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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샤척 사실로서의 明治維新은 1867년 12월 9일(음력) 드표政復古 즉 

統治權。l 德、J 11將軍으로 부터 天皇에제로 돌아 간 것올 말한다. 그러나 

近代의 시작 또는 前近代에서 近代로 넘어가는 變華期르서 明治維新이 

'*는 역사현상을 파악하려 할쩨 論者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變후期를 보는가에 따라 그 理解가 갈라진다는 것이다. 

本鎬에서는 여러 論議에 나타나는 明治維新의 時期區分을 중삼으로 日

本에 었어서의 짧究動向을 얄펴보려 한다. 

n 

먼저 諸說의 소개에 앞서 德、) 11體制 그리고 末期의 解體過程과 明治國

家 成立期의 중요한 변화를 一暫하여 본다. 德川體뽑j는 핍府에 서 중앙 

칩권적 권력음 행사하는 幕樓體制이다. 兵農分離， 石高制 그리고 銷國

에 의해 이 體制는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兵農分離란 武土와 農

R의 신분을 찰저히 분리시킨 것으로서 武士를 그 사회적 기반인 농촌 

으로 부터 유리 지 킴 과 동시 에 農民은 封建小農으로서 농촌에 고정 시 켰 

다. 이와 함께 武士는 大名의 城下메에 集住케되어 실제로 士地와는 無

關한， 庫緣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는 신분이 되었다， 商人도 또한 城下

때에 集住시 켜 상엽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兵農의 分離는 사질 상 兵 • 農

• 商의 分離갖껴果를 가져올 수 있었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 助敎授(東洋史學)
** 이글은 1980년 8월 11일 서울大 東亞文化昭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약한 젖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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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建體制下에서 農民은 土地를 法的으도 私답할 수 없었마. 親:fpt띠에 

대하여는 官에서 檢효한 후 :l 等級에 따다 줌-出高(石高)블 정해 주는 

것이었다. 감高에 따라 바치는 農民의 年힐온 大名의 收入源이 되어 太

名익 經寶 벚 武士들의 {펀iJ\없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石高는 年責을 넘아 

서 모든 부담의 기준이 된 것으트서， 크거}는 構의 總石高에 따라 짧府 

는 大名에게 軍짧음 포함한 모든 부남윤 뷔임하는 것이었다. 또한 年賞

* 몇 特옳物의 全國的 f/j場안 大;板等의 大줍ßf더튼 幕府에 서 는 i힐에폐줬으 

로 하여 國內流週機싸플 장악할 수 있었다. 

鎭國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고정된 이 처l제릎 溫存하기 워하여 또한 

對外交易을 띔府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이었다. 落의 독자적얀 

對外交涉은 일처l 금지퍼었기 때문에 西洋 世界와의 접촉은 청부府直輕領 

인 長個애서 너1 델란드와 "1 미하게 。l 어 올 뿐이 었다. 후~蘇 • 中國과의 

잣易도 합f늪에 서 직 점 관려 하여 그 交易의 利를 독점 함과 통시 에 國內m

場음 이에 띤결시켜 통까할 수 있었다. 

고정 펀 幕f짧융뿔制에 대 한 바 관은 18세 기 초만부터 農業生塵力의 向1:.

商피業의 발날 . Ê~土합의 f뺑j띠에 따라 셔 샤 펴 나다나지 만， 解體의 갱 도 

가 샤회표면에 노출되는 것은 1830年代(天保짧D부터 라고 활 수 있다. 지 

난 一世紀間 거의 정지하고 았었던 人口가 增加하기 시착하여 農業生塵

力이 급속혀 딸달함괴 동시에 先進地域에서 小規模。1 긴 하지만 工場制

추‘I業〔매뉴팩츄~)이 나타나는 것도 아해부터이다. 商ÞI't流週아 쩨로운 

단계쿄 접야듭면셔 節市特權商人들의 獨òò1 붕괴되어 감에 따라 휩府 

없‘政은 다격블 받게 되있다. 이려한 형셔]이래에서 쓸깥룹의 隔差기 深化

되 어 쓸民이 漸增하는 데 에 다 휩府對策에 대 한 불만으로 大맺에 서 大規

模 월亂。1 씀갯發하여 (1837년 大盤平八郞의 짧L) 핍府와 罷에 큰 충격 을 

주었다. 權威블 잃어가는 참댐로서는 演딩體로 改핸하여 自立化하여 기 

려는 有力灌들을 制壓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짧과의 對IZ을 自招하여 

갔다. 都市特權商)、들의 組合(1*件間)을 해산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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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보려던 幕府의 계획도 설패함에 그들로 부터의 지원도 잃게 되 

었다. 幕購體制의 解體危機에 對應하는 폈府와 灌의 “紙對主義化” 시 도 

가 1830年代 以後 露’땀化되 는 것 이 다. 

國內的얀 解體要因의 성숙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1853년 파타 

(Perry) 의 來抗에 의 한 鎭國의 解除와 1859년 이 후의 外國에 대 한 日本

더j場의 I펴放이 다. 外國商品의 流入으로 舊生塵 및 農村構造는 激變하고 

폈府 直많領의 年휠減少 추세 르 되 어 죄급흉흉體制的 土地所有 • 生塵方式은 

붕괴 되 어 갔다. 外勢애 對處활 능력 을 갖추지 옷한 幕府를 치l 거하려는 

움직임이 不zp.武士 빛 찮뿔層의 일부에서 尊王鍵헛運動으로 죠면화하여 

有力擺-의 지 원 아래 짧I휩풍흉動으로 1펜하여 갔다. 中央權力인 람府가 地方

勢力인 長J、f1魔 ↑正tt에 질패 함으로서 (1 866년) 幕府의 支配權은 無力化하 

여 갔으며 社會T휩에서 광법하게 번져간 “에에자나이까”짧찮L은 舊秋1훈 

의 終펄이 全社會에 마치고 있었만 것을 나타낸다. 

1868년 明治政權의 성 립 과 함께 뽕벼l度의 철펴1 및 國家統휠業이 진 

행 되 어 갔다. 舊來의 講을 廢하고 새 르운 地方行政單位르 쁨을 섣 치 하였 

으며 (1871년) 1873년에 는 徵兵令과 地댐改正法을 發布하여 新政府의 가 

초를 매져 갔다. 武土層의 f양h짧을 점 착 셈U減하여 가던 明治政府는 1876 

年 “金緣公뚫~. 1 듭 1괄행 함으로써 이 들에 대 한 封建的 特-權을 해소하였으 

며 1877년에는 전국적으로 地租改LE事業이 완성단계에 

私有가 法的으로 보장되 었다. 石i합1~U下에서의 現物年흉-은 

아르러 土地의 

써로운地租 

制度에 따라 地價의 2. 5% 金納으로 확정 대 부분의 치역에서 시행되기 

시착하였다. 彈行的언 政府施策에 만래하는 그룹은 IJR治政權l쳐部에 서 

離脫하여， 舊特權을 유지하려는 保守派는 1877年의 西南戰댐에서 敗하여 

脫落하였고， 近代的 立憲힘I불 내세운 그룹은 自由民權運動을 일으켜 反

政府的 사회적 커벤을 넓혀갔다. 

明治十年代 前半의 인플레이션으로， 근소한 公價밖에 받지 못한 中下

級武士들은 볼락하는 한펀 막대한 액수의 公價所有者들인 上級武土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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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銀行을 통해 公f품달 資本으로 전환하여 特惠을 지킬 수 있었마. 또 

한 政府의 植慶興業政策은 國家資本에 政商資本을 유도한 “위 로 부터 의 

資本主義化”政策아 키 도 하였다. 또한 政府의 --方的 方針에 반말하는 

自 由民權運動의 鍵散을 막기 위 하여 1881年 政權內에 서 民權同調派를 

除去하는 한면 運動自體에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明治 十年代 後半에는 紙網整理로 인한 극섬한 데플페이션으로 農村

經濟는 큰 타격을 받아 中 ·홈農層의 깅붕之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4났 

다 .. jtl折한 自由民權運:動의 農村指導者 및 몰락하는 豪農들의 지 도아래 

中 • 食農들의 폭동。1 1884년 群馬 .1m波山 • 快父 等地에 서 말생 하였다. 

그러나 이들 분산적인 폭동은 정부의 단압괴- 분열책으로 잔압되고 êij治

政權은 確立期에 들어값다. 1880年代는 “植塵興業”을 더욱 강력하게 추 

진함과 동시에 對外據張);t策을 준비해 가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1889년 

의 明治憲法制定과 이튿 해의 帝國議會 開設로 明治政府의 체제는 완바 

되었다고 하겠마. 

m u 

明治維新올 광뱀위한 사료의 분석위에서 아론적 평가블 하려는 작엽 

은 엄밀한 의미에서 二次大戰以後부터라고 볼 수 있다. 

服部之總는 明治維新을 總對主義의 形밟과 부르죠아民主主義훨命이 라 

는 두 현상이 서로 대항하는 =重過뚫으로 아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二重過쩔의 켠ζ居을 급격 하게 深化시 키 는 꽃機블 開國 (1853년 페 라 의 來

麻 또는 1859년 開港)에서 찾아 維新의 始期로 잡고 있으며， 終期는 부 

르죠아民主主義후命(自由民權運動)을 완천페 壓많j하여 天皇制 總對主義

國家가 確立되는 1889年 憲法發布時로 규정한다 cr明治維新f:.원，t 킹指導 

ε 同盟J Iì'服部之總著作集』 第五卷， 1956). 

天皇옮u 總對主義의 成立으로 維新을 보는 입 장은 동일하나 그 時期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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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 하는데 遠山펴樹와 井上淸는 견해 플 달리 한다. 遠山퍼樹는 1830年

代에서 40年代장j에 걸치는 天保期블 始期로 잡고 있다. 이 때 “農民的·

小市民的” 부르죠아民主主義華命에 의 투쟁 의 싹이 표먼에 나타나는데 

대하여 領主層은 封建支配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對抗關係에서 

封建權力은 純對主義化하는 것이다. 明治維종rr의 終期는， 그 王體勢力。1

었먼 잠u파派의 政治的 生命아 끝냐고 新政權의 主導勢力이 成立하는 西

南戰爭(1877년)으트 파악하고 있마띠껴治維新J;， 1951). 井上消는 維新을 

이끌어 갔먼 有力灌의 변화에 훌自-;-;-l여， 3합對主義化의 基點윌- 天保改청도 

에 서 찾고， 終期는 그 權力01 天皇制統一國家플 수립 하는 1871년의 1發

灌置縣으로 본다([j'日本現代史 L 明治維新J]， 1951). 

국가형태가 짧평體制에서 天皇쾌j 純對主義로 변하는 그 ;뀌면의 基本

8'1 I펠랬關係의 변화를 기준으토 明治維新을 파악해야 한다고 폐江英一 

는 주장하고 있대. 구체적으로 1837넌 大購平八郞의 亂에셔 짜!ì홉領主와 

農民[뿜級의 對立。l 기 본적 계 급모순으로 나타냐며 188，1年의 豊民暴動

에서 寄生地主廣이 組對主義體制떼에 同調함으로서 겨본적 대랩은 寄

生地王樓과 一般農民間으로 바뀌없다. 따라서 維新읍 1837년에 시작꽉 

어 1884년에 끝난다는 것이 다([j'明治維新@社會構造.!I， 1954). 

中村哲는 明治維新의 괴 정 을 國장權力 • 階級關係 • 經濟權造의 變햄으 

로 보아 始期는 天保年댐(1830年代) , 終期는 1889rv90년(憲法公布 • 帝

國議會開設)으로 잡고 있다. 즉 國家權力 面에 서 휴￥￥짧封建權力이 붕괴 

되어 近代 天皇制權力。l 확립되는 것이며， 계급관계에 았어서는 幕짧領 

主層과 封建的 小醫民의 대 람 으로 부려 天皇띔]블 지 지 하는 地主 • 부르 

죠아層과 小作 • 홉勞動層間의 대 힘 으로 변화하며， 경제 구조는 훤짧封建 

制가 解體되 어 軍事的 半封建的 資本主義制로 변잘된다는 것 이 다([j'明治 

維新깅〕基鷹構造J ， 1968). 

總對主義 統--國家가 정련하는 정치적 변화로 明治維:ífr을 파악하려는 

原口淸는 1868년에 組對主義 權力이 정립하냐， 이는 明治十年代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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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權連動과 국제적 환경의 암력 속에서 “당己延命’을 위해 스스로 修正

한다고 본다. 그 수정형대는 1881년의 &變以後 구체화되었다. 이 때 

政府떼에서 民權勢力을 재거하면서도 十年以內에 憲;$;옮tl定과 議會閒즘똥 

을 약속한 사질을 중요시 하여 立憲힘tlÉ이 j용IE융 기 한 近代 天뿔制 細對

主義로 방향이 정해 진다는 것이다 (Ir 日本近代國家η形成J]， 1968). 

田中평는 明治雅新을 日本民族의 近代的 統一過程으로 이해하고 있마. 

즉 1853년 銷國이 무너지면서 世界속에써의 티本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국면적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이투어졌다는 갓이다. 終期는 1879년으로 

장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 해에 流球가 ?中패l없으로 編入되어 近fl(:;티本 

의 領域이 팍정 되 면서 中央集權的 近代國家機탱헤이 확렘 되 기 때 푼이 다 

~Ir體系 H本歷史 5 : 明治國家~， 1967). 

향짧體制블 치랭해 온 諸흥g素가 분해되어 가띤서 새 體制가 성립하는 

것으로 明治維新을 보는 입장이1 며村E則가 있다~딩國을 포기히면서 

(1 854년) 舊體制는 붕→고|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로 캡어틀었다. 1876 

，-.....; 77년경 , 즉 金滅公폈듭 말행 하여 武土J합의 죄建f퍼 램l'權을 해 소하역 

또한 地租改正事業을 定홉化하는 단계에서 다뿔分짧 딪 ;감 i품운U까지 끝 

나는 것으로 維新過程。1 -一段落환 다는 것 이 다u太系 日本國家史 4, 近

代 1 J], 1977) 

W 

明治維新을， 사회의 득정한 요인을 추줍하여 그 벨화을 추적하는 입 

장을 떠나， 사회채제의 전만적 변화---舊體制기- 붕괴되면서 新國家가 

성립되는 기초(→一라는 면에서 볼 때， 많述한 바 휩짧體制의 기본적 요 

소인 兵題分離 • 石高制 • 銀國의 解體에 주목활 필요가 있다. 이들은 根

표聯關的인 것 이 커 쩨 문에 하나가 붕괴 되 기 시 작하면 (1854년 開國) 舊體

f힘j全般에 캘치는 결정적 져l기가 될 수 있다. t받界에 대하여 門戶플 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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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함으로써 社會內部에서 形成되 어 오던 諸變化플 急遠化시 캄 과 동시 에 

變華의 방향:도 國內外的인 條件에 체J쉰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마. 舊體

制의 根幹을 解體하는 改훨은 1870년 金錄公價의 발행과 1877년 地租改

lE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時點에서 일단 완성되었다고 보겠다. 

兵農分離에 따라 傑條에 의해 그 신분융 유지하던 武士j합의 존재가잔定 

되있으며， 石高制의 바탕 위에서 모든 부담아 결정되먼 것은 士地私有

化의 法認과 새 로운 脫휩j의 創出로 無섰化되 었‘기 때 문이 다. 튜히 1877년 

西i휩戰爭으로 封建的 領有權을 

다. 상징적으로는 이 해 維新의 

주장하먼 保守的 武士勢力은 시 다지 고 만 

지도적 인물이 었던 ;木戶孝允이 病JE하 

고 西獅l짧盛는 自殺하며， 大久保利通 도한 이듬 해 5월 「ι- ‘L， 1::-1- ßl 。 로 f=-i tÀ ~d p"::'• 

서 1878년부터는 明治國家을 건절하는 다음 세대에로 권녁이 닙어갔다. 

땅:J;þ}짧§뭔制의 구체 적 인 붕괴 의 지직으르부터 그 과정아 끝나는 때(새로운 

社會體1M의 기초수립)까지을 明治維新期라고 파악할때 1853년"，，-， 1877년 

간을 그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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