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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는 자기나라의 과거의 청치사회사플 소개하는데 

있어서 1868년의 명치유신 이후 1945년까지의 戰前시대 하게 되면 마치 

「공동체의 원리 J r가족국가관J r國體護持J r흉흉關政治」 심지어는 「전체주 

의」 따위가 모든 것인양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후의 일본이 누리고 있는 비교적 발달한 민주정치력 경제성장력 따위 

는 마치 하늘이 캅자기 가져다 주어서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戰前의 일본사와 전후의 일본사 간에는 계속성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 

다. 전자와 후자 간에는 단절성만이 있다는 뭇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평가하면 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후의 일본정치의 민주력， 일본의 

경제력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의 車基藍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의 朴忠錫교수가 펀잔한 『日本現代史의 

構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자에게 큰 감명음 주고 있다. 

이 책에 질려있는 논문 중에는 일본의 과거사는 주로 공동체적 가치관 

을 강조하였다는 주제의 논문도 있다. 그러 나 그 중에는 또한 일본의 과 

거사는 버콩통체적 가치관， 즉 합리주의적 현대적 만주적 켈사적 가치 

관도 강조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전천 • 전후사간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논문도 질려있다. 다시 말하면， 전후의 일본이 비교적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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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져릭한 가치관이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戰]íJ의 민주략， 

배양랬치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운도 살려있다. 

알려진 九다1買男 石田날리 있는 논문은 한국애도 

학자들의 

이 책에 

雄 댄1村폈男 等 일본의 대표적인 

수록꾀어 

모두 아흡편이다. 책 셔
 

, 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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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플 다룬 통사적안 성격의 

치 이후 약 100여년 간의 각 시매 (전후시대드 주함)의 정치사상의 구조 • 

득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푼 논문 마젓 i견을 팎어 제 2 부에 패치했다 

이푸 전후의 1960년대까지의 

논문 너l 펀을 묵어서 제 1 부를 만듭었고 명 

논문중 明治시디1 에서는 이들 아휴판의 

책에저는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거 위해 일본 근 • 한대사의 중요 

한 용Cl 및 사건해설과 일본 근· 현대사 연표블 작성， 제 3 부에 수록해 

재 1 부 벚 제 2 부에 실 

다i 한 평가륜 내리겠다. 

않기로하고， 

다음 이책에 

여껴서는 제 3 부는 다루지 

있는 논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놓았다. 

려 

L-H 용 이 책의 2. 

있는 

정 치 사튼 다푼 논문 (橋川文三의 

지적해야 찰 것응 정치권략의 칩 

정치권력이 江戶에 

통치자인 大名에게 분산되어 

그러 냐 1868년 이후 명 치셔디} 

랙섬적으로 

중화 과정이마. 명치시대 이전의 德J 11시대에는 

幕府와 전국의 약 280여개익 봉건영지의 

았었다. 이른바 합構의 2중 정치제도이냐. 

일본의 -f-션 과거 명치유신 이후의 

논문)을 동해서 가장 먼져 

있는 천황을 분산펀 정치풍치략은 京都이1 

이 들 4構의 하급무사틀에 

이상과 같이 오먼서， 들어 에 

그것도 짧〔봉건영지)출신， 4개의 으
 

L 어
 님 

등에 

4灌이란 일본 本폐의 서남지역 말단에 있는 長洲(지금의 下關)， 九洲

섬에 있는 輝摩， BE前， II되國섬에 있는 士住블 말한다. 이와 같이 4灌에 

흐름에 따라서 1880년대쯤;가서는 더욱 집중 

두擁 출신의 명치공신들。1 거의 독전하게 된다〈p.22〕. 

게 경중된다. 

칩중된 정치권녁은 시 간이 

되어 ‘鐘摩， 長洲의 

자연핵 이에 검중되니 소수의 명치공산들에게 이와 같이 정 치권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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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항그룹이 생기는 볍이다. 크게 세그룹이다. 첫째는 德川시대의 

봉건영주였먼 大名출신들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차 정치 

의 중심 세 력 에 서 제 거 된 4흉흉 중 土f左출신 (板행退助 後顧象二郞) 및 ~[I:前

출신(大웹重信)의 명치초기의 공신들이다. 두번째 그룹은 德川시대의 

무사출신들이다. 이들은 당시 일본국민의 약 6%에 해당하는 40만호(가 

족까지 합하띤 약 200만명)로 德川봉건시대에는 사회신분적으로 득권을 

누리먼 그룹들이다. 

이들은 명치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사회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서 과거의 특전을 박탈당하고 명치정부하에서는 封緣을 받는 신분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1876년에는 이 封版마저 나오지 않게 되고， 또한 그 

들의 자존심의 상갱이었떤 帶刀마저 금지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굴욕 

감은 극에 달했었다 한다 (p. 15).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명치전황의 찬 

위병이라든가 1872년에 설치펀 칭병제 및 각종의 여타 직엽에 ‘흡수되었 

지만， 이러한 것에서나마 제외된 무사출신은 자연히 반정부파로 전락하 

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첫벤째 두벤째 그룹은 1877년에 소위 

西南전쟁을 일으켜 마지막 항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만다. 세벤째 

는 셔남전쟁 때문에 유발된 인플러l 경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1880년매 

전반기중 몇년간 松方正義 大藏때에 의해서 가휴하게 ;집행된 다플레경 

제정책아다. 디플레경제하에서 다격을 받는 그룹은 농만 득히 지주계급 

이며 중소영세커엽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번째의 반정부파로 등장 

한다. 

이상 명치초거의 정치권력의 소유자와 반항그룹간의 대립은 그 이후 

일본정치를 두 갈래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갈래는 정권소유 

자인 소위 흉흉때派가 자기들의 정권을 장기화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 

해서 일본정치를 국가위주의 정치， 공동체 위주의 원리， 가족국가관에 

업각한 정치로 이끌고 간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냐 

는 정권의 장기화를 위한 천황大權 보필기관의 설치와 제도화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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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1884년에는 명치공신 및 舊大名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종의 귀족제 

도언 公候伯子男의 다섯개의 작위로구성된 華族제도를 설치한다. 이 신 

분제도는 세습제이며， 작위에 따라 일정액의 재산도 부여되며， 1890년 

국회개설 후에는 귀족원의원직을 가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명치 

공신 및 舊大名 등에 대한 일종의 포섭책이라고 볼 수 있다. 1885년에 

는 내각제도를 절치， 천황의 직속하에 둔다. 장차 국회개섣시 국회의샤 

에 좌우되는 내각제도플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1888년에는 樞密院을 

섣치하여 황설볍， 현볍， 볍률， 조약， 칙령 릉에 관한 것을 제외한 일채 

의 국무사항을 담당하는 기구로 장차 개젤할 국회로부터 정부측의 지뷔 

플 방지하자는 것이다. 

1890년에는 현볍용포와 통시에 민션의원인 중의원과 함께 動選의원안 

귀족원을 절치한다. 이외에도 천황대권 보펠키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소위 元老제 도이 다. 공식 적 인 기 구는 아니 지 만， 주요 국사지-문에 응하 

며 구성원은 보통 수상직을 지낸 경험이 있는 원로정치인들이다. 명치 

정부가 국체를 호지하커 위해서 세운 두벤째 것은 균국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명치군국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먼 長洲출신의 山

縣、有朋에 의해 1898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군부대신무관제 라고 한다. 각 

료중 육군상 해군상은 현역군인이어야 한다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13 

"'36년 기간에는 예1l]역에게도 大田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완화됐다가 

1936년 다시 1913년 이전의 제도로 복귀했지만， 바로 이 제도 때문에 군 

이 일본정치를 左右할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명치청부가 국체호지륜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번째 것은 市民을 많民 

으로 만들어서 일본국민의 충성성을 천황에게 정중일원화시키는 작엽이 

다(石田雄의 논문) . 明治이전의 德川시대에는 충성셈이란 보통 각 봉건 

영주인 大名과 그틀의 직속부하언 무사계급간 또는 大名과 幕府간에나 

있었던 현상이며， 일반대중에게까지는 그것이 요구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무사계급의 충성섬은 어디까지냐 자커의 직속상관인 大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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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 것이지 저 멀리 있는 훤府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石田 

￡뚫의 논운， pp.105"-'106. 河野健二의 

칩권화플 기하려는 맹치정부로서는 

논문， pp. 158'"'-'159). 따라서 중앙 

일반시만에게까지 확대했 충성침을 

어야 댔으며 또 그것을 천황에 대 한 것으로 일원화했어 야 댔다. H1-1>그 _'1-
。 tl -c 

두가지가 있었다. 하냐는 지주계급 또는 寄生지주들을 정푸가 우대함우 

로써 (20세치에 접어든 후의 이야기) 그 멋가로 이들로 하여금 당시 일 

본국민의 대다수플 차지한 농민틀의 서민화 정치화플 망치케 하는 것이 

다 (石田雄의 논문， p.102). 다른 하나는 위 표부터 충성심 • 애국삼 따위 

블 사만에게 집어주는 것으료 1890년의 

나 189 ，1년의 

교육一刺謂가 좋은 에이다. 그려 

1914"-'18년의 1차내전 이후 노일전갱， 청 열전쟁 , 1904년의 

합리주의사장， 소련익 에는 셔구의 사펴주의샤장 등이 마구 도엽되 71 

때문허 E육핑h語만으로는 시민의 「rE긋化착엽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 한 무기 인 「기-족국가관」이 援用련다(김æ雄의 논문， p.ll2). 

이상은 명치정부가 일본정치플 국가위주 꽁동치l 뷔주의 정치로 끌어가 

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19301간대에 와서 그대 

외세에 의 로 파시즘과 연견되아 견국에는 태평양천쟁으로까지 가다71-

해서 외-해되고 만다 C:hIL함男의 논문r 이미 저두에서 지적덴 바와 감。1 

얻본의 대다수의 학차는 지 기 니라의 과거 사픔 소개 하는떼 있어서 이상 

보아온 국가주의 정치가 매치 일본의 과거사의 전체인양 ;강조하는 경향 

이 었다. 그러나 얻본의 괴거사에는 이상과 갇은 측띤드 았으나， 또한 

다른 측면인 바콩동체적 가치관， 후1려주의사상， 

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만주주의 。 져-도'- 7J.+ 
~ 2.. ~ð ~ 

일본에서 합리주의가 싹트게 펀 것은 저 별리 德) 11시대로 거뜰러 올라 

간다. 당샤의 일본은 중극의 주자학을 통하여 소뷔 華평사-상。1 지배하 

먼 객 이 다. 그러 나 중국이 아편전쟁 (1 842) , 태팽천국난(1861) 등으로 셔 

양세력에 의해서 쑥대받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일본의 住久問象三(1811

rv64) 같은 션각자는 서 구문명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명치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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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저멍한 福澤폐吉(1834，，-， 1901) 은 서양의 지유주의 작품인 토크 

벨 (Alexis Tocquevi1le) ‘ 록크(J ohn Locke) , 루소(Jean Jacques Rousseau) , 

밀 CJohn Stuart M i1l), 스폐 서 (Herbert Spencer) 등의 책 을 통해 서 양의 

자유주의 , 힘-리 주의 등의 기치 관을 일본에 소개 하는데 진 력 했 다 (中村젠 

男의 논문， 松本르之介의 논문) . 

영 국에 군힘 이 1, 000착 이 있고 우리 에 게 도 군한-이 1 ， 000척 이 있으띤 반드시 

대적 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갇은데 이는 핀강 사펀의 균평윤 모르는 자의 생 

각이다. 영국에 군함이 1, 000척이 있마는 말은 단지 군함만 1, 000척이 있디는 

발이 아니다. 1, 000척의 군함이 있으띤 상산이 10, OCl O ~l 이나 있고 상닌이 

10 ， 000척이 있으면 선원이 100 ， 000병이나 있을 것이다. 선윈을 양성 파리만 학 

문도 았어야 히고 학자와 상인도 많고 볍윌-도 정비피고 상엽 ]E 반창하여 인간 

교재의 사윌이 갖추어끼 1, 000척의 군함에 성응할만한 상태에 이플 해 바로소 

군함-올 1, 000척 가지 야하는 것 이 다 . (九山힘펀 눈둔 pp. 218~219. 원래 福뭔둡兪 

吉의 文데]論之械說에 서 인 용) 

이상괴 같이 합리주의， 1民力J ， 1국만의 생띈릭」윤 깅소하는 댐댐의 사 

싱은 끼룹i원i뿔集 등을 통해서 일본의 지식층은 윤돈 일반대중에게도 1널리 L 

읽 혀 집 으로써 일분의 자유주의 사상 天뼈人權論 등의 확산에 큰 기 어 룹 

한 것이다. 

九山교수는 명 치 초기 에 는 國權論피 E강權論이 상호보완적 인 역 할-을 했、 

었으나 1894년 청일전쟁 이푸 상후간에 괴리가 생기다가 점차 국권콘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한다(카L山함띔의 논문， pp.217"-'20). 그리나 『티本짧 

代史의 構造』에 살려 있는 다른 논문듭에 의하띤， 일본은 1894년의 청일 

전갱 아후에도 大正만주주의시대가 있었고， 1차대전 이후 서구의 자유주 

의 사상， 심지어는 1917넌 불시]바키혁명을 거쳐서 새로이 설립된 소란의 

사회주의사상도 체험댔고，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 吉野作造의 民本.=t

義， 美灌培達吉의 전황기관설(황실도 여러 정치기구중 하나에 불과하마 

는 설)도 생겼으며， 합리주의 • 자유주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藥明會， 新

人會， 民人同盟會 따위 도 1차대 전 직 후에 조직 되 있 다고 한다(中村챔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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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사상적인 측면이다. 정치사릎 보아도 III 슷한 갤론이 나온다. 

명 치 시 대 의 일본의 반정 부파들은 1874년의 「民選議院設立建白띈」플 펄두 

自由당 改進당 들을 꾸며셔 정쑤에 정치적 압 

릭을 가하여 결국에는 1890년의 명치떤볍이1 꿨議院제도블 기능화시킨다. 

초에는 18801건대 로 해서， 

풍의원은 만션의원이무로 자연히 정당제도플 전제한다. 정당제도의 
←ι 

T 
'0 

현은 정부시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윤 국만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1.8901건 당시 일본의 정당은 일본정치에서 그리 큰 비층을 차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일단 수립되고 나니 그 비중은 삼 

차 확대되어 간다. 우선 1890"'94년에 는 지 주제 급의 。1 ò1 ~q→ 
1 • 1 '=' 대먼하는 

반정부파의 民黨이 중의원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정부의 균비 3약:장이l 

산을 계속 부결시킨다(橋川文三의 노끄 'L. l..'.....' pp. 24'"'-'27). 1900년에는 덩치 

정부의 핵 짐 인물인 {jI-顧 1탬文이 정팅의 =ε Q λ8 ~ 
..ll- 0 t. 절감하고 政友웹릎 극L 

만다. 1912년에는 명치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국권콘자인 山젠有미]의 수 

계자 佳太郞 마저 엽헌동지회(후에 힌정딩)블 꾸민다. 1925년에는 종전 

의 제한된 선거권이 25세 이상의 모든 단자에게 주어지는 브꽁션거제도 

가 수립된다. 

이후 1924"'32년에는 언필칭 정당내각의 전성기룹 맞아 정당이 〔인 프강
τ 」

정치를 좌우히게 된다(橋川文三의 .'r..뜨;'. 
1- l..!...., 三싼太一생1I의 이 당샤 

1 • 7 

→→(순 /1 , 

의 일본정치는 무산계급에게는 이직 응분의 발언권을 주지 。L ← ol.l
1.ô~→ λλ "T 

따라서 이당시의 정치블 제대로 갖추어진 만주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지 정도의 만주정치을 개발할수 있었다는 갓 

은 일본정치에 있어서 반정부파의 만권론 자유주의 사상이 크게 직용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바위블 거슬라면서 제국주의 갱장정잭 

을 거듭하다가 영 ·미블 등지게 하고， 거기에 세계경제공황과 군벨악 

파시즙의 등장으로 「암흑시대」를 걷게 된다. 戰後의 일본정치는 국권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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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러나고 민권론이 前面에 나서게 된다. 한 때 미 • 소양국의 냉전체 

제 때문에 정치가 다소 국권론쪽으로 기우는듯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 

나 만권론을 강조한 戰後의 일본헌법 테두리내에서의 훨行에 괄과한 것 

이 다(大면典펴의 논문) . 

3. 필자의 평가 

정치사회학자는 사회펠 분석할때 보통 사회플 크게 2분해서 보는 경 

향이 있다. 하나는 놓촌적， 전등적， 민속적， 원시적， 공동체적의 형용 

사로 표현되는 사회로 「공동체적 시회 J (Gemeinschaft) 라 푸르고， 다흔 

하나는 도시적， 현대적， 산엽적， 자본주의적， 결사적 등의 형용시-로 표 

현되 는 시→회 로 「걷 사적 사펙 J (Gese l1schaft) 바고 한다. 

시회듭 이와같이 2분해서 분석한 학7-]는 독알의 되니스(Ferdinand 

Tδnnis) , 드곡랑스의 더 카임 (Emile Durkheim) , 독일의 워i] 131 (Max Weber) , 

미국의 파슨스 (Talcott Parsons) 등 거성 사회정치펙지둡이다. 이들은 이 

상과 캄은 사회의 2분맴에서 한발 더 니아기서 공봉저]사펴 맞 結社的시 

회가 각기 지니고 있는 특칭을 팽끼-하고 있다. 二t]-풍체사회에서는 「공몽 

처lJ리는 말이 보이고 있듯이 시회의 기치판응 공동커1 의 구성원보다는 

공꽁채 그 자체에 더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꺼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관속에 매윤꾀아 개인은 자기기 기지고 있는 기치 

관플 추구히는데 불펀을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럭을 바유갯 

발휘힐 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니， 반면에 치러한 사회에서는 꽁꽁-체파 

가치기- 깅조되기 때문에 사회의 갚사 • 안청유지 다 나아가서는 특정정 

권의 합볍화 국가관 애국신 띠뷔의 확렘이 바꼬작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힌편 결사적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치관보다 그 사회구성 

원 개개인에 대한 기-치관이 다 강조된다. 따라서 이라한 사회에서는 개 

인은 자기가 기-지고 있는 가치관을 추구합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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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력이 충분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다원주의가 발달한마 

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나온다는 것아 

다. 이 러 한 사회 에 셔 는 물론 칼 마르크스가 말한 流外 (aliena tion) 현 

상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너우나 바정적이고 냉정적이기 때문에 여러가 

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강조력을 말 

휘시켜 주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론가들은 사회가 공동체사회에서 결사적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사회의 발전， 사회의 합리화， 사회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앞에서 보언 바와 같이 한때에는 공동체적 기-치관이 주로 강조 

되어 「암흑시대」플 겪은 적이 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이다. 

또 제 국주의 의 걸고느 끼날은 나라이 다. 그러 냐 1868년 명 치 유신 이 후 1932 

년까지의 일본의 역사블 보면， 前듭디한 공동체적 가치관， 결사적 가치관 

두기지 의 가치 관을 필요에 따라서 적 절 히 배 합하여 「안정 」도 확보하고 

「民力」도 키 우면서 「국력 」을 배 양한 나라이 다. 1932년까지 의 역 사블 보 

면， 오히려 공동체적 가치관보다 結社的 가치관이 점차 우새해져서 짧 

은 역사를 가진 나라루서는 비교적 발달한 만주정치 자본주의를 체험해 

본 나라이다.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이 정치적으로 만주적 역량을 발휘하고 경제적으 

로도 구미선진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역량을 발휘할수있었다는것 

은 바로 일본이 과거 정치적 「民力」 경제적 「民力」을 키워본 경험이 축 

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상은 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띤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 두가지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하나는 비교정치론적얀 

입장에서 다룬 논문노 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비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국력도 키우고 만력도 키우면서 성 



: 210 J 東亞文化 18점 

장한 나라이다. 그려나 일본의 이웃인 중국 • 한국의 경우에는 그더한 

근대화 • 민주화착업에 Z넬패하였다. 따라서 비교정치론적인 엽장에서 다 

푼 논문도 실었다면 01 잭의 가치가 더욕 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짚은 아쉬움은 1945년 이후의 일본정치사회사 

블 이 책에 소개펀 논문청도의 분석력을 가치고 다푼 논문도 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물론 이 책의 大西典끊싸의 논문은 「전후의 정치 • 경 

제 • 사회의 방향」을 다룬 것으로 특히 미국의 점령당지의 정치사에 매 

한 분석은 찰 되어 있우나 ::2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갚은 분석을 안했 

다. 그러냐 여커서 지적한 두가지 아쉬움은 펀자들의 의도가 이닐지도 

모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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