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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고는  도쿠가와막부  말기  히고번의  정치동향을  게이오  1 년(1865) 상반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정하여 고찰한 것으로 , 번주의  거취 문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즉  번주의 신체적 소재지가  중앙정국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막부  및 

조정과의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   

히고번의  정치적  기본방침은 조정과  막부 양쪽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 하지만  

조정과  막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방침은  흔들릴  위험성이  높았다 . 히고번 

지도부는  번주가 막부의  참근교대  명령과  조정의 다이묘 상경  명령 중  어느 한쪽의 

부름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 번주의  거취  문제는  

막부와 조정 사이에서  히고번이  충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에 히고번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다 . 결국 번주의  대리인을  

에도로 파견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 하지만 , 끝내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없었다 . 이 또한  중앙정국의  영향 때문이었다 . 정치쟁점이  급변함에  

따라 막부는 다이묘에게 참근교대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  

막말정치사의  특징  중  하나는  유력  다이묘가 중앙정치의  주체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 이는  메이지유신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사츠마번이나  조슈번에만  특정된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 나름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발휘한  다수의 다이묘가 막말 

정국에 영향을  미쳤고 ,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거대한  정치변혁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 막말기에  각  번정부가  번주  혹은 그 대리인의 신체적  거취를 두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 그  이면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 이러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중앙정국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은  막말기의 

정치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효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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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고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  히고번(현재의 구마모토현)의 정치동향을 게이오(慶応) 

1 년(1865) 상반기 전후에 한정하여  고찰한 것으로 , 2018 년도 일한문화교류기금 

펠로우십  기간 동안 진행한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중간보고서이다 .   

논문에서  설정한  과제는 아래 세  가지이다 .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던  히고번에  1865 년  1 월  번주의 참근교대 이행  문제가  

정치적 과제로 부상한다 . 번주참근문제는  이후  교토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데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논문의 첫번째 과제이다 .  

이윽고 히고번 지도부는 번주가 교토와 에도 중  어느  한쪽의  부름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 이는  번주 혹은 그 대리인의 거취 문제가 막부와 조정 사이에서 충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막말기에 히고번의  정치적  기본방침은 조정과  막부 양쪽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 이상과  현실의 모순에 직면한 히고번 지도부는  어떠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을까 . 번정부 , 에도출장소 , 교토출장소  각각의  선택과  그  논리를  밝히는  것이 

논문의 두번째 과제이다 .  

막말기의  정치적  격동기에  조정 , 막부 , 다이묘의  권력  관계는  유동적으로  변화했다 . 

이는 왕정복고를  거쳐  천황을  정치통합의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근대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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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개별  정치주체들은  중앙정치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 , 

역할 및 입장을 설정하고 ,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다. 특히 다이묘의  

입장에서  조정 및 막부와의 관계 설정은 번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 

히고번의  사례를  통해  그  일면을  엿보고 , 이를  통해  막말정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논문의 세번째 과제이다 . 

 

 

2. 번주참근문제의 등장과 대응  

 

(1) 막부의 참근복구령과 히고번주의 건백서  

우선 번주참근문제의  발단을 확인하기  위해  막부의 참근복구령(参勤復旧令)과 이에 

대한 히고번의 대응을  살펴보자 . 제 1 차 조슈정벌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겐지(元治) 

원년(1864) 9 월  1 일 , 막부는  전국의  다이묘에게  참근교대를  본래대로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 이는  다이묘의  격년  참부(参府、에도방문), 가족의  에도거주  등을 

의무화하는  참근교대령의  부활을  의미한다 1 . 즉  분큐  2 년(1862) 윤 8 월  이래 , 

막부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군비확충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다이묘의 참근주기와 

에도체류일  등을  완화해 왔던 그간의 조치를  전면  무효화한 것이다 2.    

이에 대해  히고번  에도출장소는  막부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번정부에 기존 정치방침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3. 최근 로주  

등  막부각료가  언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참근복구령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  결국  다이묘들이  막부정치로부터 이탈해  ‘할거(割拠)’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히고번은  막부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고  나아가 조정 , 막부 , 

히고번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에도출장소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 이러한 인식은  “아무래도 이대로라면  쇼군가의  영속(永続)도  보장할  

수 없을 것” 4이라며 막부 주도의 정치질서가 붕괴하는  사태까지  우려하게 만들었다 .  

에도출장소의  보고를  받은  번정부는  10 월  하순 , 대응  방침을  확정하고  막부에 

제출할 건백서를  작성한다 5 . 건백서에는  참근복구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주목할  부분은  대정위임(大政委任)의  정치체제를  전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즉  참근복구령은  ‘국가의  대사건(大事件)’에  

해당하기  때문에  쇼군이  주문(奏聞) 즉  천황에게  아뢴  후에  공표했어야  맞다는 

주장인데 ,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천황이  대정위임의  뜻을 전달한  같은해  4 월  20 일  

칙서에서  ‘다만  국가의  대정대의는  주문을  완수할  것 ’ 6이라고  못박았고 , 이에  대해  

 
1 石井良助他編『幕末御触書集成』3, 岩波書店 , 1993 年 , 108-109 쪽 .  

2 『幕末御触書集成』3, 94 쪽 . 참근복구령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青山忠正『明治維新と

国家形成』吉川弘文館 , 2000 年 , 174 쪽 . 久住真也『長州戦争 と 徳川将軍』岩田書院 , 2005 年 , 

제 1 장 . 

3 細川家編纂所編『改訂肥後藩國事史料』5, 復刻版 , 鳳文書院 , 1990 年 , 247 쪽 .  
4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248 쪽 . 
5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446 쪽 . 
6 宮内庁蔵版『孝明天皇紀』5, 吉川弘文館 , 1968 年 , 148-149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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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군이 삼가  받들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 조정과  막부  사이의  공적인  

약속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조정의  권위를  빌려  참근복구령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 

아울러  천황에  대한  주문  이외에  ‘열번의  공론(列藩之公論)’ 즉  다이묘의  의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며  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다이묘의 존재를 내세웠다 . 히고번이 

막부와 다이묘의  관계를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건백서에는  막부가  대정위임에  근거해  천하를  통치하는  이상 , 정책의  결정은  

물론이고  그  철회에  있어서도  ‘천하를  위해(天下之為)’ ‘공정(公正)’을  고려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 만일  다이묘의  반대를  무시하고  위세를  앞세워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결국 내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고언도 담겨져 있었다 .  

요컨데 히고번주의  건백서는 대정위임의  프레임 안에서 일본정치를 담당하는 주체인 

조정 , 막부 , 다이묘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고 , 이에 근거하여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참근복구령을  비판하고  막부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7.  

건백서는  11 월  14 일  로주 아베  마사토에게  전달되었다 . 이때  히고번 에도출장소는 

일을  극비리에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 막부가  다이묘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정책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광(威光)’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8. 

막부의 체면을 고려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하지만  막부는  건백서를  수리한  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 당시  정치적  

이슈가 조슈정벌에  집중되어 있었던만큼  참근복구령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다이묘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두고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사이 히고번은 막부의 

명령으로  조슈정벌에  동원되어  규슈지역  다이묘연합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 . 이렇게 번주의 참근문제는  당분간  현안에서 멀어졌다 .     

 

(2) 번주참근문제의 등장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것은  조슈정벌  종결  이후였다 . 해를  넘겨  정월  15 일에  

막부는 당초 계획했던  쇼군의 출병을 취소하고 에도에서  조슈에  대한 최종처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9 . 이로써 쇼군의  거취가  확정되자 , 히고번 에도출장소는  

번주의 참근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18 일에 건백서의  채택 여부를 

막부에  문의했다 . 이것은  시급한  문제였다 . 참근복구령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 막부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번주가 4 월 말까지  에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 에도출장소  

관계자가  속을 태우는 사이에도  로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10.  

그러던 차에  막부는  정월 26 일  참근복구령을  강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당장  4 월에 

 
7  건백서의  해석과  관련해  아래의  논고에서  시사를  얻었다 .小野正雄「文久期の政局と幕藩軍役体系

の 破綻」 (『幕藩権力解体過程 の 研究』校倉書房 , 1993 年 ). 久住真也「徳川幕府 の 復古 と

改革」「慶応元年将軍進発態勢の創出」 (『長州戦争と徳川幕府』岩田書院 , 2005 年 ). 
8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444 쪽 . 
9 石井良助他編『幕末御触書集成』6, 岩波書店 , 1995 年 , 331 쪽 . 
10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655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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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근 예정인 다이묘에게 기한을  엄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1. 이로써 에도출장소는  

건백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 29 일  번정부에  발송한 

보고서 12에는 막부가  위력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더이상 노력해도  전망이  

없다는 절망이  담겨져  있다 . 그렇다고  막부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 

안세이(安政) 5 년(1858) 이후  조약체결 , 쇼군후계자  문제  등으로  조정 및  다이묘와 

대립하게  되면서 막부의  권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 다이묘가  막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해도  될 만큼 막부의 통제력이 추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에도출장소는  논의  끝에 번정부에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 . 번주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참근  연기를 요청해 놓고  다른  다이묘의 동향을  지켜본  후  방침을  결정하자는  

계획이 하나 , 참근기한  자체를 유예해 달라고 막부에 청원하는 방안이 다른 하나였다 . 

번주의 참근을  회피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 한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놨다 . 마침 로주 2 명이 상경 길에 

있으니, 조정에서  이들에게  참근복구령의  철회를  명령한다면  막부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 당시  막부는  병력을  배경으로  조정을  압박해  공무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막부  주도의  정치질서를  강화할  목적으로 2 명의  로주를  교토로  

파견한 상태였다 . 이들  로주는  2 월 초에 상경해 22 일에 조정대신들와 면담을 갖게 

된다 .   

에도출장소는  번주참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참근연기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 

이에  대해  교토출장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 2 월  17 일  교토출장소가  에도출장소에 

보낸 서한을 보겠다 13 . 교토출장소는 먼저  참근연기론을 고려사항에서 배제했다 . 

번주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는  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뽀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 번주가  기한을  엄수해  에도에 가서  참근  의무를 

이행한 다음  막부에 참근복구령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 번의  

재정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번주의  에도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시킬  대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아울러 로주의  상경을  계기로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라는  에도출장소의  희망에  

대해서는 , 교토의  엄중한  상황을 지적한 후 조정과 막부의 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히고번이  섣불리  조정  공작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컨데  교토출장소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  

 

(3) 번주참근 연기 결정        

3 월 초순  번정부는  에도  및 교토출장소의 의견을 토대로 결국 번주의 참근을  

연기할  방침을  확정했다 14 . 번주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참근기한의  연장를  막부에  

청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에도출장소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명확히  지적한  

 
11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665 쪽 . 
12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667 쪽 .  
13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11 쪽 . 
14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45-746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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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출장소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었다 . 번정부 또한 번주가 참근 의무를 완수한 

이후에 막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정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정난으로  인한  ‘국력 피폐 ’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번주가  대규모  가신단을  이끌고  에도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막부에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는  인식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 

어떤  사안을  두고  이상과  현실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흔히  남겨지는  선택지  중 하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미루고  대세를  관망하며  

시간을 버는  전략일  것이다. 이같은  전략은  번정부의  언행에서도  확인되는데 , 가령  

참근  연기의  사유를  적은  청원서에는  “이전부터  치질이  발병해  고생스러워서  요양에  

전념해  왔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러므로  더욱  요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신속히  출발하겠습니다” 15라고  적혀  

있다 . 번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상투적이면서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어 냈다 . 아울러  기한을 애매하게 설정함으로써  향후  번주의  거취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   

한편 번정부는 막부에  대한 청원이 저항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번주가  참근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참근복구령에  반대하는  의사를 

에둘러 전달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 이른바  ‘소극적인 저항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 어쨋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짜낸 자기합리화의  

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번정부는  참근문제에  대한  연기  방침을  확정하고 , 

이를 에도 및  교토출장소에 통보했다.     

 

 

3. 막부와 조정 사이에서     

 

(1) 교토출장소의 번주대리인 에도파견 구상  

이  시기에  교토에서는  쇼군의  상락(상판), 즉  교토(오사카) 방문  및 체류  문제가  

정국을 지배했다 . 정월  18 일  조정은  막부에게 쇼군상판을 독촉하는 명령을 내렸다 16. 

쇼군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교토에서 막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던  교토수호직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아이즈번주)와  금리수위총독  히토츠바시  요시노부  등이 

공무관계의  회복을  위해 쇼군이 천황을  알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쇼군상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히고번  교토출장소는  이에  동조해 

교토루스이(교토출장소  책임자) 우에다 규베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17.  

 반면  이와는 배치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 정월  24 일 교토에  도착한  도쿠가와  

요시카츠(쇼군의  위임을 받아 조슈정벌을 지휘한 전 오와리번주)는  유력  다이묘의 

 
15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47 쪽 . 
16 『孝明天皇紀』5, 453 쪽 .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653 쪽 . 
17 우에다  규베이가  남긴  기록류  및  정치활동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宮地正人編著『幕末京都の

政局と朝廷―肥後藩京都留守居役の書状・日記から見た』名著刊行会 , 2002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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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소집과  쇼군상락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을 내놨다 . 여기에는 다이묘의 국정  

개입을  꺼리는  마츠다이라  가타모리가  반대를  표명했다 . 히고번  교토출장소는 이같은  

정치상황을  번정부에  상세히  보고했다 18 . 소집 대상인  유력 다이묘에  히고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  

교토출장소는  문제의  핵심이  다이묘소집과  쇼군상락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있다고 진단했다 . 만약  쇼군상락에  앞서  유력  다이묘가  교토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쇼군(막부)의  통치권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 이는 

쇼군상락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에도행을 자청한  마츠다이라  가타모리가 조정에 

다이묘소집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일련의 경과를 지켜본  교토출장소는 만약  막부가 쇼군상락을  결정할 경우  조정이 

다이묘에게  상경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  지점에서  

번주참근문제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번주상경 ’ 문제가 부상할 단초가 등장했다.  

마쓰다이라  가타모리의  에도행은  앞서  서술한  막부  로주의  상경을  이유로 

보류되었다 . 정계의  관심은 로주와 조정대신의 회담에 쏠렸다 . 2 명의  로주는  2 월 

22 일 조정대신과 만났다 . 미리 대책을 세워놨던 조정 측의 관백 니조 나리아키는 

막부의 실정을 낱낱이  따져물은 후 ,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로주에게 

쇼군상락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 로주  아베  마사토에게  즉시  

에도로 돌아가  막부  지도부를 설득할  것을  명하고 , 동시에  당시  참근  예정이던  기슈번  

번주와 마쓰야마번  세자에게 아베의 조력자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19 . 이틀  후  

아베는 에도로 향했다.     

 히고번  교토출장소는  로주와  조정대신의  회담 결과를  듣고  쇼군상락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 머지않아 조정이 다이묘에게 상경 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대책을  번정부에  보고했다 20 . 교토출장소는 번주가  참근과  상경, 즉  

막부의 명령과 조정의  명령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상정  하에  미리  대응  방안을 세워두고자 한  것이다 . 불과  며칠  전에 번주참근 

문제와  관련해  번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는 

교토출장소가  이번에는  번주의  상경문제가  참근문제와  결합하여  결국에는  번주의 

거취를 두고 히고번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  교토출장소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고안해  낸  정치적  해법은  조정의  상경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번주의  대리인이  에도로  출발하는  것이었다 . 구체적으로는 , 

번주의 동생  중 한  명이  신속히  에도를 방문해 번주의  참근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 

막부에게  조정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계획의  이면에는  

건의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막부에  대한  충절을 관철할 수  있고 , 동시에 조정의 

상경  명령에도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 본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 이왕의  에도  방문을 통해  막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  구상이었다 . 직전까지  번주의  참근을  극구  반대하던  교토출장소는 

히고번이  조정과  막부의 명령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18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678 쪽 . 
19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18-721 쪽 . 
20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25-726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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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 번주대리인을  에도로 파견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때 교토출장소가 대리인 파견을 정당화하는 데  번주의  건강  

악화를 구실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것  또한  교토출장소의  이전 

논리대로라면  대의명분에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대의명분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요컨데  교토출장소는  로주와  조정대신의  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쇼군상락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고  파악하고 , 머지않아  번주의  거취와  관련해  참근과  

상경의 상극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이러한  상극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번주대리인의 신속한 에도파견을 번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2) 조정의 공무주선  의뢰 

교토출장소의  번주대리인 에도파견 구상은  조정이  다이묘에게  상경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 당연히  조정의  동향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불안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 이러한  가운데  조정은  히고번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고 , 이것이 결과적으로 히고번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   

2 월 24 일 , 관백  니죠  나리유키는  우에다  규베이를  불러  히고번이  조정의  쇼군상락  

요구를  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 번주  혹은  번주의  동생이  

에도에서  막부를  설득해  달라는  공무주선(조정과  막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활동)을  의뢰한  것이다. 관백으로부터  조정의  내명(비공식적인  명령)을  받아든  

우에다는  번정부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3 월  1 일  구마모토로  향했다 .  

교토출장소는  일련의  경과를 3 월 5 일  에도출장소에  발송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관백은  쇼군상락을  위해  기슈번과  마츠야마번에  공식적인  공무주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 이와는  별도로  히고번과  도사번에  내명을  내려  비공식적인  

정치공작을  맡기기로  했다 . 비공식적인  형식을 취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 첫째는 

막부를  쓸데없이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 둘째는  다이묘  소집을  

주장하는  사츠마번에게 번주  상경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 이리하여  

관백은 히고번에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번주  혹은  번주  동생의  공무주선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21.   

조정의 공무조선 의뢰로  인해  교토출장소의  번주대리인  에도파견  구상은  당초의 

목적을 뛰어넘어 막부는 물론 조정의  명령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유효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번정부의 최종 결정뿐이었다 .      

 

(3) 번주 동생 에도파견 결정          

3 월  9 일  우에다가 구마모토에  도착했다. 당시  번정부는  번주참근을  연기할  방침을  

확정하고  막부에 제출할 청원서를 3 월  5 일  에도출장소에 보내  놓은 상태였다 . 하지만 

우에다의  보고를  받은 번정부는  곧바로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  

이윽고  3 월  28 일  번주  동생인  나가오카  스미노스케에게  출부(出府) 명령이 

내려졌다 . 출발 예정일은  4 월  20 일로 정해졌다 . 번정부는 교토출장소에 서한을  보내  

 
21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48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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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백께서 내리신 내명의 취지에 침묵하기 어렵고 , 특히 최근 몇 년  에도에 

올라간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스미노스케님에게 참부를 명하고 , 참부 도중에 상경해 

천황의 근황도 여쭙도록 결정했다” 22 고  통보했다 . 번주 동생의 에도파견 결정은  

조정(관백)의  공무주선  명령과  막부의  참근 명령이 동시에 고려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번정부는  번주의  거취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대리인을  통해  조정과  막부의  

명령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교토출장소가  제안한  

번주대리인  에도파견  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 조정과  막부  양쪽에 충성을  다한다는 

히고번의  기존 정치방침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                          

                        

 

4. 중앙정국의 급변과 번주참근문제의 소멸  

 

구마모토에서  번주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는  사이  에도에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있었다. 막부는  3 월 18 일 쇼군상판령을 전격 발표했다 . 이는 조정의 쇼군상락 요구를 

염두에  둔  잠정적인  조치 23이기는  하지만 , 조정과  막부  사이의  대립  양상이  해결  

국면에 접어질 소지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  

 히고번 교토출장소는 쇼군상판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날인 3월 25일 번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 막부가  표면적으로는  조정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만큼  조정의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논평하고 , 번주  동생을  에도에  파견하는  문제는  우선  

보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24 . 번주 및 번주  대리인의 거취와 관련해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한편  조정  지도부는  앞서 히고번에 내린 공무주선 명령을 취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 

교토출장소는  조정의 명령으로  번주  동생이  에도에  가야하는 상황은  면하게  되었다며  

안도했다 25.    

  막부의  쇼군상판령은 당연히  히고번정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 에도  및  

교토출장소의  보고를  통해  이 소식을 알게된 번정부는 번주 동생의 에도 파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26.  

4 월  10 일 , 우에다 규베이가 교토로  돌아왔다 . 상황이  급변했음을  인지한  우에다는  

번정부의  번주 동생 에도 파견 방침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관계자 

등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결국 조정의 내명을 받아 번주 동생을 에도로 

보내기로  했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일단락되었다 .  

한편 , 에도의  막부는  4 월  1 일, 조슈정벌을  위해  쇼군이  출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이는  거듭되는 조정의 상락  요구에 압박감을 느낀  막부가 난국을 일거에 

타개할 목적으로 중앙정치의 쟁점을 쇼군상락에서 조슈정벌로  전환하고 향후 정국을 

주도해 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27.    

 
22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75 쪽 . 
23 久住真也『長州戦争と徳川幕府』171 쪽 .  
24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69 쪽 . 
25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77 쪽 . 
26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787 쪽 . 
27 久住真也『長州戦争と徳川将軍』175-18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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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 일에 막부는  조슈정벌 방침과 쇼군의 구체적인 출병 일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 이를  전후해  주고쿠 , 시코쿠 , 규슈  지역의  다이묘에게  두  개의  명령이 

내려졌다 . 물론  히고번의  대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 즉  막부는  

17 일에 참근  예정  다이묘에게  출발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 21 일에는 쇼군의 출병에 

맞춰 각  다이묘도  출병 준비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8 . 이로써  막부의  

참근복구령을  발단으로 한  히고번의  번주참근문제는  중앙정국의 변동에  휘둘린  끝에 

결국 현상 변경 없이  종언을 맞이하게  됐다.    

 

  

5. 나오며  

 

이상으로  게이오  원년  상반기의  히고번에  초점을  맞춰  번주의  거취  문제가 

중앙정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막부  및  조정과의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그 의미를 살펴봤다 .  

막말정치사의  특징  중  하나는  유력  다이묘가 중앙정치의  주체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 이는  메이지유신의  주역으로  여겨지는  사츠마번이나  조슈번에만  특정된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 나름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발휘한  다수의 다이묘가 막말 

정국에 영향을  미쳤고 ,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거대한  정치변혁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  

다이묘의  정치적 부상을 상징하는  현상으로는 가령  분큐 연간(1860-1864) 이후 

빈번해진  번주  혹은  그  대리인의  상경을  꼽을  수  있다 . 조정의  상경  명령  혹은 

쇼군상락  시 이를  호위하기 위해 유력  다이묘가 교토에 모여  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번주 혹은  그  대리인의 신체적 소재지가 각  번의 중앙정치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막말기에  각  번정부가  번주  혹은 그  대리인의  물리적  거취를  두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 그  이면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 이러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중앙정국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은  막말기의  정치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효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了) 

  

 
28 『改訂肥後藩國事史料』5, 807・820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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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地正人編著『幕末京都の政局と朝廷―肥後藩京都留守居役の書状・日記から見た』名著

刊行会、2002 年。  

森田誠一「幕末・維新期における肥後熊本藩―特に明治維新への参加をめぐって―」大久

保利謙監修『九州文化論集 3 明治維新と九州』平凡社、1973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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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태 

 

［학력］  

2006 년 8 월：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졸업（문학사）  

2012 년 3 월：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 수료（지역학석사）  

2019 년 1 월：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