치(後櫻町) 상황 때 정례화된 모내기 儀式 御覽 등 통하는 선례도 있

다. 그러나 ‘아랫것들의 書畵類’ 등 보다 다양한 층위의 자료까지 섭렵할 필

요가 있다는 건의는, 기존 천황이나 공가들의 학문･교육 상황에 비추어볼 때 

확실히 파격적인 주장이라 할 만하다.

또한 이 서한을 통해 나리아키는, 조정에서의 불교 배척 필요성을 매우 직

설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교토도 東風에 쓸려 古實이 衰弊함이 많고, 皇國 

根元의 神道도 폐하여지고, 異端 虛無의 가르침이 천황에게까지 들어왔다’며 

개탄한다. 그러면서 ‘親王･攝家를 비롯한 公家가 모두 皇國의 道를 우러르고 

자식을 異端에는 들이지 말 것이며, 皇朝의 學問에 능할 것’을 주장한다.250) 

나리아키는 덴포 11(1840)년 말 고카쿠 상황의 사후에도 종전의 불교식 

장례관습을 바꿀 것을 조언한 적이 있다. 5년 반 가량의 시차가 있는 위의 

서한에서는 조정 儀式･관례에서의 불교 색채를 중세 이후 조정이 무가에 밀

려 쇠퇴한 사실과 결부시키며,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

다. 또 천황이 국학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 서두에 이어, ‘皇國

의 道’, ‘皇朝의 學問’과 같이 비슷한 표현을 거듭 쓰면서 조정이 일본 고유

학문에 힘써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251) 

이 서한에서 나리아키는 ‘御火中火中’이라 하여, 읽고 소각할 것을 요청하

는 서한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는 친왕가･섭가로 비판의 범위를 특정

하여, (적장자 외의) 자식을 출가시키는 관습을 겨냥하여 ‘異端에 出家시키는 

것은 皇國에 독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한층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252) 

배불론과 신도 중시의 언설은 소라이학이나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의 

草茅危言에서도 나타나며, 도쿠가와 후기의 思想界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

다.253) 그렇더라도 위의 고카 3(1846)년 3월 나리아키 서한에 나타나는 언

설은 주목할 만하다. 미토 자체의 藩政 개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조정을 

250)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3頁.
251) 後期水戶學의 학풍은 朱子學的인 尊王論의 기초에 徂徠學･國學 등 다양한 담론을 

흡수하며 형성되었기에, 국학을 중시하는 齊昭의 표현이 이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
다. 本居宣長을 비롯한 국학의 언설을 다수 수용했던 藤田東湖의 영향이 아닐까 한
다. 東湖와 국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吉田, 전게서, 2003, pp.123-139를 참조.

252)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3-264頁.
253) 야스마루 요시오, 이원범 역, 전게서, 2002,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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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건의하며 그 정책변화를 유도했다는 점, 그것도 황족이나 섭관가를 

직접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다카쓰카사 마사미치는 이해 윤5월 29일 답신을 보낸다. 여기서 나리아키

의 배불론, 즉 ‘火中一件’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대답하고 더 이상 부연하지 않는다.254) 고메이 천황 재위 초기의 

조정에서 특별히 불교에 대한 적대정책이 시행된 흔적은 없기에, 나리아키의 

배불론이 그대로 천황에게 奏上되거나 조정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카쓰카사 마사미치는 당시 후지와라 씨의 長者(氏長者)로서 나리

아키의 비판 대상인 섭관가의 수장에 해당했다.255) 이는 그만큼 두 사람이 

서로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사이라는 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마사미치가 

나리아키의 견해에 동조하는 양상은, 나리아키가 3월 19일의 서한에 첨부한 

저작인 迪彜編에 대한 마사미치의 평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적이편은 新論의 저자이기도 한 아이자와가, 비슷한 내용을 漢文인 

신론과는 달리 비교적 평이한 日本文(정확히는 漢文의 訓讀體)으로 풀어낸 

저작이다.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의 서문256)에 붙은 날짜를 통해 덴포 13 

(1842)년 이후 공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이자와가 기존에 가졌던 대

외인식에 아편전쟁 이후의 위기감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이편의 ‘神天’･‘君道’ 편에서는 ‘미즈호노쿠니’(瑞穗の國)257)의 풍요로

움을 夷狄의 야만성과 대비시키고, 그것이 神代로부터 내려오는 천황가의 덕

이라고 묘사한다. 일본열도를 평정하고 통치제도를 정비했다는 고대 천황들

의 전승은, 군주의 道의 모범으로 규정된다.258) 

‘奮武’ 편에서는 진구(神功) 皇后의 新羅 정벌과 한반도 服屬의 전승을 시

작으로, 몽골 격퇴나 조선침략 등 일본의 武威를 보여주는 사례를 열거한

다.259) 그러면서 ‘神洲의 臣民된 자’에게는 ‘皇太神의 末光을 받들고 武威를 

254)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5頁.
255) 公卿補任 第五篇(新訂增補國史大系) 仁孝天皇(弘化三年), 吉川弘文館, 昭和 9 

(1934), 430頁.
256) 藤田東湖, ｢迪彜編序｣(高須芳次郞 編, 藤田東湖全集 : 新釋 第4卷, 硏文書院, 昭

和 19 [1944] 所收)
257) 탐스럽게 여문 벼이삭의 나라라는, 記紀神話에서 유래하는 일본의 美稱.
258) ｢迪彜編｣, 瀧本誠一 編, 日本經濟叢書：卷34, 日本經濟叢書刊行會, 大正 6(1917), 

417頁, 4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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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쳐 皇化를 펴나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며,260) 일본의 ‘武威’에 대한 자부

심을 천황가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도코의 서문에서도 ‘神州는 武

에 기반하고 있다’며 일본의 武威에 대한 자부심이 표출되며, 이는 몽골과 만

주족 등 이민족에게 거듭 정복된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과도 연결되고 있

다.261) 

다카쓰카사는 윤 5월의 답신에서 이 적이편에 대해 ‘지극히 마땅한 내용

으로, 제 견해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동의하며 감동했

습니다’라고 호평한다. 이어서 조정 구성원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는 의향을 표출한다.262) 

적이편은 문장의 면에서는 精彩하지 못하고 표현도 세련되지 못하다고 

평가되지만,263) 그만큼 初學者에게 이해되기는 더 쉬웠을 것이다. 미토 지식

인의 最先端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후지타 도코･아이자와 야스시의 관여로 

미토의 사상이 압축적이며 명확한 문체로 집약된 저작이, 번주 나리아키에 

의해 조정에 전달된 사실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저작은, 새로 즉위한 고메이 천황의 교육･學問觀이나 통치자로서

의 의식을 미토의 사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기에는 매우 걸맞은 정치이

념서로 보인다. 적이편 자체가 천황에게 헌상되었는지는 불확실하나 같은 

해 8월 海防 칙서가 내려진 배경에는 당대의 해외정세에 대한 천황의 지식

과 위기감이 있을 것이며, 그에는 위와 같은 조언이나 저작 헌상 또한 영향

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역사나 대외문제에 대한 조정･천황의 관심을 상기시키려는 나리아키의 행

보는 가에이 연간에도 지속되었다. 가에이 5(1852)년 2월에는 대일본사
紀傳의 剞劂(판목)에 나리아키가 직접 跋文을 달아서 조정･막부에 헌상하였

다. 역시 다카쓰카사 관백을 거쳐서 고메이 천황에게 올라갔고, 천황으로부

터 만족의 뜻이 전달되었다.264) 

259) ｢(四)奮武　廸彜篇｣, 內藤燦聚 編, 軍人讀本 : 忠君愛國, 博文館, 明治 25(1892), 
15-17頁.

260) ｢(四)奮武　廸彜篇｣, 內藤燦聚 編, 전게서, 明治 25(1892), 20-21頁. 
261) 高須芳次郞 編, 전게서, 昭和 19(1944), 49頁.
262) 維新史料編纂會･文部省 共編, 전게서, 昭和 13(1938), 265頁.
263) 高須芳次郞 編, 전게서, 昭和 19(1944), 54頁.
264) 水戶藩史料 別記 下 卷二十二, 559-560頁. 계속 언급했던 대로 大日本史는 이

미 文化 연간에 上表文과 함께 조정에 헌상되지만, 이 때 헌상된 것은 초기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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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토는 같은 가에이 5년 ‘地球小樣’ 즉 지구의를 제작하여 조정에 

올리는데, 천황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도 상표문을 첨부하였는

데 이는 기존의 상표문에서와 같은 한문이 아닌 宣命體로 작성되고 있다. ‘萬

國은 원래 神州에서 갈라진 나라’라며 진구 황후의 三韓征伐 故事 등이 ‘萬國

의 형태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하여,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과 해외진출

을 결부시키고 있다.265)

해외의 지리･정세나 특히 서구열강의 세계진출에 대한 관심, 그것을 일본

의 안보･국익과 연결시키는 담론은 적어도 18세기 말 이후에는 발달했던 출

판 시장을 통해 일정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졌던 ‘강력한 소수파’였다.266) 그

러나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보면 대외문제와는 가장 隔絶된 존재였던 조정

과 공유하려 한다는 면에서, 나리아키는 적어도 도쿠가와 일문을 포함하는 

무가의 상층부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또 그만큼 이채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조정을 존경할 필요성을 막부의 권위와 연결시키는 것이 

나리아키의 상투적 논법이었다. 그러나 사실 도쿠가와 지배체제 하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막부의 존숭을 조정과 끈질기게 엮어서 언급하는 것 자

체가, 그의 주장이 이질적이고 막부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임을 은연중에 

시인한 셈이 아닐까. 

나리아키가 조정에 접근한 궁극적인 의도나 정치적 목표 등을 말해주는 성

문화된 자료가 없기에,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혹은 그런 목표 자체가 존재

했는지)를 확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리아키의 조정 

접근을 통해, 그의 관점이나 미토의 학풍이 조정의 행보에 영향을 끼쳤음은 

사실이다. 

나리아키가 서한이나 저작 헌상 등의 형태로 천황과 조정 구성원들에게 촉

구했던 내용은, 학문에 힘쓰며 특히 신도･국학 등 일본 고유의 道를 중시하

간행본이다. 嘉永 연간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南北朝時代 부분까지 포함하는 紀
傳 전체가 헌상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원고의 활자화 진행상황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앞선 헌상 시점이 아닌 이 시점에 와서 조정이 비로소 南朝正統論을 
완전히 수용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65) 水戶藩史料 別記 下 卷二十二, 565-566頁.
266) 박훈, 2014a, p.59. 德川後期의 이러한 담론 자체를 소개･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있

으나, 국내에서 나온 것으로는 국방, 특히 海防의 언설에 초점을 맞춘 박영준, ｢이양
선과 해국(海國)의 해방론(海防論)｣,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그물, 2014, pp.63- 
174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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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교와 같은 외래 이단의 가르침은 배척하고, 농업을 비롯한 서민의 현

실에도 관심을 갖고, 고조되는 대외적 위기를 자각하고 일본의 국위를 해외

에 떨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 등이다. 그리고 幕末維新期를 거치며, 

이런 바람들은 그 정도와 형태는 다양하나마, 어쨌든 대개 실현되고 있다. 

메이지(明治) 원(1868)년 8월에 거행된 메이지 천황의 즉위식에서는 기존

의 관례가 대대적으로 변혁되었다.267) 그런데 이 즉위식의 준비 과정에서는,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고메이 천황에게 지구의를 헌상했다는 사실이 상기된

다. 이는 세계의 대세를 알려서 일본의 국위를 사해로 떨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새로운 즉위식에서 이 지구의를 중심에 놓는다면 조정 관리들

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268) 이는 미토/나리아키와의 

관계가 막말유신기 천황･조정의 행보, 혹은 그 지향성에 미친 영향을 상징하

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267) 특히 중국풍(으로 분류된) 관례들이 다수 제거되었으며, 儀式의 급격한 변혁에 공
가들이 불만을 갖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우, ｢王政復古와 諸儀禮의 變革｣, 한
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치사상사 1권 1호, 2002.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268) 도널드 킨, 김유용 역, 明治天皇 상, 다락원, 2002,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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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 ‘治者意識’ 상승과 정치적 浮上의 토대

본론의 I.과 II.를 통해, 經史로 대표되는 ‘學問’에 대한 朝廷 내부의 관심

을,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 재야 지식인층이나 미토 번(水戶藩) 등 조정 외부

와 형성된 학적･정치적 관계를 통한 尊王思想의 유입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조정의 ‘浮上’과정에서 ‘학문’이 담지한 정치적 역할은 어떠한 것

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朴薰은 18세기 후반 이후 武家 사회에서 학문의 열기가 ‘學的 네트워크’ 

형성과 ‘士大夫的 政治文化’ 수용, ‘政治化’･‘士化’로 이어졌다고 표현한다.269) 

그러나 이러한 무가에서의 흐름이 조정･공가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지타 사토루(藤田覺)는 학문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도쿠가와 후기의 

天皇이 강렬한 ‘君主意識’ 내지 ‘皇統意識’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한다.270) 그

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은 천황 개인에 관한 것으로, 堂上公家나 조정 전체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다. 

사타케 도모코(佐竹朋子)는 학문의 교양이 해외정보나 위기의식과 맞물리

며 ‘政治主體’로서의 自己를 형성해간 사례로 산조 사네쓰무(三條實萬)를 거

론하고, 이것이 다른 공가에게도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한다.271) 하지만 조정 

구성원의 ‘정치주체’로서의 自己規定이라는 문제에서, 페리 내항이나 通商條

約 問題 이전과 이후의 그것은 질적으로 분명히 다를 것인데, 사타케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도쿠가와 후기 조정의 위상이 상승했음은 분명하나 아직 현실정치 관여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으며, 尊號事件과 같은 幕府와의 전면적 대립은 매우 드

문 일이었다. 공가나 지게관인(地下官人)층에서 무가에 대한 반감이나 멸시

가 종래부터 뿌리 깊게 있어왔음은 사실이지만, 천황이나 攝關家 등 조정 상

층부의 對幕 협조 기조를 넘어설 만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칙허문제 이전의 단계에서, ‘학문’의 열기

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막부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등의 지향으로 

269) 박훈, 2014a, pp.177-181.
270) 藤田, 2011b, pp.242-244; 同, 1994, pp.76-80
271) 佐竹, 2008,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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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었다고는,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緖論에서도 언급한 바, 

현실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참여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

을 ‘政治意識’의 발현이라 규정할 수 있다면, 페리 내항 이전 조정의 변화는 

그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학문’의 열기 상승이나 존왕사상 유입은, 대외적 위기의식 고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國家大事’에 대한 관심이 당위로서 간주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학문으로 인한 의식 변화가 대외적 위기의식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긍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문의 열기와 대외적 위기의식은 <선후

관계>나 <연결관계>보다는 <병렬관계>로서, 조정의 ‘부상’을 양쪽에서 뒷

받침하는 支柱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고메이(孝明) 천황 즉위 원년인 고카(弘化) 3(1846)년에 막부에 海防의 

勅書를 내린 이후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이 대외적 위기감의 고조와 맞물리

며 ‘정치의식’이 형성될 단서가 비로소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이 공가들의 본격적인 정치적 견해 표출이나 천황･조정의 정치적 ‘부상’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칙허문제라는 외적 자극이 

추가로 필요했다. 

따라서 페리 내항 이전부터 진행되던 ‘학문’을 통한 조정 구성원의 의식 변

화는, 본격적인 ‘정치의식’ 발현의 전 단계로서, 정치적 부상의 토대로서의 

의미를 갖는 ‘治者意識’의 상승 내지 明確化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일본의 통치자라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조정 구성원들의 자

기정체성 규정은 이전 시대에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 ‘학

문’의 열기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한 존왕사상의 유입을 통해, 조정 구성원들

의 ‘치자의식’은 도쿠가와 초･중기에 비해 한층 도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조정의 역사적 역할, 그 ‘주체성’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은 戰前 일본의 ‘皇國史觀’과 맞닿을 뿐더

러,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천황이나 공가가 정치를 주도했다는

(혹은 해야 한다는) 관념은, 王政復古 이후의 시대에도 어디까지나 관념의 

영역에 머물렀으며, 정치의 실제 現狀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메이지(明治) 22(1889)년 발포된 憲法에 천황의 大權이 명시되는 등, 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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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이후 천황의 권위는 틀림없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과 

결정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마, 元老･內閣･軍部와 같은 황실 

밖의 세력이 주도했다. 

공가의 경우, 특히 상층부 공가들은 유신 이후 華族으로 편입되어 높은 위

상을 갖기는 했다. 하지만 군주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개

별 귀족가문의 명망있는 후예 차원으로서가 아닌─빠르게는 太政大臣을 역임

한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나 늦게는 수상을 역임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

文麿)와 같이─‘집단’의 의미에서, 옛 공가들이 왕정복고 이후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갖고 일본의 국가적 방향성을 좌우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조정이 막말의 변혁 국면을 촉발한 중요한 행위자임은 부정될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幕末維新史의 논의에서 조정은 ‘객체’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戰後의 硏究史에서 그 내부의 동향은 뒤늦게야 조명되

기 시작했기에, 구체적 실증이 미비한 지점이 많음은 분명하다. 그러한 硏究

史를 보완한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작은 의의를 찾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를 계승･발전시키며, 학문이나 교육, ‘지식과 권력의 관

계’와 같은 문제의식을 축으로 확장하여, 동시대의 막부나 諸藩의 상황 등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막부를 주체로 삼아, 조정의 동향에 대한 막부 측의 

대응과 인식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町人･賤人 등 여러 사회집단이 藝能이나 

‘由緖’ 등을 매개로 가졌던 천황･조정에 대한 의식이 학문･사상면에서의 존왕

론과 갖는 관계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물론, 本稿에서 다루었던 부분의 연

구를 심화하여, 그 변화상을 한층 구체적으로 밝혀감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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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附表>-1. 幕末 시점에서의 堂上公家 137家

분류 가문명칭 수
승진

한도

攝家
고노에(近衛), 이치조(一條), 니조(二條), 

구조(九條), 다카쓰카사(鷹司)
5 攝政·關白

淸華家

고가(久我), 산조(三條), 사이온지(西園寺), 

도쿠다이지(德大寺), 가잔인(花山院), 

오이노미카도(大炊御門), 기쿠테이(菊亭, 

이마데가와〔今出川〕), 다이고(醍醐), 히로하타(廣幡)

9 大臣

大臣家
나카노인(中院), 

오기마치산조(正親町三條 사가〔嵯峨〕), 산조니시(三條西)
3

大臣

(近衛大將 

겸직 불가)

羽林家

藤原北家 閑院流(23家) 藤原北家 花山院流(5家)

藤原北家 中御門流(9家) 藤原北家 御子左流(4家)

藤原北家 四條流(7家) 藤原北家 水無瀨流(5家)

藤原北家 高倉流(2家) 후지와라 氏 이상 55家

기타 宇多源氏(3家)村上源氏(8家) 

66

120

大納言·

中納言· 

參議

名家
日野家 12家 (藤原氏), 勸修寺家 13家 (藤原氏), 平氏 

4家
29

半家

스가와라(菅原) 氏 : 가라하시(唐橋), 다카쓰지(高辻), 

고조(五條), 히가시보조(東坊城), 기요오카(淸岡), 

구와바라(桑原) 이상 6家 

기요하라(淸原) 氏 : 후나바시(舟橋), 후세하라(伏原), 

사와(澤) 이상 3家

藤原氏(2家) 淸和源氏(1家) 宇多源氏(2家)

花山源氏(1家) 平氏(1家)

大中臣氏(1家)卜部氏(4家)

安倍氏(2家) 丹波氏(1家) 大江氏(1家)

25

※ 李元雨, 幕末の公家社会, 吉川弘文館, 2005, pp.156-161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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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교재 학습범위 주재자 참석자
수록 

원사료명

실록
수록 
권･쪽

비고

政11.02.05 後漢書 卷20 列傳第10 
祭遵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天皇
實錄(이
하仁孝)
3卷 552- 
553頁

政11.04.15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553頁

政12.11.25 後漢書
卷56 張王種陳列
傳第46
(種暠傳 이하)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598頁

定日

政12.11.27 後漢書
卷57 杜欒劉李劉
謝列傳　第47 
(~劉陶傳)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598頁

非定日, 
11.30 
분량을 
앞당김

政13.02.10 後漢書 卷58 列傳第48 전체 五條爲定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5-606頁

政13.02.16 後漢書
卷59　 張衡列傳
第49 十五枚裡 ‘災
消不至矣’까지

五條爲定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閏03.15 後漢書
卷63　李杜列傳 
第53 李固傳 ‘況受
顧遇而容不盡乎商
不能用’까지

在賢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閏03.20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附表>-2. 仁孝天皇 재위기의 역사서 會讀

∙ 天皇皇族實錄에 수록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 會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었다는 기록은 제외하였다.

∙ 학습범위･주재자･참석자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기록되지 않은 참석자가 더 있을 수 있다.

∙ 스가와라(菅原)･기요하라(淸原) 일족이 참석했으나 당일 회독의 주재 여부

가 불확실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주재자가 아닌 참석자 측에 표기하였다. 

∙ 연도표기 : 

분세이(文政, 1818-30) →政 / 덴포(天保, 1830-44) →天 / 고카(弘化, 1844-48) →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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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교재 학습범위 주재자 참석자
수록 

원사료명

실록
수록 
권･쪽

비고

政13.04.25 後漢書 卷65　皇甫張段列傳
第55 段熲 27枚까지

淸二位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04.30 後漢書 五條爲定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05.10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05.15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6頁

政13.06.05 後漢書
卷70　鄭孔荀列傳
第60 孔融 15枚
裡 ‘先帝已然之法
所未敢處’

菅三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7頁

다음번은 
이어지는 

‘初曹操攻屠鄴
城’부터 시작

政13.06.06 後漢書
卷70　鄭孔荀列傳
第60 荀彧 ‘三年
遂擒呂布定徐州’ 
까지

新淸三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7頁

臨期會讀, 
다음번은 
‘五年, 

袁紹率大觿
以攻許’부
터 시작

政13.06.15 後漢書
卷72　董卓列傳　第
62　9枚裏5行 ‘卓所
親愛, 竝不處顯職, 
但將校而已’까지

新淸三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7頁

政13.06.20 後漢書 卷72　 董卓列傳
第62　26枚까지

淸二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07頁

政13.09.10 後漢書
卷74上　袁紹劉表
列傳　第64上 3枚
裏3行目 ‘紹猶稱
兼司隸’ 까지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19頁

다음번은 
‘初平元年’ 

부터

政13.09.15 後漢書
卷74上　袁紹劉表
列傳　第64上 19
丁表 ‘操大懼, 乃
讓位於紹’ 까지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 
近臣 5명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19頁

다음번은 
‘二年，使
將作大匠
孔融...’
부터

政13.09.21 後漢書
卷74上　袁紹劉表
列傳　第64上 나
머지 전체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20頁

전날 
일정이 

연기된 것

政13.10.04 後漢書
卷75·劉焉袁術呂
布列傳第65
10枚表 4行 ‘遂拘
堅妻奪之’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20頁

갑자기 
실시됨, 
익일치 
定日分을 
앞당긴 것

政13.11.15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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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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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01.12.25 後漢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620頁

申後-酉刻過
(文政13.1
2.10. 
天保로 
改元)

天02.08.10 三國志 三國志 회독 개시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63頁

天06.01.28 三國志 卷44 蜀志14 전체

大宮權大夫, 
東坊城聰長, 
式部權大輔, 
量輔朝臣, 
光宙朝臣 等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29頁

舟橋三位 
참석 

예정이었
으나 불참. 

天06.06.05 三國志 卷52 吳志 7(和本) 
25枚 表9行까지

在賢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46頁

天06.06.11 三國志 在賢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46頁

天06.06.18 三國志 卷53 吳志 8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46頁

天06.06.23 三國志 在賢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46頁

天06.06.29 三國志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46頁

未刻-,
申刻 무렵 
儲君 出座

天06.07.05 三國志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0頁

天06.07.23 三國志 卷56 吳志11 朱
治傳까지 끝냄 

新淸三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0頁

天06.07.29 三國志 卷56 吳志11 전
체 끝냄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0頁

天06.閏07.
06

三國志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1頁

天06.閏07.
11

三國志 吳志 東坊城聰長 式部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1頁

天06.閏07.
29

三國志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1頁

天06.08.15 三國志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2頁 

天06.08.27 三國志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2頁 

天06.09.02 三國志 卷61 吳志16 潘
浚陸凱傳 전체

新淸三位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3頁 

天06.09.14 三國志 卷63 吳志18 吳
範劉惇趙達傳 전체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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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06.10.09 三國志 卷65 吳志20 
王樓賀韋華傳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59頁 

天06.12.15 三國志 滿會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63頁 

天07.02.14 晉書
晉書 회독 개시
卷1 帝紀第1 宣帝
13枚

大宮權大夫, 
葉室中納言, 
東坊城聰長, 
式部權大輔, 
光宙朝臣 等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0頁 

新淸三位
가 천황의 
의향으로 
회독에서 
제외

天07.02.27 晉書 卷2 帝紀第2 景帝
甘露4年 기사까지

式部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1頁 

다음번은 
景元元年부터

天07.03.03 晉書 卷2 마지막까지 式部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1頁 

天07.04.28 晉書 卷5 帝紀第5 孝愍
帝 마지막까지

式部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
仁孝3卷7

71頁 
다음번은 
元帝紀부터

天07.05.08 晉書 卷6 帝紀第6 元帝 
10枚

東坊城聰長, 
光宙朝臣, 
通熙朝臣 等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2頁 

天07.09.06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8頁 

天07.12.14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8頁 

天07.12.20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8頁 

끝난 뒤 
東坊城聰長을 
또 어전에 
불러 

孔子家語
강의

天07.12.23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79頁 

入夜 후 
東坊城을 

어전에 불러 
烟管을 하사

天08.02.29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90頁 

未刻過
-晡過

天08.03.07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90頁 

未刻比-晩景

天08.05.06 晉書 東坊城聰長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90頁 

午後-晩景

天08.07.03 晉書 卷23 志第13 樂
下 마침

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91頁 

天08.07.09 晉書
卷24 志第14 職
官 10枚 攝知右事 
까지

權大輔 ｢東坊城聰長日記｣ 仁孝3卷
79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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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10.05.02 日本書紀 卷28･29 天武紀 
卷30 持統紀 等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847頁 

近日과 같이 
親王을 
어전에 
불렀다고 
기록

天10.05.02
밤에 宿直 공가들에게 日本書紀 회독이 끝나면 續日
本紀 회독 시작할 것을 분부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847頁 

天10.05.26 日本書紀 滿會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847頁 

평소와 같이 
親王을 
어전에 
불렀다고 
기록

天11.02.07 續日本紀
續日本紀 시작, 
卷13 聖武天皇 
天平10年-11年 
마침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865頁 

酉刻過-,
다음회는 

天平12年부터 
시작하기로

天13.02.14 續日本紀 卷25 廢帝(淳仁) 
天平寶子8年 마침

新源大納
言 以下 
17輩 남짓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946-947頁 

다음은 
稱德天皇 
天平神護 
元年 

正月부터

天13.02.26 續日本紀 卷26 모두 마침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947頁 

未刻 
무렵-申半
刻 무렵

天13.11.20 續日本紀
滿會.
이듬해부터 續日
本後紀 회독하기
로 결정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971頁

晡時-,
출석한 
役人衆과 
近習衆에
게 각각 

末廣(부채)/
紙, 末廣/ 
多葉粉(담
배) 하사

天14.03.06 通鑑綱目 後漢 靈帝 建寧4
年까지

｢東坊城聰長
日記｣

仁孝4卷
988頁 

天14.07.04 日本逸史 日本逸史 시작
橋本實久, 
橋本實麗

｢橋本實久日記｣･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未下刻

天14.07.17 日本逸史 橋本實久, 
橋本實麗

｢橋本實久日記｣･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申終刻-, 
紙 하사

天14.07.24 日本逸史 橋本實久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999頁

申終刻-, 
扇子 5握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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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14.08.11 日本逸史 延曆19年4月
橋本實久, 
橋本實麗

｢橋本實久日記｣･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申終刻-, 
辰刻 무렵에 
德大寺 
저택에서 
평소와 같이 
日本逸史

회독

天14.08.15 日本逸史 卷90 橋本實久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999頁

申初刻-

天14.08.23 日本逸史 卷11 卷12 마침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天14.08.29 日本逸史 延曆24年 2月 마침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申斜-

天14.09.04 日本逸史 卷134 마침
橋本實久, 
橋本實麗

｢橋本實久日記｣･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999頁

申終刻-酉
刻 무렵

天14.12.23 日本逸史 卷20 마침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15頁

술과 안주 
하사

天14.12.29 日本逸史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15頁

금 하사

天15.02.04 日本逸史 弘仁4年 正月-同
5年 3月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26-1027頁

未半刻 
무렵-

天15.02.06 通鑑綱目 ｢東坊城聰長
日記｣

仁孝4卷
1027頁

天15.02.10 日本逸史 卷22 弘仁5年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26-1027頁

未斜-

天15.04.08 日本逸史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26頁

午後

天15.04.20 日本逸史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26頁

天15.04.29 日本逸史
弘仁13年3月中
(實錄에 弘化라 된 
것을 弘仁으로 수정)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26-1027頁

未斜-

天15.05.17 日本逸史 卷33 마침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27頁

天15.06.06 日本逸史 卷35 마침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27頁

天15.06.12 續日本後紀 第1卷 판본 校合
春宮權大夫
, 三位中將

新平三位, 
內藏頭, 

橋本實麗 等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54-105

5頁

古寫本, 
同卷物, 
新刻本(寬
政板) 等

天15.06.14 續日本後紀 판본 校合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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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15.06.18 續日本後紀 판본 校合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54-1055頁

天15.06.22 日本逸史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26頁

天15.06.24 續日本後紀 판본 校合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4頁

天15.07.22
續日本後紀 私本 校合을 위해 議奏가 官庫御本 대출
을 (천황에게) 허락받음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4頁

앞서서 
春宮權大夫, 
三條亞相과 
논의했던 바

天15.07.23 續日本後紀 판본 校合, 第8卷 
종료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4頁

아침

天15.07.25 日本逸史 滿會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26頁

술과 안주 
하사

天15.07.27 續日本後紀 판본 校合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4頁

官本 拜借 
校合

天15.08.02 續日本後紀 開卷
橋本實麗, 
橋本實久

｢橋本實麗日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4-1056頁

申初刻-申
終刻 무렵

天15.08.09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久

｢橋本實麗日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5-1057頁

天15.08.14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久

｢橋本實麗日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5-1057頁

午後

天15.09.02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5頁

天15.09.07 續日本後紀 承和3年 마침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久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5-1057頁

天15.09.07 續日本後紀 橋本實久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7頁

弘01.12.04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5頁

(天保15.1
2.2. 

弘化로 
改元)

弘01.12.07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5頁

弘01.12.13 續日本後紀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5頁

酉剋 
무렵-

弘01.12.24 續日本後紀 滿會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55頁

弘01.12.30
續日本後紀 회독 참석의 치하로 橋本實久 白銀2枚, 
中將 金500疋, 그 외 참석자들이 선물을 하사받음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57頁

弘02.01.28 文德實錄 開卷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83頁

申刻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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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02.03.29 文德實錄 第6卷 마침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89頁

晡時-

弘02.04.30 三代實錄 校合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91頁

弘02.05.06 三代實錄 校合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91頁

弘02.05.16 文德實錄 第10卷, 滿會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久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94頁

申初刻,- 
紙 등을 
하사

弘02.05.24 三代實錄 開卷, 第1卷 마침
橋本實麗, 
山科言成

｢橋本實麗日記｣･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95頁

未刻 무렵-, 
山科言成가 
2枚가량 
읽었다고 
기록

弘02.05.27 三代實錄 橋本實麗 ｢橋本實麗日記｣ 仁孝4卷
1095頁

午後

弘02.07.09 通鑑綱目 橋本實久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098頁

申終刻-酉終
刻, 그후 
천황이 다시 
實久, 內藏卿 
등을 불러들여 
雜談, 선물을 

내림

弘02.07.17 三代實錄 第7卷 마침 山科言成 ｢山科言成卿記｣ 仁孝4卷
1099頁

弘02.08.07 通鑑綱目 東坊城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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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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酉刻 
무렵-戌刻 
무렵. 술과 
안주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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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御會에서의 수고를 치하하여 橋本實麗에게 金500疋, 
橋本實久에게 白銀2枚, 그 외 다수에게 선물 하사

｢橋本實麗日記｣･
｢橋本實久日記｣

仁孝4卷
111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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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抄録(일문 초록)

徳川後期における朝廷の浮上と「学問」の役割

金炯辰

ソウル大学校

東洋史学科大学院

徳川時代を通じて現実政治から遊離されていた朝廷は、安政5(1858)年の日米修

好通商条約の勅許問題を起点とし、政治的「浮上」を遂げる。しかし、朝廷の

政治的「浮上」の条件が、この時代になって突如揃ったわけではない。本稿

は、その「浮上」の土台を時代をより遡り、徳川後期において探すべきである

との問題意識から出発している。

 朝廷の「浮上」の理由として、「国家大事」に対する朝廷の関心･参加が当為

とされる雰囲気の形成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これを「政治意識」の自覚ない

し明確化といえよう。その過程において、重要視するべきものが「学問」の政

治的な役割である。 

 既存の朝廷研究においては学問の問題を論じる場合、古制･儀式の考証などい

わば「有職故実」の知識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きた。しかし統治の理念、現

実政治に対する意識との関係からみると、中国･朝鮮半島における王室･士大夫

と同様に経史、つまり儒学と歴史の学習に焦点を当てる必要があろう。

 本稿の第1章では、天皇を中心とする宮中の学習について論じた。徳川期の天

皇には、「禁中並公家諸法度」の第1項が象徴するように、理念の面においては

学問に励むべきことが標榜･強調された。しかし実際の様相を見ると、経史の学

習は和歌など文学に比べてそれほど重要視されたとは言い難い。  

 天明･寛政期(1781-1801)になると御所の再造営などを契機に、朝廷が「復古」

の雰囲気で盛り上がりをみせる。当時の光格天皇は強烈な「君主意識」の持ち

主として評価されるが、その背景には学問に対する関心もあったとされる。但

し本稿は、先行研究においてほとんど光が当られなかった後桜町上皇の役割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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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目を向けた。

 後桜町は朝幕関係の円満に力を注ぐ一方、田植･稲扱の儀式御覧から分かるよ

うに、民の生活像にも関心を示している。また、彼女は記録の空白期を除いて

も、20年以上に渡り紀伝道･明経道を家業となす菅原(菅家)･清原氏の公家から

経書の講義を受け、『左伝』の会読も行っている。

 寛政11(1799)年、光格天皇に送った書翰のなかで儒学の教えに基づき天下万民

のことを思うように戒めた例から分かるように、後桜町上皇は学問への関心に

立脚した輔導を通じ、光格天皇の「君主意識」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

 仁孝天皇の在位期になると、学問に対する関心は一層上昇している。文政期

(1818-30)の宮中では『後漢書』など中国正史の会読が行われ始まるようにな

る。後桜町上皇の時期同様、これもまた菅家･清原氏の主宰で行われている。し

かし、5人あまりの近臣が一緒に参加する「会読」という学習法の面において後

桜町上皇期の経書の進講とは区分できる。

 後桜町の時代、『左伝』の会読は一時的にのみ行われたとみえる。これに対

し、仁孝天皇の会読は定例の行事として在位期間の全体を通じて行われ、その

運営の様子もまた、綿密さを増している。正史を時代順に沿って読んでいくと

いう面において、カリキュラムも体系化しているといえよう。

 天保期(1830-44)には『日本書紀』など六国史を会読する和御会も行われるよ

うになる。既存の漢御会と異なり、和御会は菅家･清原氏の主宰ではなく、他の

公家がより能動的に参加できたといえる。参加者の増加により和御会の日割り

が3組に分けられるようになるなど、会読への参加は公家社会に幅広く拡大して

いる。テキスト版本の校勘が行われるなど、参加者の学習の水準も、また同じ

くして上層したといえる。 

 天保10(1839)年から漢御会では、正史の代わりに朱熹の『資治通鑑綱目』が読

まれる。南朝正統論を採る水戸の『大日本史』の献上や、史書会読と並行され

ていた経書の進講などと合わせて考えると、朝廷に対する朱子学･正統論的な考

え方の影響力が増大したと評価できよう。

 仁孝天皇は会読などに形式的･受動的に臨んだわけでなかった。先行研究にお

いて仁孝天皇の存在は父の光格天皇や息子の孝明天皇に比べ、あまりリリーフ

されなかったが、朝廷において経史を中心とする学問の活性化は、仁孝天皇の

積極的な意志があって可能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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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白の鷹司政通は、仁孝天皇が国史などを好み、武家の台頭以前に戻るべきと

いう意識のもとで、万事の処理に臨んていたと証言する。以前からあった朝廷

の「復古」意識が、歴史の学習と噛み合って上昇したのである。仁孝天皇期に

はまた、公家の教育機関である学習院の設立が発意･推進される。これらの事例

は、学問に対する天皇の関心が個人的な「好学」に留まらず、広く朝廷全体の

意識の変化を視野に入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朝廷が幕府に掲げた学習院の設立名分は、公家社会の紀綱が緩み、その原因が

教育の不足にあるとのことである。しかし公家の品行の問題は、けっしてこの

時代に事新しく現れたものではない。学習院の設立目的が、単に若い公家の非

行を矯正する次元に留まるとは考え難い。ここで注目すべきが、尊王思想の拡

散という外部社会の動向と朝廷の「学問」に対する熱意との関係である。本論

の第2章で、それに関する本格的な議論を展開している。

 尊王思想において究極的な崇敬の対象になるのは、もちろん天皇である。にも

関わらず、尊王思想に対する思想史の研究と、尊王思想の一方の「当事者」と

もいえる天皇･朝廷の研究は、互いにうまく接合してきたとは考えにくい。尊王

思想の拡散という社会･思想動向との関係を通じ、朝廷内部における「学問」に

対する熱意の持つ意味もまた、より確然となり得ると考える。 

 本論の第2章1節では、まず朝廷の社会的な権威の上昇や幕府の対朝廷方針の変

化など、尊王思想の拡散の背景を論じ、続いて在野の尊王論者の知識人層と公

家の「学的ネットワーク」に焦点を当てた。これは大久保利謙らの研究で言及

されるところであるが、その意味付与は不充分であると判断し、本稿を通じて

その総合･補完を試みた。

 天保後期になり、尊王論者の公家社会への接近の様相が著しくなる。弘化

4(1847)年の学習院の開校を機に、彼らの影響は一層拡大する。学習院の講師の

多数は山崎闇斎･浅見絅斎の系譜を次ぎ、強烈な朱子学的名分論と天皇の尊崇で

知られた崎門学派と関わっている。彼らは教育だけでなく、ペリー来航以降に

は朝廷に政治的な助言を行うなど、「新しい風を吹き込んだ」と評価される。

 そしてこの時期、朝廷構成員の末端にいる地下官人の出身の座田維貞という人

物が、皇統意識と水土論に立脚し、日本では中国の放伐･革命論が適用できない

と強調する「和魂漢才」説の流布に力を注いでいる。彼は関白や菅原･清原一

門、学習院の講師など朝廷の人々と広く人脈を形成し、和気清麻呂の追贈な



- 94 -

ど、朝廷の政策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た。

 尊王論者の知識人たちは、当時の史料においては「和魂之輩」･「王室家」な

どと呼ばれている。彼らが朝廷にまで接近を図る状況は、在野の尊王論者の本

人たちにも、将軍の宗親の徳川斉昭など武家の上層部までにも認識されてい

た。 

 第2章2節では、朝廷と水戸藩の関係に注目した。水戸の後期水戸学が思想的に

幕末の尊王攘夷運動に大きく影響し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しかし、ペ

リー来航や特に安政の大獄の発端となる戊牛密勅の以前の水戸-朝廷関係は、先

行研究においてあまり注目されておらず、本稿において尊王思想の朝廷への流

入との関係という面から、その究明を図った。

 藩主の徳川斉昭は、朝廷と密接な婚戚関係を結んでいた。有栖川宮親王家の娘

を正室に迎え、側室の多くも朝廷の出身である。そして斉昭の姉妹のなかで2人

は各々、関白の鷹司政通と、同じく摂関家の二条の正室であった。 

 斉昭の執権期、水戸と朝廷は多岐にわたって政治的に接近している。『告志

篇』など斉昭の対外的な修辞においては、常に<幕府のため>に朝廷を尊敬すべ

きと論じられている。しかし斉昭は他において「天朝は君、公辺は宗家」と表

現したことから分かるように明らかに天皇を「君主」と認識しており、幕府内

情に関する極秘の情報を朝廷に提供するなど、彼の朝廷接近は単に幕府のため

だという次元に留まっているとは言い難かろう。 

 斉昭と皇族･公家の婚戚関係もまた、ただの友好の象徴や形式･儀礼の領域に留

まっていたものではない。婚戚関係を媒介とした朝廷-水戸間の非公式の連絡網

が、実際に両者の意志伝達の役割をしていた。

 このような関係を通じ、水戸の学問･思想もまた、朝廷に流入してきた。『八

洲文藻』など水戸の著作が相次ぎ朝廷に献上されたのが、そのような動きの象

徴だといえる。著作の献上には上表文が備えられたこともあるが、斉昭が事前

にその草案を関白政通に示して協議するなど、これもまた政治的に大きな意味

を持つ行為であるといえる。

 孝明天皇の即位後、「国学を始め皇朝の学問」に朝廷がより関心を持つよう、

斉昭は助言している。この時期には海防の勅書から分かるように、朝廷の対外

的な危機意識が上昇するが、斉昭は地球儀などを献上し、海外の情勢に対する

朝廷の関心をも促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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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斉昭の朝廷接近の究極の意図は定かでないが、結果として王政復古に繋がる朝

廷の変化に大きく影響したことは確かであろう。明治天皇の即位礼において、

日本の国威を四海に振るうべきとの斉昭の望みが想起され、かつて水戸から献

上された地球儀が用いられたことは、水戸の影響を象徴しているといえよう。

 朝廷の「浮上」の過程において、「学問」の果した政治的な役割をどう規定す

るか。 

 孝明天皇の弘化3(1846)年の海防の勅書以降から、学問への関心が対外的な危

機感の高まりと相まって、「政治意識」の上昇の端緒が備わり始まったとみえ

る。これが公家の本格的な政治見解の表出や、天皇･朝廷の政治的な「浮上」に

繋がるには、ペリー来航や通商条約の勅許問題という外的な刺激がさらに必要

であった。 

 従って、ペリー来航以前に限ると、「学問」を通じた朝廷の構成員の意識変化

は、「政治化」あるいは「政治意識」などとは表現し難い。本格的な「政治意

識」の発現の前段階としての、その土台としての意味を持つ「治者意識」の上

昇ないし明確化と規定できると考える。 

 勿論、それまでの朝廷において自らが日本の統治者という、あるいはそうたる

べきという自己認識が存在し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しかし徳川後期、経史を

中心とした「学問」に対する関心と、外部からの尊王思想の流入により、朝廷

の「治者意識」もまた一層飛躍していった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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