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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초록)

메이지 전기 국가이성과 반(反)국가이성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국가 폭력의 사용이 국가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과 국가 폭력은 본질적으로
국가이성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후지타 쇼조의 주장을 재검토할
것이다. 메이지 전기 국가 폭력을 정당화한 논설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글에서는
국가이성만이
아니라
반국가이성
역시
담론장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국가이성 개념은 국가에는 국가만의 고유한 영역인 국가 자체만을
참조할 뿐이며, 국가의 행위는 합리적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함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전기 담론
공간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담론장에는 문명을 향한 장기적이고 부단한 진보에 의하여
전쟁은 물론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마저 폐기될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하였기에, 국가의 참조 체계는 국가 자체로 한정되지 않았다. 국가
폭력의 사용은 국제 무대의 진보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며, 국가
폭력은 비상한 형세에 놓여 있다는 사유가 추가됨으로써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었다.
둘째, 국가 폭력의 사용이 합리성에 의하여 결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합리성은 무사적 파토스를 군사적 능력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규정하였다. 비합리적 힘을 이성의 통제 하에 두는 한, 이들 담론은
국가이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사카
사건(1885)이 보여주듯이 내면의 열정은 국가이성을 반국가이성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셋째, 국가 권력의 행사의 주요 동기의 측면에서, 어떤 담론은 국가
이익의 추구를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국가이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는가 하면, 어떤 담론은 의협심을 전쟁과 개입을 위한 가장
정당한 동인으로 파악하는 반국가이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또 다른
담론은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형태를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메이지 전기에는 국가이성이 오늘날과 같이 소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은 담론 공간에서 널리 공유된
반국가이성의 전제에 부단히 위협을 받은 채,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형성된 2차적 형성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메이지
국가의 실체는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상이한 요소를 표상하는
최소한 두 가지 정신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함의한다.
주요어: 국가이성, 반국가이성, 메이지, 문명, 형세, 파토스, 의협
학 번: 2014-2016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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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이 글의 목적은 메이지 전기(1868~1895)의 일본 지식인과 정치
관료에게 국제정치가 어떻게 사유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메이지 전기의 국제정치적 사유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근대
동아시아의 정치적·제도적 국제 관계를 재편한 메이지 국가의 행위를
뒷받침한 정신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메이지 국가의 행위란
청일·러일전쟁과 조선 병합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구성 작업을 말하며, 이 재구성은 다이쇼 시대의 국제협조주의와 전중
쇼와 시대의 만주사변·중일전쟁·아시아태평양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메이지 국가에 의한 국제 관계의 변용은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현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 규정하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메이지 국가의 대외적 행위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 변동을 계기로 증대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물리적 능력을 보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행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메이지 전기의 국제정치 사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메이지 국가가 물리적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한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전제된 정신적 차원의 특정한 방향의 의미 부여 활동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의 연구에서 국제정치 사유를 모든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한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 사상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근대 국제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폭력에 대한 사상에 한정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질문은
‚메이지 시대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메이지 유신(1868)에서 청일전쟁의 종전(1895)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여,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한 담론들에 한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주요한 계기인 메이지
국가의 폭력은 군사적·경제적 역량 확보에 따른 필연이나 숙명적
결과가 아니었음을 보일 것이다. 이 재편은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와
정치가의 규범적 정당화를 거쳐서 가능해진 작업이었다. 따라서 메이지
시대 국가 폭력의 정당성 담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이라는 역사 과정을
설명하는 의미를 지니며, 그에 의해 변형된 동아시아 질서의 규범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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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의 검토
이 절에서는 메이지 국가의 사상에서 대외 폭력의 정당성 담론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접근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접근의
한계점을 보일 것이다. 첫째,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 사상을 국가
연구에서 고려 대상으로서 주목하지 않거나, 침략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는 청일전쟁에 대한 한 고전적 연구에서 메이지 정부를
‘전제(專制) 천황제’로 규정하고, 군국주의로의 이행은 이 체제의
‚필연‛적 귀결이었으며, 그들이 정책 결정을 위해 내놓은 담론들에는
체제적 특성이 외교 방침으로 구체화되어 ‚메이지 초년 이래로 추구해
온 조선 제압 정책‛이 드러나고 그 목적은 ‚조선을 개국시킨 시점부터
일청전쟁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1
사회 영역의 자유민권파는 1884년까지 신문 등에 발표한 담론에서
정부의 침략주의에 반대하거나 이를 희석시켰지만, 이후로는 그들
자신도 배외주의로 전환하여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그보다
강경해지는 발화를 위주로 하는 전환을 겪었다. 2 요컨대 메이지 시대는
정부와 사회가 공히 배외주의와 침략주의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의
담론은 이러한 정향을 드러내 주는 증거로 취급되었다.
반노 준지(坂野潤治) 역시 메이지 시대의 팽창 정당화 담론을 분석한
『메이지·사상의 실상』(明治・思想の実像)에서, 메이지 시대에는
정부와 사회를 막론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상’이란 없었고, 오로지
대외 팽창을 골자로 하는 정책론을 상황 변화에 맞게 변화시키는 수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결론 지었다.3 메이지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당대의 국가-사회 관계가 충분히 대립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적
분석은 오늘날 역사학계의 서술에서 여전히 발견되며, 메이지 정부의
침략적 의도를 일관된 것으로 보고 그들의 담론 역시 단순히 이 의도의
반영물로 보는 연구도 적지 않다.4
1

中塚明, 『日清戦争の研究』(東京: 青木書店, 1968), pp. 12, 26, 53.
中塚明, 1968, pp. 53-68.
3
坂野潤治, 『明治・思想の実像』(東京: 創文社, 1977), p. 181.
4
예컨대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戦史から消され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
(東京: 高文研, 1997). 메이지의 사상이 팽창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도 보라. ‚사상의 차원에서는 〈정한〉론 이후 조선 진출론은 확고하
였다. 그리고 정부 내부는 물론 육해군 내부에서도 대조선 강경파는 뿌리 깊게 존재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것은 일거에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될 때에
는 야마가타도,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에 이론을 제기할 입장은 아니었다. 〈정한〉 사상
은, 요시다 쇼인이나 기도 다카요시의 사상적, 정치적 계보를 계승하였던 그들에게 원래
부터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경달, 최덕수 (譯), 『근대 조선과 일본: 조선의 개항
부터 대한제국의 멸망까지』(서울: 열린책들, 2015), pp. 117-118. 한상일, 『이토 히
로부미와 대한제국』(서울: 까치, 2015)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저작이다. 현대
동아시아·일본에 요구되는 실천적 주장을 도출하기 위하여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사
상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외재적으로 비판하는 연구들도 있다.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와 야스카와 주노스케(安川寿之輔) 등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주의를 강조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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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이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시간적 흐름과 무관하게 일관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문헌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기 어렵고 이미 사학계
내부에서 반론에 부딪힌 바 있다.5 또, 사회 영역의 제 세력 가운데 주목
받아 온 자유민권파 역시 정부와 맺는 관계를 대립이나 동조로
단순화하기보다는, 담론 공간에서 대전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고
세부적 차원에서 대립하는 복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화 담론을 위선이나 수사적 표피로만 파악하는 이러한 접근의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발화의 배경에 국제정치적 행위를 유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언설의 규칙이 구속력 있는 객관적 사실로서
존재함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6 이런 의미에서 사상이란 대상에 대하여
연구자가 규명해야 할 것은 그 이면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본심을 수식하게 만드는 담론장의 분위기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 담론이 설령 위선적이라 하더라도,
당대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려면 일본의 사상가와 정치가가 배외주의적
의도를 분식하기 위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동원하도록 유도한 지적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 사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담론 공간의 지배적 논리를 제공하는 원천이 서양 국제법이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이에 주목하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법학·역사학·정치학의
연구자들 가운데 이런 접근을 시도한 이들이 있다. 예컨대 한 법학자는
메이지 시대, 심지어 막부 말의 국제정치적 사건이나 법률적 상태에
관하여 위법·합법 여부를 검토하려는 연구를 제출하였다. 7 역사학자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역시
페리
외교(1853-1854)의
‚국제법으로부터의 ‘일탈’‛을 문제시하고 강화도에서의 운요호
사건(1875)에 대해 일본 측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켰다. 8 이러한 기술은 과거에 대한 규범적·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해당 분석은 역사를 해석할 때 유럽 국제법이라는

고 메이지 시대 사상가의 대외관을 비판하기 위해 쓴 다수의 저작이 이 계열에 속한다.
子安宣邦,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精読 』(東京: 岩波書店, 2005); 安川寿之輔, 『福
沢諭吉 の ア ジ ア 認識―日本近代史像 を と ら え 返 す 』 (東京: 高文研, 2000); 安川寿之輔,
『福沢諭吉と丸山眞男—「丸山諭吉」神話を解体する』(東京: 高文研, 2003); 安川寿之輔,
『福沢諭吉の戦争論と天皇制論―新たな福沢美化論を批判する』(東京: 高文研, 2006) 등.
5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6
퀜틴 스키너(Quentin Skinner)가 지적하듯이, ‚사람이 정당화하려는 내용은, 현존 규
범적 원칙 하에서 설득력 있게 취하려는 행동의 경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설령 공언한 원칙(professed principles)이 그 사람의 동기로서는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 원칙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행동의 향방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Quentin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105. 유사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譯), 『근대 일
본의 국제질서론』(고양: 연암서가, 2010) 참조.
7
太寿堂鼎, 「明治初年における日本領土の確定と国際法-1」, 『法学論叢』100권 5호,
1977.
8
이노우에 가쓰오, 이원우 (譯), 『막말·유신』(서울: 어문학사, 2013), pp. 2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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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법률 체계를 실효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서 전제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국제법 체계가 현대에는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되는 데에 반하여, 19세기 일본에서는 그 수용의 필요성과 법률적
해석 자체가 문제시되는 사안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사상시키는
단순화의 문제가 있다. 9 이러한 연구는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규범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시대착오의 위험이 있으며, 당대 국제
질서의 사상적 근간을 규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서양
국제법 체계는 일본의 고유한 국제정치사상적 지평과 혼재되거나
경쟁하는 관계에 놓인 불안한 제도적 질서였기 때문에, 11 메이지 시대
9

그러나 실제로 한 법학자는 메이지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고 판단한 듯하다. ‚메이
지 일본에서는 국제법 세계의 구성원이 될 때에는 어쨌든 유럽적 문명국이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그 하나를 달리 선택지가
전혀 없고, 유일하며 비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오로지 이를 현실화하려고 했던 데
에서 메이지 국가의 기본적 삶의 방식, 메이지의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 최면이라 할 수
있는 사고형을 볼 수 있다.‛(山内進, 「明治国家における「文明」と国際法」, 『一橋論
叢』115권 1호, 1996.)
10
白羽祐三, 『日清・日露戦争と法律学』(東京: 中央大学出版部, 2002)은 현대의 법학
적·규범적 판단을 메이지 시대에 투사하는 문제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저작이다.
나카쓰카의 진단과 유사한 그의 메이지 국가 규정에도 대외 침략주의가 그 국가에 필연
적인 것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천황제 군국주의는 본래적으로 침
략성을 구유(具有)해 놓고 극히 침략전쟁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것과 같이 일본
의 천황제 국가는 메이지·다이쇼·쇼와에 걸쳐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여 팽창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白羽祐三, 2002, p. 82.) 메이지 시대에 대해 ‚일본형 군국주의
는 이러한 전제주의적인 천황제 국가에 기초‛하였다고 본 그는, 천황은 ‚군사독재자‛
이자 ‚ 군국주의자 ‛ 로, 이 시대 친정부 지식인에 대해서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2)를 ‚‘대왕’ 광신자‛이자 ‚창부적 변절자‛로, 호즈미 노부시게(穂積
陳重, 1855-1926)에 대해서는 ‚천황제 광신자‛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에 대해서는 ‚천황제 군대의 어용법률가‛인 ‚허위의 국제법학자‛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 1904-1975)에 대해서는 ‚천황제 군국주의적인 국제법학자‛로 보
았으며,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을 전환했다는 이유로 ‚ 천황과 천황
정부에 대한 굴복‛, ‚인권 무시의 호전적인 군국주의 천황제(‘현신인’ 천황)에 대한
굴복‛을 하였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였다. (白羽祐三, 2002, pp. 19-21, 73, 114, 118,
136, 158.)
11
메이지 정부의 관료인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는 이미 메이지 원년
1868년 11월 8일에 ‚ 황국[일본―인용자]의 병력이 서양 강국과 대적해야 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병력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만국공법도 물론 신뢰할 수 없고 약자에게
는 크게 공법을 명분으로 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적지 않기에 나는 만국공법은 약
한 나라를 빼앗는 하나의 도구라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木戸孝允, 妻木忠太 (編),
『木戸孝允日記 第1』(東京: 早川良吉, 1932), p. 138]. 사회에서도 국제법에 대한 불신
은 마찬가지여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통속국권론』(通俗國權
論)에서 ‚백 권의 만국공법은 몇 문(門)의 대포만 못하며, 몇 책의 화친조약은 한 광주
리의 탄약만 못하다. 대포와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며, 없는 도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다.‛라고 썼고[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 福澤諭吉全集 』 第四巻 再版(東京: 岩波書店, 1970), p. 636], 구가 가쓰난(陸羯南,
1857-1907)은 『국제론』(國際論)에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에 관한 혁명은 이미 대
부분 완수되었으나 나라와 나라의 교제에서 혁명은 아직 조금도 완수되지 않았다. 이 국
제공법은 실로 혁명 전의 제도일 뿐이다. …… 국제법이라는 것은 실로 유럽 여러 나라
의 가법(家法)으로 세계의 공도가 아니다. 이 가법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나라가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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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상을 당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되기만
한다면, 국가 권력의 형식적·제도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측면의
내용적
정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의
지적대로,
‚일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당시
시점에서의
국제법이나 국제습관, 현실정치의 실태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의 내력의 경우에도, 가공 인물에 대한 픽션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실재하는 인물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평균 이상으로
이상적인 윤리 수준에 즉하여 행동하였다는 사실만을 오로지 그 중심
테마로 여기는 식의 이야기를 기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12
국제법에 따른 형식적 정당성에만 집중하는 연구는 당대인의 눈에는
정당화해야 할 것으로 비친 사안은 정작 주목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청일전쟁기 국가 폭력의 규범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선전 포고 이전
가오셩 호(高陞號) 격침이나, 뤼순 학살 사건의 합법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13 당시 국제법에서 개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다수의 논변이 개전을 정당화하는 데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서구 국제법학의 이식으로만은 환원할 수
없는 당대의 국제정치사상의 질문과 대답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정치사·외교사 연구에서 정부 행위자 간의 공식 문건에만 천착하는
경우에도, 국제 질서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행하는 양상은 해명할 수
있으나 이 질서가 관념적 차원에서 재편되는 방식은 해명할 수 없다.
김용구의 연구는 외교사적 접근에 의하여 동아시아인의 국제정치관에
깔린 정신 구조의 해명을 연구 목표로 공언하였지만, 정부의 공식
문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한 저작에서 세계
외교사를 ‚문명권들의 접촉‛으로 정의하고, 그 기술은 외교 문서에
반영된 문명권의 정신 구조를 규명하는 것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4 19세기 유럽 공법의 특징을 ‚실정법주의positivism,
유럽 중심주의, 팽창주의expansionism, 그리고 형식주의‛로 요약한
그는, 조선과 일본의 정책 결정자가 작성한 문서를 검토함으로써 ‚사대
질서와 국제법 질서의 충돌을 잘 흡수하여 성공‛한 일본이 중국과
조선의 사대교린 관계의 세계관과 질서를 해체하고 국제법 관계를

어 유럽으로 귀화하는 것 말고는 달리 수단이 없다.‛[陸羯南, 「國際論」, 西田長寿·植
手通有 (編), 『陸羯南全集』 第一巻(東京: みすず書房, 1968), p. 173.]라고 말했다.
특히 구가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메이지 시대에는 국제법 체계의 비판적 수용
과 이를 넘어서는 국제정치관의 구성까지 사상적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12
坂本多加雄, 『象徴天皇制度と日本の来歴』(東京: 都市出版, 1995), p. 191.
13
이에 대해서는 大谷正, 『近代日本の對外宣傳』(東京: 硏文, 1994) 제4장과 白羽祐三,
2002 제2장 등을 참조.
14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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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시기로서 19세기 말기를 정리하였다. 15 그는 법체계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를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는 접근에 의해 국제법의 근저에
있는 정신에 천착함으로써 법학의 시각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검토한 일본 측 외교 문서는 서양 열강이 주류인 국제
세계의 정부 관료를 독자로 상정하고 쓰인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관을 실정법적 차원에서 충분히 파악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사료 편향에 따른
과도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가 메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일본은 종래
동아시아의 책봉·조공체제를 국제법 체계에 따라 재편해 가는
외교방침을 취했다.‛라고 정리한 것은 국제 질서의 제도적 수준에서는
옳은 진술이지만, 그것이 ‚국제법으로 ‘비문명국’으로서의 아시아를
향해, 그에 따라 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를 재편해 나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질서의 관념적 수준에 대한 절반의 진실을
누락시킨다. 16 강상규도 유사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는 한 저작에서
만국공법을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를
비롯하여 만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이해‛하는 막말의
경향으로부터, 국제관계가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현실 인식을 매개로
메이지 시대에는 ‚현재 구미의 선진국가 간에 실행되고 있는 실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천착하는 경향으로 이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7
실정법적 국제법 지식에 대한 집중적 탐구가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문명의 전쟁이라고 선전‛한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원천을 국제법
바깥에서도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18 사상사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대상을 만국공법의 번역과 수용에만 집중한 연구들도
근본적으로 이상의 저작들이 보여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메이지
시대 정부와 사회의 담론 공간에서는 국제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실정법주의나 국제법적 사유 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논리 구조
역시 지배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설에도 주목할
것이다.
셋째, 현대 동아시아와 일본에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메이지 시대로부터 평화 사상이라는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경향이다.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책임
15

김용구, 2001, pp. 42, 62, 148-150, 156, 158, 163, 182, 190, 199, 210 등. 이러
한 서술은 그가 개념사를 시도한 이후의 저작에서도 ‚조선이 수백 년 지녀 온 사대와
교린 질서의 개념은 메이지明治 일본에 의해 도전받고 파괴되기 시작한다. 일본은 교린
질서를 부정하고 해체시키는 명분을 서양 공법에서 찾는다.‛라는 형태로 반복된다. 김
용구, 『만국공법』(서울: 소화, 2008), p. 93.
16
야마무로 신이치, 정재정 (譯), 『러일전쟁의 세기』(서울: 소화, 2010), pp. 29, 4041.
17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서울: 논형, 2007), pp.
78, 94.
18
강상규, 200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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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일본평화론 체계』(日本平和論体系) 전20권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기획된 대표적인 선집이다. 19 다바타 시노부(田畑忍)는 자신의
편저 『근대 일본의 평화 사상』(近代日本の平和思想)의 문제 의식은
‚헌법의 평화원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유익한 시점‛이 될
것이고, ‚‘평화헌법의 사상적 원류’를 다방면에서 명확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주 보인 ‘강요된 헌법’론에 대한 유효한 비판이 될 수
20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나카
아키라의
『소국주의』(小國主義)는 메이지 이래의 정치 사상적 조류 가운데에서
대국을 추구하는 사상적 경향이 종국적으로 승리하였지만, 팽창주의에
반대하고 소국주의를 고수한 소수파의 사유를 재발견하려는 데에 목적이
21
있었다.
야마무로
신이치의
『헌법
9조의
사상
수맥』(憲法9条の思想水脈)은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이 책에서는 막말·메이지 이래 일본에 존재해 온 전쟁 폐기
구상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유가 패전 이후 일본에서 평화 헌법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강조되었다. 22 이상의
연구 성과는 메이지 사상을 외재적으로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당대 논리에 더 천착하였으며, 국제법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메이지의
국제정치사상에 주목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평화 헌법 수호 등 연구자의 현재적 관심사를 투사하여 과거를 봄으로써
소수파 담론을 부각하거나 당대 맥락에서의 메시지를 사상시키는
문제점이 있다.23
넷째, 정신사의 입장에서 메이지 시대 국제정치사상을 내재적으로
분석하되 현대 일본의 자유주의적 사유를 구성하는 데에 유의미한
부분을 간취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와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로 대표되는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近代日本思想史 に お け る
国家理性 の 問題)는 마이네케의 국가이성 논의를 참조 체계로 근대
일본의 사상사를 개관하려는 시도였다. 24 그는 국가이성을 ‚개인적,
19

家永三郎 (編), 『日本平和論体系』(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1993-1994).
田畑忍 (編), 『近代日本の平和思想』(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3).
21
田中彰, 『小国主義――日本の近代を読みなおす』(東京: 岩波書店, 1999)[다나카 아
키라, 강진아 (譯), 『소일본주의: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서울: 소화, 2002)]
22
山室信一, 『憲法9条の思想水脈』(東京: 朝日新聞社, 2007)[신이치, 2010]
23
예컨대 야마무로 신이치가 정작 텍스트 내에서는 아포리아에 빠지는 『삼취인경륜문
답』의 양학신사를 높이 평가한다거나, 다바타 시노부의 편저에서 제국주의자로 ‘전향’
하기 이전의 도쿠토미 소호가 쓴 『장래의 일본』에 각별히 주목하는 등의 편향성은 현
대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메이지 시대를 역사로서 이
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
마루야마 마사오, 「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 」 , 『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 』 (서울: 나남, 1998), p. 217. 여기서 마이네케의 논의란
Friedrich Meinecke, Machiavellism: The Doctrine of Raison D'etat and Its Place in
Modern History, trans. Douglas Scott(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프
리드리히 마이네케, 이광주 (譯), 『국가권력의 이념사』(서울: 한길사, 2010)]를 말한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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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적 혹은 지배계급적 이익과 구별되어, 특정권력의 이해 속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국가’ 자체의 존립, ‘국가’ 자체의 이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25 마루야마 논의의 핵심은,
전중 쇼와 시대에는 ‚권력행사가 그대로, 도덕이나 윤리의 실현인
것처럼‛ 간주되어 무분별한 팽창이 정당화되었던 것에 반하여, 메이지
시대에는 ‚권력정치에 권력정치로서의 자기인식이 있고, 국가이해가
국가이해의 문제로 자각되고 있는 한, 거기에는 그런 권력행사나 이해
나름대로의
‘한계’
의식이
수반‛되는
‚정신적
태도의
콘트라스트‛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쉽게 말해, 메이지 시대에는 도덕과
구분되는, 국가 고유의 행위 논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은 현대
일본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세계를 도덕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되, 이 분리에 의해 다시 권력 정치에 상대화와
긴장감을 부여해야 함을 함축하였다. 26 니시무라 미노루(西村稔)의
『후쿠자와
유키치:
국가이성과
문명의
도덕』(福澤諭吉:
国家理性と文明の道徳)은 마루야마가 해당 논문에서 범한 오류를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지만, 후쿠자와 사상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마루야마가 미완의 논문에서 전달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재확인하였다. 27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의 연구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특정 사상가의
논설에만 주목하여, 메이지 담론장 전반에서 국가 폭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사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후쿠자와의 사상적 입장이
당대 주류나 일반론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28
마루야마의 연구는 메이지 국제정치사상에 주목함으로써 전중 쇼와를
극복할 메이지만의 건전성을 전유하려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무의미하다고 혹자는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25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 239. 따라서 마루야마는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을 서양사에
서의 어의에 따라 다분히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분석은
오카 요시타케(岡義武)가 자신의 유명한 논문에서 메이지 유신에서 2차세계대전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대외론을 개관하면서, 국가이성을 민족주의의 문제 의식에서 국가의 존립
혹은 팽창을 지향하는 입장의 의미로 암시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조된다[岡義武, 「国民
的独立と国家理性」, 『岡義武著作集 第六巻 国民的独立と国家理性』(東京: 岩波書店,
1993)]. 오카는 제목에서만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을 쓸 뿐,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또, 마루야마의 경우 이 개념의 사용이 서양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국제질
서에 대한 관념상의 전환을 함의하였던 데에 반해, 오카의 글에서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자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26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 245. 마루야마는 이러한 특징이 메이지 사상가 다수에게
서 발견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그의 글은 후쿠자와에 대한 분석으로 그쳐 미완
의 논문이 되었다.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p. 243-244. 그의 유사한 논의로는 마루야
마 마사오, 「메이지 국가의 사상」,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서울: 휴머니
스트, 2011); 마루야마 마사오, 「메이지 시대의 사상」,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서울: 휴머니스트, 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7
西村稔, 『福澤諭吉: 国家理性と文明の道徳』(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28
河野有理, 『明六雑誌の政治思想―阪谷素と「道理」の挑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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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 시민사회를 주조·유지하기 위한 함의를 발견하고자 역사적
특정 측면을 간취하려는 정신사적 연구는,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에서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관에서 도덕과 권력을 이분화했던 건전성보다,
도덕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를 침식했던 위험성을 부각하였다.
마루야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인데도 그는 마루야마와 반대로
메이지 국가가 국가이성에 의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사회가 해외 여러 나라와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일종의
특질을 가지는 것‛이 향당적 일반사회의 도덕적 원소에서 추구되는
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 원리는, 인간 일반의 윤리(에토스)와
특수국가의 권력(크라토스)의 내면적 갈등을 내포하는 근대적
국가이성에 기초 지워지는 것일 수는 없게 된다. 역으로 일본이
도덕을 독점하는 것에 의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도덕 밖의 여러
나라로 변화시키고, 국제관계는, 도덕국가=일본과 비도덕세계의
교섭으로 파악되기에 이를 것이다.29
이 분석은 국제정치 사상의 사료에 기반한 역사학적 진술이 아니다.
위 결론은 일본 사회의 구성 원리에 공동사회적 성격과 이익사회적
성격이 모순을 지닌 채 혼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전중 쇼와의 귀결을
필연적인 것으로 연역하면서 도출된 것이다. 후지타의 상기 인용문은
국제정치 사상에 대한 개별 사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부차적으로
취급하였다. 단지 그는 메이지 국가의 대외관을 시민정치를 구성할
계기의 담임자(擔任者)가 아니라, 전중 쇼와의 위험성을 재현할 계기의
담임자로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이 마루야마와 정반대였다.
사료에 대한 중시 수준이 낮고, 문제 의식의 성격에 따라 결론의 변동
폭이 큰 정신사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자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마루야마·후지타가 행한 사상사적 접근이
그 자체로 획득한 정치사상 텍스트로서의 지위와 의미는 부정하지 않는
대신, 어디까지나 사상’사’로서 보인 문제를 비판·보완할 것이다.
이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한 정신에 대해
국가이성 개념을 기축으로 전제하여 정(+)·부(-)의 평가를 내려온
것에 대신하여, 그와 뒤섞이거나 심지어는 대립하면서도 국가 행위의
방향을 제시한 독자적 논리 체계를 새로 규명하고자 한다.

29

藤田省三, 「天皇制とは何か」, 『藤田省三著作集1 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東京: み
すず書房, 1998), p. 24. [후지타 쇼조, 김석근 (譯),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서울:
논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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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상기의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메이지 전기 국제정치 관념의
일반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사상사적, 구체적으로는 지성사적
방법론을 채택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폭력 행사의 정당성이라는
특정 주제에 따라 묶일 수 있는 담론들의 지배적인 논리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방법이다. 이 접근은 (1) 일부 사학자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사상을 역사적 대상으로서 진지하게 취급하고 (2)
국제법이나 정부 관료의 정책에만 주목하는 사료 편향을 극복할 수
있으며 (3) 연구자의 현재적 관심사에 따라 과거로부터 평화주의나
자유주의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편향을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 글에서는 메이지 국가를 사회와 정부라는 두 개의 분석
수준에서 고찰할 것이다. ‘국가’란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의에
따라 ‚일정한 영토 내에서 ‘합법적 물리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한다. 30 일본은 대정봉환(1867)과
메이지유신(1868)을 계기로 천황, 막부의 쇼군, 번의 영주들 등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원적으로 분산돼 있던 정치적 권위를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1
‘정부’는 국가의 외교 정책 논의에 문서로써 참여하고 결정할 제도적
권한을 가진 관료 및 그들의 결정을 재가하는 천황을 가리킨다.
‘사회’는 관직이나 정책 결정 권한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저술
활동으로 정책 결정을 제언하여, 국가 행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식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에는 흔히 계몽사상가라고 불리는
저술가 및 언론(인)이 포함된다.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글이 메이지 국가의 물리적 실체성이 아니라, 그 실체를 뒷받침한
사상적 토대에 한정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국가의 행위를
보려는 역사 연구라면, 천황의 권위 하에서 정책 결정을 수행한
관료들을 정부이자 국가라고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메이지 국가의 대외적 행위를 결정할 제도적 권한은
독점하였지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할 권한은 독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사상이 반드시 메이지 국가의 사상은 아니다. 국가의
행위가 관직을 가진 이들의 합의와 천황의 재가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이 정책 결정에는 ‚국가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이유에서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최소한 위선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관료들과 천황은 이 답변의 권한을 독점하지
30

Max Weber, "The Profession and Vocation of Politics," in Weber: Political
Writings, ed. Peter Lassma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p.
310-311. 강조는 원문 그대로이다.
31
메이지 전기에도 이 단일한 권위에 대한 물리적 항쟁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객관적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 물리력의 정당한 독점 상황을 재편할 가능성을 보여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의의 유효성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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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며, 언제나 관직을 보유하지 않은 사회 영역에서 제기된 다른
답변을 의식해야만 했다. 따라서 메이지 국가의 사상적 측면은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셋째, 이 글에서는 정부와 사회 각각에서 작성되고 유통된 전쟁에
관한 담론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분석 수준에 따라 나누어
생각한다면,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 및 천황이 국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한 문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관료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정책만을 다룬 글과 그 당위를 설명한 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많은 경우 한 편의 글에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은 국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적 근거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부
관료의 정책보다는 정책의 정당화 논변에만 집중할 것이다. 사회의
경우에는 지식인들의 사상 저술, 신문에 게재한 논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신문에 게재된 사설 등에서 국가의 정책을 제언하면서 동원한
정당화에 주목할 것이다. 이때 전쟁에 관한 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글은 메이지 전기의 국제정치 사상 가운데서도
국가 폭력의 규범적 근거를 해명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는 경제 발전이나 국민 복지의 증진, 문화 수준의 고양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안보의 측면에 각별히 주목하기로
하였으므로 국가의 폭력 기구로서의 측면에 한정한 담론만을 취급할
것이다. 그러한 담론들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들과, 당대
글쓴이들이 이 제약을 넘어서기 위하여 제시한 논거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이 글에서는 분석을 위해 국가이성과 반(反)국가이성이라는
주요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이들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룰 다수의 담론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분류하거나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2 또한 앞에서 살펴 본 유관 선행 연구 가운데 마루야마,
후지타 등의 저작에서 보듯이, 적절한 통제를 거치면 (반)국가이성
개념은 메이지 국제정치사상의 권력·도덕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원용한 국가이성 개념 33 은
32

따라서 국가이성을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적 사유를 17세기 유럽의 것과 동일시하
거나, 그것의 결여태 내지는 거울상을 이루는 대립물로 규정하는 결론을 위하여 동원하
는 것은 아니다.
33
마루야마 등은 마이네케의 고전적 연구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Meinecke, 1957[마
이네케, 2010]) 이후 서양 문헌 중에는 국가이성의 특징을 마이네케와 달리 보는 연구
가 제출되었다. 예컨대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trans. Graham Bruchell(Palgrave Macmillan,
2007)[미셸 푸코, 전혜리 오트르망(심세광, 조성은) (譯), 『 안전, 영토, 인구 』 (서울:
난장, 2011)]; Maurizio Viroli, From Politics to Reason of State: The Acqusi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Language of Politics, 1250-1600(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등. David Armitage, "Edmund Burke and Reason of Stat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1, no. 4 (2000).는 서양 사상사 내에서도 국가이성에 대해 경합
하는 정의 방식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사료 분석에 적용할 때 신중해
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국가이성은 일본의 사상 담론을 특정 기준에 따
라 분류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매개로서 외재적으로 들여오는 것이므로, 서양사에서와 달
리 마이네케를 원용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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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일본 사상사를 분석하는 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 받고 있기도
하다.34
국가이성을 이 글에서는 다음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1) 국가를 넘어서는 시공간적 차원이나 국가 내외부의 경쟁적
공동체를 준거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동어반복적 정당화를 포함한다. 35 그리고 (2) 둘째, 국가이성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적 차원에서 도구적 합리성, 즉
계산 능력을 중시한다. 36 따라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
충동과 대립된다. (3) 권력정치적 행위를 할 때 동기의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시하며, 이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당위, 이를테면
정의의 실현과 같은 도덕적 동기를 배제한다. 37 각각의 특징과 대립을
이루는 경향은 반국가이성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의해, 담론의 주된 논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메이지 전기 정부와 사회의
전쟁 담론 공간에 존재했던 어떤 논변이 국가이성적이라면, 해당
텍스트에 의하여 메이지 국가의 권력정치적 행위를 뒷받침한 것은 (1)
국가 고유의 논리를 따르는 (2) 합리적이고 (3) 이익 추구의 정신일
것이다. 반대로 해당 논변이 반국가이성을 따른다면, 메이지 국가의
권력정치의 바탕은 (1) 국가 외부의 준거를 참조하는 (2) 비합리적이고
(3) 이타주의적·도덕주의적인 정신일 것이다. 물론 메이지 담론장의
논설 일체가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 획일적인 결론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 국제정치사상을 (반)국가이성과 단순히
동일시하지 않고, 담론들이 취하는 주요한 논리를 (반)국가이성으로의
수렴, 국가이성·반국가이성 간의 갈등, 국가이성·반국가이성 간의
혼효(混淆) 등의 양상으로 정리한다면 담론 공간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4

고보리 게이이치로는 17세기 일본의 국가이성을 논의한 글에서, 국가이성을 개념적으
로 설명할 때 마이네케의 글에 크게 의존하였다. 小堀圭一郎, 「 「 國家理性 」 考 」 ,
『「國家理性」考: 國家學の精神史的側面』(東京: 錦正社, 2011), pp. 17-25; 그 역시
이 개념을 원용하여, 국가이성이 작동한 메이지와 그러지 못한 전중 쇼와를 대조하였다.
小堀圭一郎, 「統帥權と文民統制原理: 天皇と軍隊 過去の理念型と將来の難問」, 『「國
家理性」考: 國家學の精神史的側面』(東京: 錦正社, 2011), p. 201. 이외에도 현대 연구
에서 마이네케의 국가이성론 원용으로는 西村稔, 2006; Bob Jessop,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 351-353 등을 참조.
35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 239; Foucault, 2007, pp. 257, 259.
36
마이네케, 2010, p. 60; Foucault, 2007, pp. 238, 256; Viroli, 1992, pp. 3-4;
Jessop, 1990, pp. 351-352.
37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p.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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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구성
이 글의 본론을 이루는 2-4장은 국가이성의 세 특징과 조응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국가이성 개념의 함의가 여러 가지인 만큼,
메이지 전기 담론을 이 개념의 부분들에 의거하여 살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론의 세 장에서는 메이지 국가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1) 국가를 넘어서는 시간이나 공간을
준거로 하는지 (2) 비합리적 요소에 대한 계산적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지 (3) 도덕주의적 동기에 대한 이익 추구의 동기의 우위를
주장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각각의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담론일수록 메이지 국가의 정신을 국가이성적 사유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반국가이성적 사유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장 ‚시간과 공간‛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전쟁이나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를 지양하는 장기적 문명화에 대한 옹호의 논변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정치가 고유한 영역을 가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다만,
형세(形勢)라는
급박하고
제한적인
시공간에
한하여
의사(擬似)국가이성적 사유가 위태롭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논증할 것이다.
3장 ‚열정과 이성‛에서는 전쟁의 정당성을 인간의 내면에서 원기,
기력, 사기 등 비합리적 요소를 진작한다는 점에서 찾는 논변이
많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정부를 중심으로
비합리적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이성적 통제의 우위를 강조하는 언설을
지배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외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설에서는
조선이나 청 인민의 비합리적 열정을 깨워야 한다는 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를 움직이는 요소로 이성을 강조하는
국가이성은, 열정을 강조하는 반국가이성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4장 ‚의리와 이익‛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행위 동기
측면에서, 정의에 대한 헌신과 이익 추구 간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의 적지 않은 논설이 국가
폭력은 국익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이므로 정당하다는 논변을
제기하였다. 동기 차원에서는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논리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급박해졌을 때 일부
극단론자를 중심으로, 국가 폭력은 전적으로 의리에 헌신해야 한다는
반국가이성과, 이익 추구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이성이 제기되었다.
메이지 전기가 저물어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입장이 교착된 상황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의 고찰을 종합하면서, 이것이 메이지
일본 및 근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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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간과 공간: 국가의 존재 환경38
이 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첫째, 메이지
전기에 국가와 국가 폭력은 장기적 시간 속에서 임종을 기다리며
지양되어 가는 존재로서 사유되었고, 이것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다. 둘째, 그러나 메이지 전기의
글쓴이들은 국가를 현재라고 하는 단기적인 시간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위치 지우고, 이 단기적 시간은 폭력의 지양이라는 문명화가
정지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독립이 당면한 지상 과제라고
말함으로써 군비와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였다.

1. 역사의 진보와 초국가적 공(公)
(1) 국제법, 주권, 개전권: 폭력의 법실증주의적 정당성
국가의 핵심을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면, 폭력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곧 국가 정당성의 원천을 탐구하는 것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 폭력의 원천에 대한 대답을 우선 메이지 전기 정부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읽힌 텍스트에 의거하여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휘튼(Henry Wheaton 혹은 惠頓, 1785-1848)이 저술하고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혹은 丁韙良, 1827-1916)이
한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은 국가 폭력의 횡행을 제어해야 할
과제로서 지식인이 공통되게 자각하게 만든 주요한 텍스트였다.
『만국공법』에서 국가란 동일한 통치자에 대한 귀속성, 영토적 규정성,
그리고 주권의 보유라는 세 조건을 충족한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39 세
조건 가운데 물리적 실체성은 없으나 공동체를 정치적·법적 의미에서
국가로 만드는 핵심은 특히 자주,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상권‛인
주권이었다.
‚주권이
상실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主權未失國未亡]‛ 40 라는 난외의 말이 보여주듯이, 국가에 마치
생명과도 같은 핵심적 요소였다.
그렇다면 이 주권이란 추상적 권리는 국가 폭력의 정당성과 어떠한

38

이 장에는 최정훈,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
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일본비평』13권 2015,
pp. 200-234의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어 포함된 것이 있음을 밝힌다.
39
‚국가의 바른 의미란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일을 행할 때 언제나 군주에게
복종하고, 거주에는 반드시 정해진 곳이 있는 데다가 토지와 영토의 경계[疆界]가 있으
며, 자신의 자주(自主)로 귀결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나라
가 되지 않는다.‛ 惠頓, 丁韙良 (譯), 『萬國公法蠡管 上編 下』(高谷竜洲, 1876b), pp.
1-3.
40
惠頓, 1876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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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는가? 휘튼의 텍스트에서 국가 폭력과 그 정당성은, 국가
폭력의 상호 작용인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된다.
자주지국은 쟁단이 있는 상황에 마주칠 때, 만약 공의(公議)로 적절함에
의거하여 밝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권(權)을 쥐고서 그 안건을
단정하지 못하며, 복종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의 법, 즉 만국의
공법이다. 이 법은 이름은 율례(律例)이지만, 각국의 법률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형벌을 두렵게 만든 뒤에 비로소 따르게 만드는 것과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만약 침릉(侵凌)을 받았는데 그 원한을 풀 다른
방책이 없을 때, 오로지 힘을 사용함으로써 방어하고 보복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인민이 왕법(王法)이 미치지 못하는 땅에 거주할 때
호소[赴訴]할 수가 없으면 단지 힘을 잘 헤아려 자신을 보호한다.
방국(邦國)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굴욕[委屈]이 있으면 비로소 힘을
사용하니 단지 각국이 스스로 판단한다.41

휘튼은 다수의 서양 국제법 학자와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를 주권을
보유한 행위자가 상위의 권력 집단을 가지지 않은 채 병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권이 밖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곧 본국이 자주(自主)하여
다른 나라의 명을 듣지 않는 것‛이다. 42 이때 만국공법=국제법은 주권
국가 상위의 규칙으로서는 기능하지만 강제력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만국공법에는 국내법에서 형법이 집행되는 것과 같은 제재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휘튼은 국제관계에 국제법이
작동한다고 해도 그것은 왕법(王法)이 닿지 않는 영역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국제관계를 이끌어갈 상위의 법률이 정당성만을 가진 채
제도적 강제력을 결여하였다면, 이 결여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국가에 의한 물리력의 행사가 요청되었다. 요컨대, 전쟁은
독자적인 최상의 지도 권력을 보유한 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구조적
조건의 필연적 귀결이지만, 그 귀결점에서 맞이한 문제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휘튼의 텍스트에서 전쟁은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할 현상이
아니었다. 전쟁은 공통의 규범인 만국공법에 따라 수행되기만 하면
공정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행위이기까지
하였다.
‚자주지국이
힘을
겨루어
교전하는
것을
이름하여
공전(公戰)이라고 한다. 만약 규모에 의거하여 선전포고[宣知] 하면
때로는 예(例)에 비추어 전쟁을 시작하니 이는 광명정대(光明正大)하다.
공법은 편파적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그 곡직을 분변하지도 않는다.
만약 이 나라가 어떠한 권(權)을 행사하도록 승인하면 역시 반드시 저
나라도 어떠한 권을 행사하도록 승인해야 한다.‛43
만국공법은 국가들의 대립을 해결하는 판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등한
41
42
43

惠頓, 丁韙良 (譯), 『萬國公法蠡管 下編 中』(高谷竜洲, 1876c), p. 1.
惠頓, 1876b, p. 4.
惠頓, 1876c, p. 6.

- 15 -

권위를 가진 국가들이 무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의 목록이었다. 만국공법은 권력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권력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이었던 것이다. 휘튼에게 전쟁 부정의 문제
의식이 결여됐다는 사실은, 그가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법(jus
ad bellum)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44
따라서 그는 앞에서 내린 국가의 규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주권, 즉
자주적인 최고 권한이라는 법적 개념에 중대한 유보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형식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의 권한은 복잡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다. ‚교전을 정하고
배상을 비준하며 보복하는 등의 일은 그 권(權)이 물론 군주[君,
주권자]에게 속하는데 각국은 각자가 율법을 가짐으로써 이것의 범위를
정한다.‛ 45 ‚각국의 평화와 전쟁과 교제[平戰交際] 모두가 이 권에
의거한다.
이것을
논한
자가
일찍이
이를
이름하기를
외공법(外公法)이라고
하였으니
속칭
공법이라는
것이
46
이것이다.‛ 『만국공법』에서 세부적인 법규는 전시 권리/법(jus in
bello)에 국한되었다. 47 ‚전쟁하는 자는 적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할 수
있는가. 반드시 전쟁의 동기/목표[其因何而戰]를 보고서 싸우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함으로써[盡法] 이를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이 전쟁하는 자의 권한[戰者之權]에 속한다. …… 오로지 힘을
다함으로써 일을 이룬 뒤에야 그쳐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不爲違理].
…… 만약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설령
부득이한 일이라 해도 해를 가하는 것이 정도를 넘어서면 이 역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48
휘튼의 국제 관계론에서 전쟁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44

단, 휘튼은 국가가 선전포고하지 않으면 공전(公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개전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였다. 惠頓, 1876c , p. 6.
45
惠頓, 1876c, p. 5. 마틴의 한역 텍스트에서 군주[君]라고 쓰인 단어는, 휘튼의 원문
에서는 국왕으로 한정되지 않는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글의 원문은 다음과 같
다. ‚The right of making war, as well as of authorizing war, in reprisals, or other
acts of vindictive retaliation, belongs, in every civilized nation, to the supreme
power of the State.‛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ed.(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p. 364. 휘튼의 원서에서도 군주(the
person of the prince)라는 말을 주권자(sovereign)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한 대목의
난외에 ‚The terms sovereign and state used synonymously, or the former used
metaphorically for the latter.‛라고 쓴 적이 있으며, 마틴은 이를 ‚군주와 국가는 통
용된다.‛(君國通用)라고 번역하였다.(Henry Wheaton, 1855, p. 29; 惠頓, 1876b, p. 3.)
46
惠頓, 1876a, p. 4.
47
이에 대해서는 『만국공법』 제4권 제2장 ‚적국과 교전할 권리를 논한다‛ 이하에
서 자세히 취급된다. 惠頓, 1876c, pp. 27-53.
48
惠頓, 1876b p. 27. 이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general it may be stated, that the
rights of war, in respect to the enemy, are to be measured by the object enemy of
the war. Until that object is attained, the belligerent has, strictly speaking, a right
to use every mean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end for which he has taken up
arms. …… No use of force is lawful, except so far as it is necessary.‛ Wheaton,
1855, pp. 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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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제되어야 할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규칙을 준수한 채
시행하기만 하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휘튼에게
문제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폭력의 양적 제어였지, 국가 폭력
자체의 근절은 아니었다.
국제법학이 정착되기 이전 유럽 정전론의 전통에서는 정치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가 선전포고를 하되, 이 전쟁이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정당성이 함께 갖춰져야만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유럽의
정전론이란 전쟁의 형식적 정당화에 그치지 않는 도덕적 정당화를
요구하고 추구하는 이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티우스가 개전권을
주권에 포함된 권리로 간주한 이래, 전쟁은 국가에 의한 법적 권리
행사이지 도덕적으로 변론되어야 할 행위로서는 잘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49 자신의 선행 논의의 중요한 기원으로 그로티우스를 상정한 50
휘튼의 저작 역시 이 계보에 속하는 담론이었다. 구체적인 개전 요건을
목록화하지 않는 『만국공법』의 형식 논리에서, 국가 폭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었다. 근대 국가의 핵심을 국가
폭력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 문장의 주어를 치환한다면, 국가의
정당성 역시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만국공법』의 본문이 표상하는 문명의 국제정치관은 국가 폭력과
전쟁을 동어반복적으로만 정당화하는 데에 그쳤다.

(2) 문명화: 폭력의 장기적·지구적 지양
메이지 전기의 담론 공간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작 『만국공법』에는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전쟁 자체의 극복이 사상 과제로 떠올라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국제법이란 자신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증류되지 않은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폭력과 전쟁이 정당하다는 동어반복에 납득하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만국공법』을 국제적
폭력 상황에 대한 최상의 해결로 보지 않고, 최상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단초로 재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막말·메이지 전기 지식인은 개국의 압력을 가하는 서양 국가가 지난
몇 세기 동안 효율적인 전쟁 능력을 제고하며 물리력으로 상호 대결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19세기 중반 이래의
시점의 배경에는, 대외 전쟁에 대한 역사적으로 희박한 기억 위에
49

이상의 설명에 관해서는 Jens Bartelson, "Double Binds: Sovereignty and the Just
War Tradition," in Sovereignty in Fragmen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
Contested Concept, ed. H. Kalmo and Q. Skinne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81-95를 참조하였다.
50
惠頓, 丁韙良 (譯), 『萬國公法蠡管 上編 上』(高谷竜洲, 1876a), pp. 2-18 (상편
상); Wheaton, 1855, pp. 2-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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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막부 체제에서의 지난 260년간의 평화의 이미지가 깔려
있었다. 이 배경에서 서양의 전쟁사와 당면한 잠재적·가시적 압력은
한편으로는 무사적 에너지를 억압해 온 막부 지배를 타파하고
전국시대를 재현시킬 기회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보다도 폭력을 근본적으로 반성하여 평화를 열망할 수 있는 계기로
사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대 일본의 담론 공간에 유통된 국가
폭력에 대한 논설이 단일한 체계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쟁을 종국적으로는 극복해야 한다고 본 특정한
논리 구조가 정부와 사회에서 유력한 담론 권력을 가진 사상가들에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계열에 속하는
저자들은 이른바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정치 상황의 변화,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정치 입장의 전환(이른바 ‘전향’), 정부나 사회에서
점유한 역할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수렴되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메이지 전기 이 계열의 논설에서 전쟁에 관하여 유통되던 사상적
전제를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전쟁은 흉하고 참혹한
폭력적 행위이고,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이다.
구가 가쓰난(陸羯南, 1857-1907)이 말했듯이, ‚전쟁이 세계의
흉사라는 것은 경제학이 열린 뒤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천여 년 전부터 일찍이 이미 그것이 흉사임을 익히
알았다.‛ 51 여기에서는 우선, 국가 폭력의 근본 비판을 포함한 복수의
논변이 이 전제에 함축된 문제 의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 도달한 국가
부정의 유토피아주의에 대하여 스케치할 것이다.52
51

陸羯南,「戦争の規模 (清国の宣戦)」,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陸羯南全集 第四巻』
(東京: みすず書房, 1970a), p. 575.
52
전쟁이 흉사라는 구체적 상투어에 대하여 약간 첨언하고자 한다. 『 한서 』 (漢書)
‚전쟁이란 흉사이다. 한쪽에 급한 일이 있으면 사면이 이를 따른다‛(兵者凶事 一方有
急 四面皆從)라는 어구는 이 상투어의 구체적 전거의 하나이다. 『 도덕경 』 (道德經)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의 일부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
되곤 하였다. ‚군대란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며 군자의 도구가 아니니 부득이하여 사용
하는 것이다. 욕심이 없이 담담한 것이 중요하며, 이긴다고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니 이
를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
람은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다.‛(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勝而不美 ， 而美之者是樂殺人 夫樂殺人者 則不可以得志於天下矣.) 이 말은 전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인명을 해치는 폭력의 행사라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은 근본
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며 그 자체로는 긍정할 수 없다는 점이 표명된다. 노자의 ‚부득이
하여 사용한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실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이긴다고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어
떤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것이 축하하거나 긍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이 된다는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노자』 역시 이러한 상투어의 한 기원으로 보이기 때문
에, 19세기 조선의 담론 공간에서도 발견되는 유사한 상투어가 반드시 ‚‘병’(군사)을
‘불인’(不仁)으로 보는 유교정치관‛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장인성, 『근대한국
의 국제관념에 나타난 도덕과 권력』(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 84.]. 단, 그 계
보적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고 송대 유학자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유교 텍스트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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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는 휘튼을 상찬하면서도
그의 국제관계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국가 폭력과 전쟁 자체의 부정을
새로운 사상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나카무라는, 마틴 한역본
『만국공법』에
주석을
붙인
다카타니
류슈(高谷龍洲)의
『만국공법여관』(萬國公法蠡管, 만국공법에 대한 하찮은 견해라는
의미의 겸사)에 단 서문에서 만국공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일개 가문이나 일국 차원에서는 관습이 제2의 천성이
되어 53 개별 법률적으로 상이한 관습법, 즉 사법(私法)이 되고 이에
따라 복수 공동체의 규범적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가에는
시비를 공정히 가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개별 이해관계로 인하여 무자각적으로 사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국가들이 ‚공히 준수할 도구‛, 즉 공통의 규범인 만국공법이
제정되어야 했고, 이 법은 ‚공적인 옳음[公是]을 판단하고 사적인
잘못[私非]을 종식‛시키며, ‚시비를 공정히 함으로써 시비를 사적으로
가리는 것을 공정히 하는 도구‛로 기능하여 ‚강자가 약자에게
강포하게 굴지 못하고 다수가 소수를 모멸하지 못하며 큰 것이 작은
것을 능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54 나카무라는 공정함을
산출하기 위한 공통의 규칙으로서 만국공법을 상찬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휘튼은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법에 준하는 권력의 역할을 만국공법에서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개전
국면에서는 선전포고를, 전쟁 과정에서 전시법/권리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갈등 해결의 공정성 및 폭력의 양적 제어에 지적 관심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나카무라는 이러한 『만국공법』의 사상적 목표치가
너무 낮을 뿐 아니라 폭력의 양적 제어라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만국공법은 설령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공히 지켜서
각자가 평화를 보전하기는 하지만, 단지 여러 나라가 오히려 아직
사전(私戰)의 일을 중지하는 것을 아직 의론하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
따라서 뼈를 쌓아서 구릉을 이루고 피를 흘려서 내를 이루는 화를
근래에도 오히려 아직 면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옛날과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일대 결점[缺典]이 아니겠는가?55
여겨지는 『국어』(國語) 「월어」(越語)에 ‚용기란 덕을 거스르는 것이며 군대/무기란
흉기이며 전쟁은 일의 말단이다.‛(勇者逆德也 兵者凶器也 爭者事之末也)라는 표현이 있
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53
‚간혹 습관(習慣)을 오인(誤認)하여 도리(道理)라고 여기거나 간혹 풍속(風俗)을 따
름[遵依]으로써 율법(律法)을 이루기도 한다. ‛ 中村正直, 「 萬國公法蠡管 序 」 , 惠頓,
高谷竜洲 註 (校注), 『萬國公法蠡管 上編 上』: 高谷竜洲, 1876a), p. 1. 나카무라는
이 글에서 사유의 출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는 그가 1872년『자유지리』(自由之理,
자유라는 이치)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한 J. S. 밀의 『자유론』(On Liberty)의 문
제 의식을 원용한 것이다.
54
中村正直, 「萬國公法蠡管 序」, 惠頓, 1876a, pp. 1-2.
55
中村正直, 「萬國公法蠡管 序」, 惠頓, 1876a,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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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만국공법의 준수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썼지만, 휘튼의 입장에서 이는 오독이다. 만국공법은 전쟁을
공정하게 만들지 평화를 유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인용문에 쓰인 ‚사전‛ 개념은 나카무라의 서문이 근본적 수준에서
휘튼과 문제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현상의 분석까지 달리하는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선전포고 요건을 준수하면 주권 국가가 시작하는 전쟁은
공전이라는 전제에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은 휘튼의 원저나
마틴의 한역본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 아니었으며 국가 폭력의 유관
현상으로서는 더더욱 다뤄지지 않았다. 56 그런데도 나카무라가 이
서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국적 관점의 정치란 결국 사적
이해에 얽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쟁 역시 전쟁 규칙의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궁극적으로 사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아,
공법(公法)의 학이여! 세월에 따라 훌륭함을 더하여 완전한 선이
구비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천국과 같은 데에
이르기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랄 만하다.‛ 57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나카무라는 만국공법이 개선될 여지를 기대하며 사실상 휘튼을
비판하였다.
휘튼과 상이한 이 문제 의식에서 나카무라가 제안한 근본 해결책은
다섯 대륙의 군주들이 조약을 체결하여 사전을 중지하는 것이었다. 58
따라서 이 서문에 한해서 나카무라는 폭력 기구로서 국가가 병립하는
국제 관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 또, 나카무라는
‚만약 조약을 거스르면 만국이 법[律]에 의거하여 그 죄를
징치(懲治)한다면 아마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조짐을
미리 본 듯하다.‛ 59 라고 하여 전쟁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폭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듯한 암시를 남겼다. 다만, 국가의 폭력 기구로서의
성격이 존속하는 것은 국가가 폭력 기구로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한정적·자기 부정적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국가에게서
폭력적 속성은 형해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형식적 수준으로까지
지양된다고 볼 수 있다.

56

1855년판 영어 원서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도 각주와 부록에서 사
략선이 일으키는 private war를 몇 차례 언급하였다. 한역된 텍스트에서는 사전(私戰)이
원서의 civil war(내전)의 번역어로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국내의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다. ‚민간에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 그로티우스는 이름하기를 잡전(雜戰)
이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국권을 가지고서 말하면 공전이 될 수 있고 배반자(背叛者)를
가지고서 말하면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惠頓, 1876c, p. 6. 휘튼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ivil war between the different members of the same society is what
Grotius calls a mixed war ; it is, according to him, public on the side of the
established government, and private on the part of the people resisting its
authority.‛ Wheaton, 1855, p. 365. (이탤릭체는 원문 그대로이다.)
57
中村正直, 「萬國公法蠡管 序」, 惠頓, 1876a, pp. 2-3.
58
中村正直, 「萬國公法蠡管 序」, 惠頓, 1876a, pp. 2-3.
59
中村正直, 「萬國公法蠡管 序」, 惠頓, 1876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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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가
이보다
2년
전에
쓴
「『아메리카지』
서문」(米利堅志序)에서는 더욱 급진적인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방국이 오이처럼 갈리고 바둑판의 돌처럼 나란한 것‛ 60 , 다시
말해 여러 국가가 독자성을 가지고서 병존하는 구조에서 전쟁의 원인을
발견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전쟁의 원인 분석에서 휘튼의
『만국공법』의 분석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저
사람과 내가 마주 형성하는 상황이 있으면 늘 이미 쟁투의 계기가 속에
잠복해 있다.‛라는 원인에 대해, 갈등의 규칙 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우회하지 않고 원인을 정면으로 제거하려고 하였다.61
천하에 방국의 이름이 없어짐으로써 억조의 백성이 모두 하나의 공법
아래에서 통솔되면 사람마다 편안히 자신의 생명, 복리를 향유하고
서로를 보기를 같은 고향 사람처럼 할 것이며 전투가 영원히 종식될
것이며 요성(妖星)이 그림자도 감출 것이며 인애(仁愛)가 서로에게
베풀어질 것이며 경사스러운 태양이 드날려 빛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극히 다스려지는 세상[至治之世]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62
나카무라의 대답은 복수의 국가가 단일한 권위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근년 메이지 유신의 경험을
인용하며 일본 봉건제 하의 여러 지방의 할거가 지양되고 군현으로
나아갔듯이 ‚만약 천하 만국의 제왕과 군장이 회의하고 협동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의 일을 본받는다면 위로는 상제와 하나로 트이고 사적으로
가진 토지와 인민을 봉환(奉還)하며 공법의 아래에 완전히 복종하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일체의 나라 이름을 폐하여 일대국회를
세울 것‛ 63 이라고 써서, 자신의 구상이 폭력 기구로서의 성격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자체의 지양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법은 전쟁의
구조적 요건을 남겨 둔 채 만들어진 전쟁 규칙이 아니라, 주권국가
체제를 대체할 단일한 상위 권위체로 재정의되었다.
물론 이 구상은 1875년 「만국공법여관 서문」의 국가간 조약에 의한
전쟁 폐지 구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존 정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카무라의 구상은 덜 급진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873년과 1875년의 두
텍스트에 드러난 그의 입장은, 국가를 국제 관계 속의 이기적 주체로
파악하여, 최소한 폭력 기구로서는 부정하고 지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휘튼이 국가를 공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공(公)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보았다면, 나카무라에게
국가란 낮은 수준의 공동체가 더 높은 공을 향하여 고양되어 가는
60

中村正直, 「米利堅志序」, 格堅勃斯, 岡千仭·河野通之 (譯), 『米利堅志』(東京: 光
啓社, 1873), p. 2.
61
中村正直, 「米利堅志序」, 格堅勃斯, 1873, p. 2.
62
中村正直, 「米利堅志序」, 格堅勃斯, 1873, p. 2.
63
中村正直, 「米利堅志序」, 格堅勃斯, 1873,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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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한 번 지양될 운명만을 기다리는 사(私)의
계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는 나카무라와 유사한 시기에
전쟁의 극복을 사상적 과제로 설정한 또 한 명의 사상가였으나, 그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카무라와
입장을 다소 달리하였다. 그는 1872년의 한 글에서 전쟁이 ‚권리와
의무‛의 시행을 방해하여 인간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태생적·보편적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64 우에키가 이 글에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 기획에 국가를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
그는 국가의 주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폭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우에키는 ‚우리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를 그 자체로 정당성을 내포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상위의 외재적 목적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였기에 그에게 국가는 숙명적으로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었다.65
우에키의 『이타가키 정법론』(板垣政法論, 1881)은, 나카무라와 문제
설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일종의 비판이었다. 66
우에키는
국내
정치에서
문명개화가
이뤄진
것과
반대로,
국제관계에서는 과도한 폭력적 상황[暴亂]이 노예화, 전투, 상호 식인,
타국의 국토·국권·국익 침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야만 시대에서
개량되거나 진보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가 폭력의 대외적 행사는
국내 정치의 교란까지도 초래하여, 우에키가 가장 중시하는 인간 존엄에
위협을 가한다. ‚이로 인하여 저 각 방국 안의 사물 역시 다소의
영향을 감수하여 훼손을 입고 다소의 억압을 정수(頂受)하여 곤란함을
당하고, 간혹 국가가 국가 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으니 천하 민인(民人)의 행복과 복리[幸慶福利]도 이에
따라 말살됨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67
우에키는 이러한 ‚우내의 전투‛ 또는 ‚법도 없고 다스림도 없는
난세‛(無法無政
ノ
亂世)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국공의정부(萬國公義政府)와 우내무상헌법(宇內無上憲法)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단일한 세계제국의 수립에
의한 개별 주권국가의 폐기나, 국가 폭력에 대한 개별적 호소에
의존하는 권력정치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유명무실한 만국공법의 질서를

64

植木枝盛, 「戦ハ天二対シテ大罪アルコト雑ヘタリ万国統一ノ会所ナカルベカラザルコ
ト」, 家永三郎 外 (編), 『植木枝盛全集 第三巻』(東京: 岩波書店, 1990b), pp. 1-2.
65
우에키는 프랑수아 기조 등의 저작을 읽고서 근대 국가가 정치 공동체의 발전사의 특
정한 시기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였다. 植木枝盛, 「 無上政法論ヲ補周ス 」 , 家永三郎 外
(編), 『植木枝盛全集 第一巻』(東京: 岩波書店, 1990a), p. 119-121.
66
이 글의 저자가 우에키 에모리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家永三郎, 『植木枝盛研究』(東
京: 岩波書店, 1960) 또는 家永三郎, 「解題」,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322-324
참조.
67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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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가진 기구와 공법 조문의 강화로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68
근대국가에 의하여 확립된 법질서를 국제관계에서도 원용함으로써
인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우에키의 아이디어였다.
민인에게 아직 국가가 없을 때에는 국가가 없으므로 국가를 세운다.
국가가 이미 세워져 각각이 서로를 대하고 함께 세워진 데에 이르면
이제 그 각각의 국가는 마치 처음에 아직 국가가 없을 때의 각각의
민인과 같으니, 민인을 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맺은 것에 준하여
국가로써 나아가 세계의 일대결합을 만들고, 국가에 법률을 세워
각민을 보호하는 것에 준하여 나아가 세계의 대헌법을 세워 각국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무상정법의 이치도 국가의 이치와
닮지 않았는가. 따라서 무상정법이 국가의 도리를 미루어서 더욱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한 것이다.69
우에키가 획일적 정치 질서의 수립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주권 국가 폐지에 반대하였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그는
무상정법론의 장점에 대해 ‚천하의 각국이 모두 자유롭고 그 나라를
작게 나눌[小分]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큰 이익이다.‛ 70 라고
하여, 자신의 목적이 개별 국가와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을 밝혔다. 우에키가 자신의 구상에서 주권 국가라는 단위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은 그가 제시한 무상정법 조항의 대강 중에
‚공의정부는 각국이 우내의 사건에 간섭할 법을 세울 수 없으며,
국내의 정치 법률 등 모두 그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1
그러나 우에키 에모리 역시 국가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나카무라와 유사한 입장에 서 있었다. 첫째, 그는
무상정법안을 기획할 때, 국가가 국제 관계에서 그 사적 성격을 공으로
고양시켜야 하는 공동체라고 파악하였다. 국가와 법률의 기원은, 사익
추구로 인한 혼란을 지양하기 위함이었다. 72 그러나 개인의 사익이
지양되어 국가와 국법으로 일단 고양된 뒤에도, 공을 향한 종합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가도 반드시 사심이 있으며 사욕이 있어서
68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93.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93-94.
70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98.
71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109. 같은 쪽에 ‚각국 가운
데 죄가 있어서 공의정부에서 그 죄를 묻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그 국토를 몰수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형벌을 가하는 데에서 그친다.‛, ‚공의정부는 천하에 대하여 설
령 사물(事物)이 아직 열리지 않은 나라라 해도 이를 보호하고, 그 독립을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유사한 취지의 원칙이 보인다.
72
‚세상에 국가를 건설하고 법률을 세운 것은, 민인이 각자 사심을 가지고 사욕을 가
져서 오늘날에는 도덕이 더욱 희박하여 남에게 꺼리는 것이 없을 때에는 해악을 행하는
자가 많으니 국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9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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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남에게 기탄하는 것이 없으면 포악과 사곡(邪曲)의 행위가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73 무상정법을 두어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확보해야 했다. 우에키는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이익을 사(私)로
파악하고, 실효적인 상위 권위체를 설립함으로써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우에키는 무상정법안의 기획에서는 주권 국가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였지만, 정치가 진보하는 도상에서 국가가
궁극적으로 해체되리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는 정치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정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유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 74 인민의 자유는 관의
구속이 적어지고 공론의 일치가 용이해지는 상황에서 잘 보장되는데,
무상정법을 실시하면 국가들은 지방자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나라를 해체하는 데에 이르는 진보를 얻고, 오늘날의
끈질긴 정치법률 등은 곧 그 생을 마치고 인간이 능히 진정으로 완성된
자유자주를 얻어, 순수한 지미세계(至美世界)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최대 이덕이라고 하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있겠는가.‛75
무상정법안에 포함된 계획은 아니지만, 무상정법안에 의해 가능해지는
또 하나의 진보는 바로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의 폐지였다. 무상정법안은
국제관계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진보를 촉진할 수 있었다.
‚세계의 정법을 설립할 때는 실로 우내의 세(勢)를 개량하여 천하의
각국으로 하여금 외국으로 인하여 우려할 개별 조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누구든 그 나라를 작게 나눌 수 있고, 또는 그 나라를 해체하고
폐지하고자 해도 그 나라의 문화의 수준에 따라, 그 나라 인민의 뜻에
따라 이를 할 수 있으며, 나라 없이 사는 민인도 다소는 무상정법의
보호를 받아 결코 오늘날과 같이 다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76
우에키에게 국가가 막대한 물리력의 독점체로 존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시대에 진보가 정체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에 관한 한 진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단지 이 진보의 이익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었다. 77 그의 이론에서 국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78 진보의 과정 속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73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94.
우에키는 여기에서 사유의 출처를 밝히지 않지만, 여기에는 J. S. 밀이 『 자유론 』
(On Liberty, 혹은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번역한 『자유지리』)에서 한 다수의 전제 및
여론(public opinion)의 독선에 대한 경고가 배경에 있다.
75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99-100. 또, p. 103에도 같
은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76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103.
77
‚오늘날의 문명에서는 아직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일도 상기의 설립을 하
여 만국의 개화가 더욱 진보할 때에는 이에 따라 우내 정법의 편익을 깨닫는 데 이를
것이다.‛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100-101.
78
그는 국가를 인공물로 사유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인간과 양적 차이가 있을 뿐 질
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국가와 각 민은 단지 그 성립을 달리하여, 하나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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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또 만국공의정부를 설치하여 우내무상헌법을 세워 정한 이상은 천하
각국이 모두 그 병비를 감축할 수 있다. 설령 그 나라의 형세에 따라
국내를 위한 군병(軍兵) 등은 다소 갖추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외국
때문에 갖추는 것과 관계된 경우는 실로 아주 적은 병비[備]가
필요하거나, 아주 적은 병비조차 필요하지 않아서 극경(極竟)에서는
완전히 이를 폐지하는 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 오늘날 지구의
각국을 보건대, 어떤 나라든 해륙군의 비용 등은 실로 무거워서
민인에게 다소의 해와 상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 국가에서 군병을 감소한다면 이에 따라 그 복지를 늘릴 수
있음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게다가 외적 때문에 갖추는 군병을
폐지하거나 감소시켜 언제나 외적 때문에 군병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군병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적어지면, 국가에서 설령 압제와
포학의 치자가 있더라도 외환이라는 명분을 빌려 세금 수취를 늘리는
등의 악폐를 낳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혹은 오늘날 각국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외교 정략 등의 은밀하고 부정한 일 등은 역시 크게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인간으로 하여금 살벌한 기풍을
제감(除減)하고 화합하고 경애하는 좋고 훌륭한 지경에 나아가게 하여,
그 품등(品等)을 상승시키는 데에 이를 것이다. 이 역시 한 가지 크고
넓은 이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79
여기에서 궁극적인 이상인 ‚극경(極竟)‛은, 인민의 경제 생활과
복지를 제고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폭력 기구가 철폐되고, 이에 따라
민주화를 억제하는 전제 정치의 수단이 사라지며, 다른 국가를 속이고
다른 국민을 죽이려 드는 인간의 심성이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상은,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외재적인 한,
바로 이 근거에 의하여 국가 폭력이 다시 부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에키는 나카무라와 같은 통일제국에 의한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
구상을 비판하고, 각지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존
주권 국가 체제를 유지한 채 국제관계를 진보시킬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의 구상이 실현됨으로써 국가의 문명화가 일단 진행되면,
국가는 인민의 자유와 복리, 민주화의 완성을 위하여 축소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우에키에게도 국가란
진보의 특정한 단계에 요청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공적 목적을

인위[人作]에서 나오고 하나는 천연(天然)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나, 민은 인간이며 나라
도 그 인간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질물(質物)에서는 물론 동일하며 다를 바 없고, 각
민과 질을 함께하는 국가가 이미 세계의 각처에 생긴 이상, 우내에 각국이 있는 것은 각
지에 각 민이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일개의 연결회사가 없을 수 없다. ‛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106-107.
79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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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양되고 사멸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槪略, 1875)은 일견 앞의 두 예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론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텍스트이다. 나카무라나 우에키와
동시대인이면서도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후쿠자와도 상기의 논자들처럼 ‚지금의 세계는 상업과 전쟁의 시대에
놓였다고 이름 붙일 만도 하다.‛ 라고 규정하지만, 80 국제법 등이
부족하기는 해도 국제정치적 진보의 산물로 국가의 폭력 행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긍정하기도 하고, 국가의 권의(權義)를
신장하는 순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81 따라서 이 글의 논지 전개에서
전쟁의 참화는 절박한 사상 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후쿠자와조차 이 글에서 논외로 한 광의의 문명을 짤막하게
언급하며 앞의 두 논자와 입장을 공유함을 드러내었다. 그가 본래 이
글의 제재로 삼은 협의의 문명이란 ‚인간교제(人間交際)가 점차
개선되어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용한
말로,
야만무법(野蠻無法)의 독립에 반하여 일국의 체재(體裁)를 이룬다는
의미‛, 즉 인간의 정치 공동체가 국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 국한되었다. 82 그러나 후쿠자와는 이 책의 주요 논점에서는
벗어나지만 광의의 문명이란 부단한 과정을 의미한다는 입장 역시
표명하였다. ‚대개 문명이란 상대적인 말로, 그것이 이르는 곳에는
한도가 없다.‛ 83 ‚문명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커서 인간만사를
포괄하고 망라하니, 그것이 이르는 곳은 제한이 없어서 지금 진정으로
진보하는 상태에 있다.‛ 84 단지 그는 일본이 당대의 서양 국가가
자임하는 ‘문명’의 지위를 성취하여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의식하여, 문명을 협의로 한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 문명을 광의로 사용한다면, 정치 공동체의 진보는 국가가
세워지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 이후의 단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후쿠자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여, 자기 시대에는 정치 체제의 우열을
가리는 논의가 존재하지만, 진보의 극점에서는 정체 간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명이 극도에 이르면 어떠한 정부이든 모두 쓸모 없는 장물(長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어찌 그 체재(體裁)를 선택할 수 있으며,
80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190.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p. 133, 191.
82
이는 그가 이 책의 다른 대목에서 문명을 ‚사람의 지덕의 진보‛라고도 규정한 것
(후쿠자와는 문명을 ‚지식을 갈고 덕을 닦아 인간을 고상한 지위로 올린다는 뜻‛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또 ‚사람의 몸을 안락하게 하여 마음을 고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옷과 음식을 부유하게 하고 인품을 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것[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p. 38, 41.]을 정치 집단의 측면에
서 재서술한 것이다.
83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38.
84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4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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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그 명의(名義)를 다툴 수 있겠는가?‛85
문명적 진보의 여지는 국제관계에서도 남아 있는 것으로, 후쿠자와는
이 글을 쓸 당시 국가 폭력의 참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시각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을
공유하였다.
덕의(德義)는 문명이 나아감에 따라 점차 권력을 잃는다 하나,
세상에서 덕의의 분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나아감에 따라
지와 덕[智德]도 함께 양이 늘어나, 사(私)를 확장하여 공(公)으로
삼고, 세간 일반에 공지(公智)와 공덕(公德)이 미치는 것을 넓혀 점차
태평으로 향하니, 태평의 기술은 날마다 나아가고 쟁투의 일은 달마다
쇠하여, 그 극도에 이르러서는 토지를 다투는 자도 없고 재물을
탐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 전쟁도 그칠 것이며, 형법도 폐할
것이다. 정부는 세상의 악을 그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물의 순서를
지키고 때를 돌아보아 무익한 노고를 적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을
따름이다. …… 대포 대신에 망원경을 만들고, 감옥 대신에 학교를
세우며, 병사와 죄인의 모습은 겨우 옛날 그림에나 있거나,
연극[芝居]을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 세계의
인민은 마치 예양(禮讓)의 대기(大氣)에 둘러싸이고 덕의의 바다에
담근 듯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문명의 태평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몇 천만년이 지나야 이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 바이지만, 단지 이는 꿈속의 상상이기는 해도 만약
사람의 힘으로서 능히 이 태평의 극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덕의의
공능(功能)도 역시 넓고 크며 끝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86
후쿠자와가 보기에 진보의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자질까지도 제고되어,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분쟁은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존속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치안과
전쟁을 담당하는 폭력 기구로서는 소멸되고 없을 것이다.
정부 측의 발화 공간에서도 군비·전쟁에 대한 논설이 위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지적 환경 속에서 배치된 사례가 있었다. 태정관(太政官)의
역사가인 기노시타 마사히로(木下眞弘, 1824-1897) 87 가 쓴 「군대를
85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49.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123-124.
87
Webcat Plus와 OCLC World Cat 등에서는 그의 이름 眞弘를 마사히로, 사다히로,
시네히로, 신코 등으로 읽는 등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의 생전에 어떻게 불렸
을지도 알 수 없다. 한편 그의 이 글은 각각 1880년 7월 25일과 1880년 8월 23일
발행된 『수신학사총설』(修身學社叢說)의 제4권과 제5권에 나뉘어 실려 있으나, 이때
처음 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말미에는 ‚청나라 사람 왕자전[王紫詮,
왕다오(王韜, 1828-1897)를 가리킨다―인용자]이 이를 게재하여 『 순환일보 』 (循環
日報)에서 말하였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 이전에 이 글이 발표되었음을 시사하였
기 때문이다[木下眞弘, 「鎖兵議 [第四冊續]」, 野口貞一 (編), 『修身學社叢說 第五冊』
(東京: 野口貞一, 1880b), p. 9.]. 또, 기노시타는 이 글의 서두에서, 원고의 작성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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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는 논의」(鎖兵議) 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큰 것이 지극히 참혹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있으니 병란(兵亂)이 그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88 그는 그로티우스가 만국이 받드는 국제법을
제기한 이래 ‚작고 약한 나라가 망령되이 강한 나라에게 병합되지 않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법이라는 것은 교제와 교전에
대해서 지킬 만한 의법(義法)이며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조규에 의거할
뿐이며,
교전이
천리(天理)를
어그러뜨린다는
것은
말하지
89
않았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그로티우스 계보에 속하는 휘튼과
마틴의 『만국공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메이지
전기의 대외론이 의식하는 사상적 과제가 국제법학 너머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우내의 다스리는 도가 마침내 일대 변모하여
참독(參毒)의 화가 천지 간에 완전히 사라지면”이라고 막연하게 썼지만,
“현재 이후로 인지(人智)가 무럭무럭 날로 향상되어 공공의 이치를 더욱
확대하면 살기(殺氣)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의도 반드시 점차 일어날
것이니, 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만국이 서로 접한 모습이
이미 일변하여 공법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것도 반드시 일변하여
살기가 우내에서 사라질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써서 장기 진보에
의하여 국가 폭력이 소멸될 것임을 전망하였다.90
메이지 정부의 담론장까지 이른바 ‘계몽사상’의
반국가적
유토피아주의가 침투해 들어온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시기 메이지
정부의 정책 결정 집단에 사회에서 활동하던 계몽사상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미 1874-1875년 『명륙잡지』(明六雜誌)를
매개로 발화한 사상가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 받음으로써, 군대
창설의 실무적 방법만이 아니라 사상적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다.
육군 장교, 즉 메이지 국가의 폭력 기구를 청자로 상정한 그의
「병부론」(兵賦論, 1878-1881) 91 은 제1회에서 이 글의 취지와 논의
‚서쪽의 거병‛[西兵起]에서 비롯한 참화를 목격하기 전에 썼으나 읽는 이에게서 순
진한 발상이라는 비웃음을 샀고, 참상을 보고 나서 출판하게 되었다고 밝혀 놓았다.
‚서쪽의 거병‛이 만약 세이난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글은 1877년 이전에 쓰
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木下眞弘, 「鎖兵議」, 野口貞一 (編), 『修身學社叢說 第四
冊』(東京: 野口貞一, 1880a), p. 14.]. 기노시타의 글은 조선에도 소개되었는데(「鎖兵
議」, 『漢城旬報』, 1883년 12월 20일) 이때에도 왕다오의 평가가 함께 실려, 조선에
이 글을 소개할 때 참조한 원전은 『순환일보』가 아니라 『수신학사총설』의 글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장인성, 2006, p. 69의 각주 43에서는 기노시타의 신상이 미상이라
고 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木下真弘, 『 維新旧幕比較論 』 (東京: 岩波書店, 1993)에
실린 해설을 참조할 수 있다.
88
木下眞弘, 「鎖兵議」, 野口貞一 (編), 1880a, p. 14.
89
木下眞弘, 「鎖兵議 [第四冊續]」, 野口貞一 (編), 1880b, p. 8.
90
木下眞弘, 「鎖兵議 [第四冊續]」, 野口貞一 (編), 1880b, pp. 8-9.
91
여기에서는 1878-1881년 『 내외병사신문 』 (內外兵士新聞) 상에 활자화된 니시의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글은 본래 1878년부터 니시가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연설 내용이다. 이 연설·글은 22회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다른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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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소개한 것을 제외한다면, 가장 먼저 ‚나라에 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왜인가, 그리고 군대는 필경 없어도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논의‛를 다루는 것에서 시작된다. 92 이 글의 정책론적 핵심은
정작 후반부에 제시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징병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 집단의
브레인인 그조차도 메이지 국가의 폭력 기구인 군대를 창설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인
이
글조차도
‚유럽의
이전
철학자‛[歐洲先哲]가 말한 ‚이터널 피스(エートルナル、ピース)라는
무강치휴(無疆治休)‛와
‚사해공화‛(四海共和)의
논의를
93
의식하였다.
이는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문제시하는 사상적 분위기가
정부의 담론장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니시가 말한 유럽 철학의 선행 논의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을 가리키는
것이며, 무강치휴와 사해공화란 각각 전쟁이 종식된 영구평화의 상태와
만국이 일국 공화정으로 통합된 정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시한다.
니시는 ‚나뉜 것은 모이는 것으로 귀결되고 떨어진 것은 합하는 데에
이르며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병합된다는 한
가지 이치의 흐름[一理 ノ 流行]‛을 명확한 역사적 동인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사해공화와 무강치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도달해야 할
결과로서 반드시 여기로 이끌려 도달하리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史乘] 및 세계의 지난 일에 징험하면, 환히 태양을 보는 듯‛
분명하다고 하여, 일본사와 세계사의 다양한 근거를 대어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94 국제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시대에 니시가 붙인
‚태평의 휴광(休光)에 목욕하는 시기‛라는 이미지는, 95 그 동인을
윤리적 진보가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추세로 지목한다는 점에서
후쿠자와와 다르지만, 적어도 ‚예양(禮讓)의 대기(大氣)에 둘러싸이고
덕의의 바다에 담근 듯‛한 ‚문명의 태평‛이라는 최종 단계에
한해서는 공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는 개별 국가의 자율성은 그대로
보존하여 단일한 세계 제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 되고 행동 규범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등의 상황이 된다면
영구평화가 달성된다고 상정되었다. 96 따라서 니시가 ‚마침내 지구상
한 정부의 아래에 서서, 사해공화, 무궁치휴(無窮治休)의 영역에 이를
것‛이라고 쓴 것은 칸트의 원 텍스트에 대한 오독 내지는 독창적

이 글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解説」, 大久保利謙 (編), 『西周全集 第三巻』
(東京: 宗高書房, 1966), pp. 9-10.
92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1.
93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2.
94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2.
95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4.
96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譯), 『영구평화론』 개정판(서울: 서광사, 2008), pp.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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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의 산물이다. 97 니시의 주장은, 앞에서 본 논자들이 장기적 진보
속에서 개별 국가 폭력의 병존 상태가 상위의 공을 향하여 지양되리라는
논법과 상통한다. 니시가 칸트를 전유하는 방식은 이 장에서 다루는
다른 저자들이 서양 학자의 사상 과제를 불충분하다고 파악하여 수행한
바꿔 읽기 작업과 조응한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인권신설』(人權新說,
1882)은 출간되자마자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숱한 논란을 낳은
책이었다. 이 책에서 가토는 천부인권론과 자연법에 대한 그 동안의
지지를 철회하고,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 세계 규범의 근본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진하였다. 98 가토가 천부인권론자를 포함한
자연법 사상가에 맞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란, 인간 세계에는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악이나 정사(正邪)란 없으며, 당위는
소여적(所與的)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경험적
방법에 의해 기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 세계의
시초에는 오로지 힘을 가지고서 우등한 자와 열등한 자가 다투는 상황과,
이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리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법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법칙이 있을 뿐이었다. 가토는
이러한 실정법의 성립에 의해서만 비로소 당위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그가 『인권신설』을 출간하였을 때, 이 책은 인간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메이지 전기의 낙관적 기대를 깨뜨렸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근대의 정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그것이 발생한 기원을 객관적 도덕률이나 이것에 대한 자각, 99
또는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찾지 않고 강자가 투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재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주어진 것으로서는 신뢰하지
않는 가토조차도, 국가 간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이에 따라 전쟁이
극복된 세계의 구상을 사상 과제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살핀
논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97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2.
가토의 소위 ‘전향’의 맥락으로는, 정책적 차원에서는 영국식 정당내각제를 포함한
재야의 ‘급진적’ 헌법 구상에 대하여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정 헌법 제정을 기도하고,
이론적 차원에서도 영미와 프랑스의 정치학 이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이센의 국가학
을 도입하고자 하는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정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조할 만하다. 吉田曠二, 『加藤弘之の研究』(東京: 大原新生社, 1976); 高橋
眞司, 『ホッブズ哲学と近代日本』(東京: 未來社, 1991); 姜範鍚, 『明治 14年の政変:
大隈重信一派が挑んだもの』(東京: 朝日新聞社, 1991); 山室信一, 『法制官僚の時代 : 國
家の設計と知の歷程』(東京: 木鐸社, 1984); 瀧井一博, 『文明史のなかの明治憲法』(東
京: 講談社, 2003); 瀧井一博, 『明治国家をつくった人びと』(東京: 講談社, 2013) 등
참조.
99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이 객관적 이치 또는 진리인 자연권을 발견하게 된다는 입
장은 소위 ‘전향’ 이전 가토 자신이 보였던 입장이기도 하다. 加藤弘之, 『國體新論』
(谷山樓, 187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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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오히려 유럽 각국조차 아직 실로 단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공동의 제도와 법률을 받드는 데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니, 두 나라가 불화를 낳을 때는 이를 재판할 방도가 없기에
그 곡직을 판결할 법정[法衙]이 없기에 마침내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아침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패배한 일국은
완전히 그 권리를 손상 당하니, 그 손상이란 결코 그 정부만이 입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모두 함께 이를 입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는 인민의 권리는 완전히 성패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제1 단계의 금수와 같은 세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의 문명 인민도 오히려 금수와 같은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실로 극히 통탄스럽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이
금수와 같은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후세에 이른바
우내대공동(宇內大共同)이 세워져 우내 각국이 똑같이 받드는
대제도와 대법률이 비로소 완성될 때를 기약하지 않을 수 없다.100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부재하여, 이 해결을
국가 폭력=전쟁에 위임하려는 행위가 가토의 텍스트에서도 ‚문명‛에
어울리지 않게 ‚금수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토 역시 미래에는 국가들이 동일한 권위체 하에 통솔되는 지구적
공동체를 기대하였다.
그렇다면 이 ‚우내대공동‛이란 구상은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가토가 블룬칠리를 인용하며 자신의 시대에 ‚후세
어느 때인가 우내대공동이 세워져 만국 인민이 동일한 대제도와 동일한
대법률과 동일한 대보호를 받을 예비‛101가 나타나며 자신도 이 입장에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내대공동‛은 국가의 근본적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가에 대한 상위의, 그리고
공통의 권위로서 세워진다는 점에서 국가를 정치적·법률적 최상위
기구로서는 어느 정도는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신설』이 출간되었을 때 이를 읽은 메이지 지식인들은 실제로
가토의 이러한 주장이, 반자유민권의 논조 중에서도 가장 민권론에
친화적인 대목으로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는 이 책을 평하면서 가토가 ‚진화주의를 가지고서 특히
민권론자를 공격하는 데에 적용하지, 군권론자를 공격하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내대공동 구상에서만큼은
‚약간 군권 공격의 모습을 보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율연(慄然)하게
하여 피부에 전율이 생기게 하는 점이 있다‛라고 썼다. 102 우에키
에모리도 이 대목을 거론하며 ‚가토 씨는 인간 사회의 운행을 편중되게
100

加藤弘之, 『人權新說』(東京: 谷山樓, 1882), pp. 80-82.
加藤弘之, 1882, p. 83.
102
田口卯吉, 「加藤弘之氏の人權新說を讀む」, 『東京經濟雜誌』 139-141호(1882년
11월 25일 발행), 田口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鼎軒田口卯吉全集 第
五巻』(東京: 大島秀雄, 1928), pp. 156-15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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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열패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조금도 자유동권의 설을 족히 해칠 수
없다. …… 가토 씨는 이미 자가당착의 사실을 한 편의 책 안에
기재하였다. 어찌 이처럼 어리석은가.‛라고 비판하였다. 103 그만큼
‘전향자’ 가토가 지지하리라고 기대되기 어려운 민권론 친화적
주장이었던 것이다.
가토 히로유키가 ‘전향’한 뒤에도 장기적인 국가 지양을 기대하는
사상적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강자의 권리의
경쟁』(強者の權利の競争, 1893)에서 『인권신설』보다 국가 지양과
전쟁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론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번에는
블룬칠리를 포함한 서양 학자의 평화 구상을, ‚우내대공동‛보다 개별
국가 지양의 어감이 강해진 ‚우내통일국‛(宇內統一國)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썼다.
유럽 각국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건대 각국 상호의 사이에는 점점
이해를 함께 하는 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그 교제가 점점
친밀해지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어서 오늘날은 마치 우내통일국
건설의 준비 시대와 같이 생각될 정도이므로, 이러한 세에서 점점
나아갈 때에는 마침내 우내통일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더라도 감히 불가하겠는가 하고 믿는 바이다.104
어용 단체 독일학협회는 메이지 14년의 정변 이후 일본 정부의
사상적 근간을 프로이센 계열의 정치 사상으로 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80년대 초반 이 단체의 학술 활동은
가토의 ‘전향’과 성격을 함께 하는데, 독일학협회조차 메이지 정부의
‘전향’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법전쟁조규 제1편』(萬國公法戰爭條規
第一編)을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전쟁을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유토피아주의를 재천명하였다. 이 역본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서의
서문에서 블룬칠리는 ‚전쟁법(Kriegsrecht)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최근 전쟁들 이래로 더욱 인간적으로 바뀌었다. 전쟁의 위해는 이로
인하여 경감되었으며, 날것 그대로의 격정이 지닌 폭력에는 한계가
지워졌다.‛라며 근래 국제법의 진보를 높이 평가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105 역본의 본문 역시도
‚최근의 만국공법은 사인(私人)에게서 전제 억압의 주의(主意)를
완전히 벗어나 그를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체의
거칠고 난폭한[粗暴] 행위를 가할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 …… 적군에
대한 전쟁권은 단지 국가의 목적에 필요하고 군사의 이해에 관한 제도를
삼는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103
104
105

植木枝盛, 「天賦人権弁」, 家永三郎 外 (編), 1990a, p. 201.
加藤弘之, 『強者の權利の競争』(東京: 哲学書院, 1893), pp. 230-231.
Bluntschli, Das moderne Kriegsrecht der civilisirten Staten als Rechtsbuch da

rgestellt (Nördlingen: Druck und Verlag der C. H. Beck'schen Buchhandlung, 1866),
pp. ii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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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법의 세부 사항을 적시하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국가 폭력의
근본 부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106
그러나 이 글의 번역자들도 역자 서문에 블룬칠리의 본문보다도
과감하게 전쟁 폐지 구상을 천명하였다. ‚만국공법을 지은 그
의도[意]는 천리(天理)를 밝힘으로써 인욕(人欲)을 제어하여 천하
후세로 하여금 다시 간과(干戈)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107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만국공법여관』에 붙인 서문에서
마틴이나 휘튼 이상의 유토피아주의를 천명하였듯이, 정부의 담론
공간에서도 서양 정치사상 이상의 전쟁 부정 사유가 관통되어 있었다.
이렇듯 장기적 진보에 의한 국가 폭력의 지양 혹은 전쟁 폐지라는
이상을 문명의 궁극적 형태로 사유하는 경향은 1870년대 초에서
1880년대
초
사이에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임오군란·갑신정변·청일전쟁을 계기로 대외적 위기감이 과장되어 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담론장에서 생명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일본의 대외 전쟁을 적극 옹호한 두 강경론자조차 이
대전제에 대한 지지를 언급한 사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 ?-?)는 중국과의 교전을 상정하고 본토 공략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일본의 군비 확장을 주장한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
1888)에서조차 상비군 폐지의 이상을 언급하며 ‚마침내 완전히 이것을
허락하고 행하는 데에 이른다면, 전투, 살벌, 유혈의 참독(慘毒)을 면할
것이니 천하 인민의 행복이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은 진정한
문명이니, 나의 희망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지지한다고 변론하였다.108
청일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칭송한 구가 가쓰난 역시 1895년 3월
『일본』(日本)에 실은 한 논설에서 문명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
전쟁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썼다.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면 전쟁 역시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전쟁 폐지[廢戰]의 사상이 없이 외정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문명이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문명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다. …… 문명에 반한다고 말한다면 어찌 곧장 전쟁 폐지론을
외치지 않는가.‛109

106

ブルンチュリー, 山脇玄·飯山正秀 (譯), 『萬國公法戰爭條規 第一編』(東京: 近藤幸
止, 1882), p. 25.
107
ブルンチュリー, 1882, p. 1.
108
山本忠輔, 『日本軍備論』(中島智教, 1888), p. 110. 나는 이 대목을 이미 최정훈,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
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pp. 220-221에서 인용한 적이 있음을 밝힌다.
109
「感情の問題 (西洋人の 倜儻不羈を賞す)」,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陸羯南全集
第五巻』(東京: みすず書房, 1970b),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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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세(形勢)와 국가 폭력
(1) 단기적 시간: 둔화된 국제적 진보
앞 절에서는 만국의 대치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메이지 담론
공간에는 전쟁을 궁극적으로 문명화·진보에 의해 종식시켜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국가 역시 최소한 그것이 폭력 기구인
한에는 공을 향하여 고양되는 도상에서 결국은 지양되어야 할 공동체로
파악하는 논리가 널리 관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관계에서의 평화
구조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이론적 과제 속에서는 전쟁과
국가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극복되어야 하는 측면이 주로 부각되었다.
야마무로 신이치 역시 필자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메이지 사상가들이
전쟁 폐기 또는 국가의 폭력 기구로서의 측면에 대한 지양을 이상으로
가졌다는 점을 다룬 바가 있었다. 110 그러나 야마무로의 주된 관심은
현대 일본의 평화 헌법 9조를 수호하기 위하여, 평화지향적이라는 한
측면에서 유관해 보이는 근대 논자들의 주장들을 수집하고 부각하는
데에 있었다. 메이지 시대를 현재적 문제 의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유해야 할 과거로서가 아니라, 당대인의 시각에 입각하여 이해해야 할
특정한 맥락으로서 간주한다면, 야마무로의 접근은 일정한 착시 현상을
유도한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헌법 9조를 옹호하려는 시점에서는
평화주의의 대전제야말로 강조해야 할 핵심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 전기 지식인과 정부 관료의 시점에서 평화주의의 이상은
문명화의 관점에서는 지지 대상이지만, 국가의 독립과 군비 확립이라는
당면 기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따라 진정 주목해야 할 대상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메이지 시대 전쟁이나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를 부정하는 사상적
경향은 현상을 비판하고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당면
시공간의 국제적 갈등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1870-90년대의 국제적 현실에 의해, 사상가는 먼
미래의 평화 구조의 정착과 동시에 국가의 독립을 고민해야만 했다.
사상가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가 지양되는
문명의 이상을 그리면서도, 당면한 시간 속에서는 이 국가가 방어적인
이유에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무대에서 폭력의 횡행이라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폭력 기구의 지양이라는 유토피아주의로 표상되었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서양 제국주의의 외압·독립의 위기라는 부분적·즉각적·주관적 상황을
절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전체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유토피아주의의 지적 헤게모니를 의식하고 때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퀜틴 스키너가 말했듯이, ‚사람이 정당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존하는
110

山室信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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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원칙 하에서 설득력 있게 취하려는 행동의 경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설령 공언한 원칙(professed principles)이 그
사람의 동기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행동의 향방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11 장기 문명화에 대한 지지를 ‚현존하는 규범적 원칙‛으로
만든 메이지 전기 지식인은,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이 지적 족쇄를
약화해야만 폭력 기구의 긍정이라는 ‚행동의 향방‛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규범적 원칙을 유보하게 만드는 방법은
국제관계가 진보의 과정을 더디게 겪는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보다 규범적 원칙에 의한 기지(旣知)의
행동 규범을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언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담론 공간에서 유럽의 국내 정치 체제를 진보와 관련 지어
논의하는 것은 흔한 경향이었다. 국내와 국제에서 진행되는 문명화의
속도를 구분 짓는 작업은 국내정치적 압제와 다르게 국제 무대에서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손쉬운 방법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의 개략』에서 전제한 것의 하나는,
국가가 한편으로는 긴 진보의 도상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장기 이행
경향으로부터는 만국투쟁에 놓인 국가의 단기적 장래를 위한 실천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쿠자와가 저술에서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는 지속적인 국제정치의 문명화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
기대를 당분간 접자는 것이었다. 미래에 달성할 ‚문명의 태평‛(즉,
지극한 평화)은 ‚지금으로부터 몇 천만년을 지나 이 모습에 도달할지‛
모를 ‚꿈속의 상상‛이기 때문에 ‚수 천만년 뒤를 기다려 문명의
태평을 기약하는 것도 어리석은 이야기일 따름이다.‛ 112 그의 시대는
이기적 동기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일시동인이나
사해형제와 같은 정신은 애국충정이나 건국독립의 정신과는 서로
어긋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113 후쿠자와는 ‚천지의
공도(公道)는 물론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일본 외교의
방침이 되려면 ‚우리의 옛 번을 폐한 것처럼 우선 전 세계 정부를
폐해야 한다. …… 전 세계에 나라를 세우고 정부가 있는 한은 그
국민의 사적 감정[私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114
후쿠자와에게 국가란 이처럼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면서도, 진보가 정지된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이중의 시간성 속에 놓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에게 국가란 오늘

111

Skinner, 1998, p. 105.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124.
113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p. 190-191.
114
福澤諭吉, 「文明論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204. 후쿠자와는
같은 곳에서 메이지 시대의 중앙집중화 이전까지 각 번이 사적인 정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번치현이라는 공(公)으로의 고양 이전에는 개별 번의 자율적 이익 추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112

- 35 -

충분한 야수성을 완성해야만 내일 문명성을 기약할 수 있는 역설적
존재였던 것이다. 국가 폭력과 전쟁은 그 미래상으로 넘어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필수품으로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통속국권론』(通俗國權論, 1878년)에서 ‚결국 지금의 금수 세계에
처하여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도는 필사의 금수의 힘[獸力]에 있을
뿐이다.‛ 라는 말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115 국가가 이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국제관계의 비도덕적 현실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이다. 116
따라서
당대의
맥락과
발화력을
고려한다면,
『통속국권론』이 ‚‘부국’과 ‘강병’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일본을 침략적인 ‘제국’으로 질주하게 만든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거나,
후쿠자와의
‚힘에
대한
숭배와
약육강식,
우승열패적
세계관‛으로의
사상적
전회에
‚제동은
걸리지
않았다.‛라는 식의 상투적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117
후쿠자와와 같은 사상가가 발언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당대
담론장의 주류 논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118 적어도 자유민권
계열의 논설에서 메이지 전기의 국제적 조건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이었다. 미노우라 가쓴도(箕浦勝人)와 우에키 에모리는 각각
1879년과 1881년에 이렇게 썼다.
수력(獸力)이라고도
하고
완력이라고도
하는,
총칭하여
병력이라는 것은 도덕가가 가장 꺼리고 싫어하는 바이며
조리가(条理家)가 가장 경멸하는 바이지만, 지금의 세계에서 그것이
가장 굴강(倔强)한 힘을 가진 것은 어째서인가. 눈을 떠서 지금
시대의 상태를 보라. 도덕으로써 최강의 권(權)을 족히 떨칠 수
없으며, 조리도 그 세력을 능히 떨칠 수 없다. 오히려 모두 병력이
지배하는 바가 되어 이를 따르는 듯하다. 단지 겨우 한 국면에
주목한다면 어쩌면 지금 세계를 문명이라고 평할 수 있겠으나, 전
국면에 걸쳐서 본다면 야만에서 약간 변한 데에 지나지 않으니……
진정으로 이러한 치고 물어뜯고 약탈하는(搏噬攘奪) 세계에 처하여
일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병력에 의뢰하지 않으면 또
무엇에 기대겠는가.119
115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36.
다음의 유명한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화친 조약이라거나
만국공법이라거나 심히 훌륭한 듯하여도, 단지 외면의 의식(儀式)일 뿐이고 명목일 뿐이
니, 교제의 실질은 권위를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 백 권의 만국
공법은 몇 문(門)의 대포만 못하며, 몇 책의 화친조약은 한 광주리의 탄약만 못하다. 대
포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福
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37.
117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다중거울』(서울: 논형, 2012), pp.
191-192.
118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河野有理, 2011 참조.
119
箕浦勝人, 「琉球人民の幸福」, 『郵便報知新聞』, 1879년 4월 8일. 岡義武, 「明治
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に映じたる当時の国際情勢」, 岡義武, 1993, pp. 85-86에서 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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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내 각국 사이의 형세에서는 결코 앞에서처럼 일국 내에서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차 문명개화로 나아가는 듯이 능히
개량진보하는 일이 없었으니, 설령 약간의 변경이 없지는 않아도
대체적으로 논하자면 고금이 마찬가지로 크게 야만스러움이
지극하여 비루함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고 폭력과 어지러움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120
도의에 기초한 외교를 강조한 나카에 조민의 1882년 논설 「외교를
논하다」(論外交)은 군대를 ‚불인의 도구‛(不仁ノ器)라고 규정하고
강병책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조민조차 강병책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필경 만부득이한 한 가지 정책‛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파악하였다.121
후쿠자와가 사회에서 ‚문명의 태평‛을 주장하는 동안, 정부
담론장에서 ‚무강치휴‛와 ‚사해공화‛의 이상을 피력한 니시 아마네
역시 국제정치적 진보가 느리다는 분석에 공감하였다. 그는 구체적
수치를 동원하여 장기 진보가 진행되는 시간과 당대인이 살 수 있는
단기적 시간을 대조하였다. 국제적 이상은 ‚빨라도 1만년 앞날의
일‛이며 ‚이 지구에 백성이 생긴 지는 서책에 징험하여 보면 아마
4천년‛이므로 그의 동시대인들은 세계 평화에 도달하기까지의 도정
전체에서 보면 ‚중간보다도 이전에 있으며, 백 리를 가는 도중에 삼십
리쯤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122 국제적 진보를 최대한 촉진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도 니시는 ‚1만 년 두의 자손에게 무강치휴의
행복을 주기 위하여, 30리를 가는 길에 한 척 정도 되는 생애로써
병합과 병탄이라는 흥미 없는 사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를
추구하고자 하여도 추구할 길이 없다.‛라며 당장 영구평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123

(2) 형세: 국가 폭력이 불가피한 시공간
민간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국가 폭력의 정당화 논리는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정책 결정자의 문건에서도,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놓여 있는 일시적 비상
사태에 따라 정당화되었다. 1870-80년대 군비와 전쟁 관련 정책
결정의 핵심 인물인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문서에 동일한 논리가 자주

인용
120
植木枝盛, 「板垣政法論」, 家永三郎 外 (編), 1990a, pp. 85-86.
121
中江兆民, 「論外交」, 松本三之介 外 (編), 『中江兆民全集 第十四巻』(東京: 岩波
書店, 1984c), pp. 125-126.
122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p. 23-24.
123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謙 (編), 196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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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야마가타는 1888년 군사의견서에서 위기가 고조된 긴급 상황에서,
국가는 비상한 방법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동양의 파란으로 인해--인용자] 동양의 사정이 더욱더
어지러워지고[紛紜] 착종되면, 상도(常道)를 가지고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찌 능히 백 가지 어려움을
배척하고 파란 속에서 편안히 설 수 있겠습니까?‛ 124 야마가타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893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말할
때까지 한 번도 이러한 정당화 근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영토[封疆]를 획정하여 나라를 이루고 그 급무로 삼아야 할 바는 물론
많지만,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일국에서 그 나라의 생존을 잃는 화의
계기[禍機]를 잠복[隱伏]시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국가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는 아니겠으나 국가의 생존을 그 목적을
달성할 제1 요건이라고 여기는 것은 고금을 통틀어 변경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국방에 부족한 바가 있다면 국가는 만사를 뒤로
하고 우선 이를 정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5
야마가타의 이러한 발화의 배후에는, 1880년대 초부터 국가를 진보가
정지된 시간 속에 위치 지우는 사유 방식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유는
앞에서 본 대로 민간의 담론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1880년 11월 30일, 해안 방어선에서의 방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강병
정책을 상주한 의견서에서 당대의 국제적 상황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 역시 국제 관계에서는 과거로부터 도덕적 진보가
더뎠으며, 이에 따라 당대 자신의 국가 역시 비도덕적인 세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것[소국―인용자]은
큰
것[대국―인용자]에 부림을 받고, 적은 것은 많은 것에 부림을 받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세는 가장 심각합니다.‛126
이때 핵심 정책 결정 그룹은, 당대가 국가 폭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단순히 뭉뚱그리는 데에서 나아가, 국가 폭력을 즉각적인 장래에, 다른
국가 대사를 희생하는 높은 기회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당한 규모로
갖춰야 한다고 논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메이지 시대의 국제
질서에 문명화가 더디다는 수준의 말로는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1880년대의 맥락에서 청과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군비 확대를 구체적인 정책론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의
비상적 성격을 한층 강화해야만 했다.
이러한 필요로부터, 국가가 놓여 있는 순간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124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軍隊 兵士』(東
京: 岩波書店, 1989), pp. 301-302.
125
山縣陸軍大將, 「 軍備意見書 」 , 大山梓 (編), 『 山縣有朋意見書 』 (東京: 原書房,
1966), p. 215.
126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軍隊 兵士』
(東京: 岩波書店, 1989), p. 279.

- 38 -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 틀이 필요했다. 그것은 위에서
인용한 야마가타의 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세(勢),
경우에 따라서는 형세(形勢)나 시세(時勢)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군사적 개념이었다. 세는 국가가 폭력에 의한 자력 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강제된 상황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의미는 장기적으로 지양해야 할 국가 폭력을 선택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쉽게 정당화하도록 기능하였다. 다구치 우키치가
『시세론』의 서두에서 썼듯이, ‚예로부터 영웅호걸의 사(士)가 새로운
설을 말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여, 법제를 고침으로써 천하를 일신하는
자는…… 모두 그 세를 이도(利導)한 자들로, 그 세에 저항한 자는
아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서 그 세가 이미 격해지는
데에 미쳐 갑자기 이를 꺾으려고 한들 어찌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저항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려 하는 것은
어리석음도 심한 것이다. 따라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그 세가
드러나는 데에 당하여 정교하게 이를 이도함으로써 화(禍)와 해(害)가
세상에 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 있을 따름이다.‛ 127
『자유신문』은 1884년 한 논설에서 ‚오늘날 우내의 형세를
시찰하건대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일은 날마다 없는 경우가 없다. 특히
아시아의 방국 등은 왕왕 유럽 강국이 병탄하고 잠식하거나, 침흘리며
엿보는 곳이다.‛ 128 라며, 아시아라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형세가
긴박하다고 경고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세의 이러한 용례를 활용하여 군비의 사전
확충을 역설하였다. ‚지금 이 소강(小康)에 안주하여 고식을 일삼고
되는 대로 시세(時勢)가 이끄는 바를 돌아보지도 않으니, 일단 세(勢)가
이루어지고 일이 닥쳐오는 데에 임하면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129
‚국방의 준비도 이미 대략 충분하기는 하나, 열국
대치의 형세에 사로잡혀 오늘날에도 오히려 더욱 한걸음을 늦출 수
없습니다. …… 지금 동양의 형세를 고찰하건대 진정으로 차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 다른 정책 결정자들도 국가 폭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발화하는 자리에 이 개념을 자주 동원하였다. 메이지 천황은
1882년 11월 24일 군비 확대를 위한 증세를 명하면서 국가를 비상의
시공간에 위치 지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烈)을 잇고, 국가의 장계(長計)를 고려하고, 우내(宇內)의
대세(大勢)를 통관(通觀)하여, 군비[戒備]가 더욱 황장(皇張)해야

127

田口卯吉, 「時勢論」, 田口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p. 2-3.
단, 다구치의 경우 세(勢)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겠다. 인용문 중 생략된 부분에서 다구치는 이렇게 썼다. ‚대개 세란 사람의 마음이 좇
는 바이다. 사람의 마음이 좇는 바는 사회 다수의 이익이 있는 곳이다. 한 사람의 사리
조차도 빼앗을 수 없거늘 하물며 사회 다수의 이익이 있는 곳에 있어서랴.‛
128
「朝鮮二對スル政略ヲ論ズ」, 『自由新聞』 1884년 4월 13일.
129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2.
130
山縣陸軍大將, 「軍備意見書」, 大山梓 (編), 1966,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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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하노라. …… 지금의 형세를 통찰하시건대, 육해군비는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131 이러한 수사는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가 천황의 명을 받아 여러 성(省)의 경(卿)에게 군비 확장의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날 우내의 형세에서 육해군의
정비는 실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132라고 말한 데서도 반복되었다.
국가를 폭력 기구로서 지양하기는커녕 승인하게 만드는 세는 메이지
시대 즈음에 본격화된 역사적 전환을 표상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유럽
각국은 그 정치를 쥔 자[정치가―인용자]가 자웅을 다투고 뛰어난 점을
겨루어 서로 시의하여 꿈자리에서도 잊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느슨함[弛懈], 털끝만큼의 차질도 곧 다른 나라가 틈타는 바가 됩니다.
이를 가지고서 감히 스스로 게을리[荒怠]하지 않으며 그 어려움과
고난[艱苦]도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치를 가지고서
혁고하게, 외방(外防)을 가지고서 주밀하게, 작은 틈(寸釁分隙)을 서로
틈탈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은, 역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구상의 변동과 전화로서, 사리와 형세(理勢)가 미치는 바가 그치고자
하여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33 ‚정치, 병제 그 변동과
전화의 세에 응하여서는 허다한 굳은 어려움[硬難]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치(理)가 지극한 곳, 세가 이르는 곳은 아침 저녁으로 이로
인하여 격동 당하여 저 유럽 열국과 대치 병립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치와 세의 필연입니다.‛134
그렇다면 일본에게 국가 폭력의 확보를 강요하는 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되는가? 문제는 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가변성을
함축한다는 점이었다. 세가 실천을 결정하는 변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변인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저들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병법의 요결(要訣)이며, 지금 이웃나라와 교전하려는 것이 본의는
아니지만, 이쪽과 연횡하고 저쪽과 합종하거나, 엄히 중립을 지킬
시세(時勢)의 변화는 미리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리(地理)와
병비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35
그러나 최근의 외교사·전쟁사적 사건을 근거로 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한다면, 세는 자국의 안보 상황 및 전략·전술상의 위치를
설명하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때의 세는 진보가 정지된
시간이나 폭력이 횡행하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지칭이 아니었다.
정교화된 세는 국제정치적인 힘의 분포와 그 흐름에 대한 추이를
가리키는 프레임이었다.

131

山県有朋, 「軍備拡張につき親諭」,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9

3.
132

山県有朋, 「軍備拡張の勅語と沙汰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軍隊
兵士』(東京: 岩波書店, 1989), p. 294.
133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0.
134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0.
135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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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삼국으로 분열된 것과 같은 경우나 인도가 영국에 병합된
것과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빼앗고 그 사직을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까. 러시아가 교법을 가지고서 흔단을 터키에 열고 영국이
아편을 가지고서 흔극을 청에 얽어맸습니다. 이 역시 명분을 구하여
그 이익을 영위할 뿐입니다. 오늘날 유럽 각국 전법 전략이 대개 그
꾀를 함께 하고 총포와 전함은 그 정교함을 다툽니다. 우리가 가진
바는 저들 역시 그것을 가집니다. 우리가 발명한 바는 저들도 그것을
발명합니다. 특히 많고 적은 세에 의뢰하여 낭탐호시(狼貪虎視)하여
서로 흔극(衅隙)을 틈타서 억세게 하는 바가 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군대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나라의 빈부를
논하는 것보다도 급합니다. 형세가 이미 이와 같습니다.136
절도의 근심이 없음을 믿고서 밤에 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최근의 세(勢)를 보건대 이리(伊犁)의
사고(事故)가 있었고 조선 탐정(探偵)의 새 소식이 있었으니, 그
세(勢)가 빠른 데에 있어서이겠습니까?137
동양의 전국에 변동을 환기(喚起)할 만한 것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세 나라로서 이 세 나라는 어느 나라든 침략정책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으므로 이들이 이를 속히 하는가 아닌가는 오로지
청국의 형세가 어떠한가에 말미암을 뿐입니다.138
메이지의 정책 결정 그룹은 이 프레임에 의해 필요한 군비의 구체적
목록까지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가 가쓰난은 후일 전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조차 ‚군대는 흉기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이 실업(實業)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본디 논할 것이
없‛ 139 다고 전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1880년대에는 메이지 정부의
군비 증강 계획에 대해, 군비가 경제에 끼치는 해악을 질타하는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나카에 조민은 1882년 「외교를
논하다」(論外交)에서 ‚부국강병 두 가지는 천하에서 가장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0 이러한 반대론을 의식하였을
때 메이지 정부의 세는 징병제 및 육해군의 확대 등 높은 수준의 군비를
요할 정도로 당면한 전쟁 위기가 거대하며, 둘째로는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정도로 이 위기가 절박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도구였다. 141
136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79. 이
러한 표현도 보라. ‚우리 일본 제국은 동방의 수지(首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변동과
전화의 형세와 조우하는 것이 더욱 늦었으나….‛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
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1.
137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3.
138
山縣陸軍大將, 「軍備意見書」, 大山梓 (編), 1966, p. 218.
139
陸羯南, 「戦時と国民経済」,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87.
140
中江兆民, 「論外交」, 松本三之介 外 (編), 1984c, p. 126.
141
植木枝盛, 「徵兵令改正案」, 家永三郎 外 (編), 『植木枝盛全集 第五巻』(東京: 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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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점에서 관찰하더라도 동양이 오래도록 태평무사함을 지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듯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동양의 화의
계기[禍機]는 금후 10년이 지나 파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이에
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어찌 국가 백 년의 상계(上計)가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금일의 최대 급무는 해군을 정돈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해군이 8, 9년 동안 정돈되지 않으면 3천년래
금구무결의 일본제국으로 하여금 마침내 동양 광란(狂瀾)의 와중에
말려들지[淪胥] 않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142
야마가타의
이러한
언술
전략은
이미
1888년
1월
「군사의견서」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글에서 ‚동양에서
외국의 형세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병비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최대 급무‛ 143 라고 논하며, 국가가 전쟁을 대비해야 할
정당성을 당대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상황에서 찾았다. 그는
캐나다의 태평양 철도, 시베리아 철도 부설, 파나마 지협의 착공이라는
세 가지 사건에 의하여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 군사력을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게 된 상황에 유의하였다. ‚우내(宇內) 현재의 형세를
곰곰 생각하건대, 아시아에서 영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 미워하여,
동양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킬 것은 장차 몇 년이 지나기 전일
듯합니다.‛ 144 야마가타는 영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여 군사적 위기를 낳을 개연성이 높은 장소로 조선을
지목하며 145 이렇게 말했다. ‚그 나라[조선―인용자]의 위치는 그로써
동양의 형세를 제어하기에 족하며 특히 강국이 이를 침략하고 보유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146
‚동양의 대세를 자세히 생각하시고 속히 계책[廟謨]을 확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147 이러한 논법은 대외 교섭 문건에서도 사용되었다.
주일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Mikhail A. Hitrovo)가 한반도에서 청일
양국 군대가 철병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무쓰 무네미쓰는 1894년 7월
2일에 히트로보 공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제국 정부가
해당국[조선―인용자]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실로 현재의 형세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결코 강토 침략의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국의 내란이 완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장래 어떠한
波書店, 1990c), p. 260.
142
山縣陸軍大將, 「軍備意見書」, 大山梓 (編), 1966, pp. 219-220.
143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03.
144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96.
145
‚우리 나라의 정략은 조선으로 하여금 완전히 지나(支那)의 관계를 떠나 자주독립
의 한 방국(邦國)이 됨으로써, 유럽의 한 강국이 일을 틈타 이를 침략하고 보유할 우려
가 없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 山県有朋, 「 軍事意見書 」 ,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00.
146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00.
147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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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없게 되면 그 군대를 해당국에서 철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임을
러시아 특명전권공사에게 거리낌 없이 명언한다.‛148

(3) 형세 규정의 다원성
남는 물음은 세를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
논자의 세의 분석이 정확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국제정치적
상황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는 각각의 방식은 여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었다. 1880년대 초에 작성된
『도쿄일일신문』의 한 사설은 당면한 동양 국제 정세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하는 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견해를 ‚피상적인 견해일 뿐
진정으로 동양의 대세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사설에서
주장하는 심층적 분석에 따르면 국면은 금세 일변하여 ‚동양
다사(多事)의 우려를 일으킬‛ 것으로 보아야 했다.149
형세 분석을 강조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조차 1886년에 작성하기
시작해 1888년 1월에 탈고한 「군사의견서」에서의 정세 분석에 대해,
로렌츠 폰 슈타인이 부정확한 점이 있다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 150
따라서 그는 1893년의 「군비의견서」에서 자신의 형세 분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예상하고 그 타당성을 자인하였다. 야마가타는
형세 분석의 궁극적 근거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성에 있다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관철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국자가 동양의 위기를 금후 10년 안에 닥쳐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각각
보는 바가 있고 이로써 저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스스로 보는 바만을 가지고서 정확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가 스스로 믿는 바를 믿을 뿐입니다.151
국가 폭력을 세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논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군사의견서」가 작성된 1880년대 후반 민간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민간의 논법에서도 장기적 진보에 따른 국가 폭력의 지양, 형세에 의한
국가 폭력의 정당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의 텍스트도 야마가타와 마찬가지로
148

金子金太郎 外 春畝公追頌會, 『伊藤博文傳 下卷』(東京: 春畝公追頌會, 1940), p.
66. 이 편지는 7월 1일 초안을 써서 각의와 천황의 재가를 거쳐 발송한 것이다.
149
「東洋の氣運」, 『東京日日新聞』 1881년 4월 19일.
150
加藤陽子, 『戦争の日本近現代史』(東京: 講談社, 2002), pp. 86-88. 가토가 요약하
듯이, 슈타인은 시베리아 철도 부설로 인해 러시아에 의한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
협이 되거나, 캐나다 철도 부설로 인해 영국 육군의 동아시아 개입이 높아지리라는 예측
은 기우라고 지적하였다. 슈타인은 시베리아 철도에 의해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선으로 특정하고 일본에 생기는 위협은 여기에서 비롯할 것이라고 보았다.
151
山縣陸軍大將, 「軍備意見書」, 大山梓 (編), 1966,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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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구체적 규정이 확정적일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하고 그 내용을
재규정하는 데에 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1880년대 후반 나카에 조민과
야마모토 주스케의 논설의 대립은 이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87년 출간한 나카에 조민의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저자 조민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남해선생의 발언은, 이 텍스트의 초점이 당면
국제 정세 분석을 메이지의 다른 논자와 상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신사군은 민주제도를 채용하고 적대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군비를
철폐하여, 유럽인을 뛰어넘음으로써 앞질러 그 공격을 막아내자고
하네. 호걸군은 외국에 많은 정벌군을 보내어 타국을 할취하여 영토를
넓히고, 유럽의 동란에 끼어들어 큰 이익을 거두자고 하네. 이는 양쪽
다 유럽 여러 나라의 형세를 좀 지나치게 염려한 데서 나온
생각일세.152
이어서 조민은 남해 선생의 입을 빌어 형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프랑스-프로이센의 군비
경쟁은 두 나라 형세가 절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군비 경쟁의 고유한
모멘텀에 의해 초래된 현상일 뿐이고, (2)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가 힘으로 세력균형을 성립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국제법을
포함한 ‚도덕주의‛가 확장되고 있으며, (3) 국가라는 복잡한 집합체가
움직이는 데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략주의가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153 조민은 동아시아의 세를
긴박하거나
막대한
위기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취인경륜문답』이나 「토착병론」에서 상비군이 아니라 민병대를
조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154
우에키 에모리는 1888년 『징병제 개정안』에서 ‚돌아보아 유럽
각국의 형세를 관찰하건대, 서로 다투어 군비 확장에 급급하여 단지 그
강대견고하지 않음을 근심하는 등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국[各邦]이 대개 내치외교의 관계[関繫], 영토[土壤境域]의 이해 등이
족히 일치하지 못하여, 이른바 시세가 하지 않고자 하여도 능히 하지
152

中江篤介, 「三醉人経綸問答」, 松本三之介, 外 (編), 『中江兆民全集 第八卷』(東京:
岩波書店, 1984a), p. 264[나카에 초민,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譯),
『삼취인경륜문답』(서울: 소명출판, 2005), p. 133.]. 인용문은 번역본에 따랐다.
153
中江篤介, 「三醉人経綸問答」, 松本三之介 外 (編), 1984a, pp. 264-266[나카에
초민, 2005, pp. 133-136.].
154
中江篤介, 「三醉人経綸問答」, 松本三之介 外 (編), 1984a, p. 267[초민, 2005, pp.
136-137.]; 中江兆民, 「土著兵論」, 松本三之介 外 (編), 『中江兆民全集 第十一巻』
(東京: 岩波書店, 1984b). 조민의 「토착병론」은 1888년 5월 16-18일의 글이다. 그
는 같은 해 8월 26, 28일에 쓴 「외교론」에서도 일본에 군사적 위기가 닥쳐도 ‚3천여
만의 대남아‛가 모두 항쟁하면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中江兆民, 「外交論」, 松
本三之介 外 (編), 1984b, pp.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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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여, 국가 폭력을 요구할
수준으로 세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55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 전국 개병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그
나라의 경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물며
동양의 빈소국에서랴. 어찌 다른 이해 형세를 달리 하는 강대국을
모방[倣模]하여 전국 개병을 바라겠는가.‛라고 하여 유럽의 세를
일본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156 따라서 우에키는
조민과 달리 상비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가의 경복이
아닌데도[不慶福] 頓着하지 않고 병비 확장을 증가하자고 외치는 것은
거의 국가에 불필요한 외관을 장식한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으며,
일국의 손실을 불러들여 빈약(貧弱)함을 더하는 것이라 하여도 심한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며 실천적 차원에서 군비 확대에 반대하였다.157
야마모토 주스케가 1888년에 출간한 『일본군비론』은 동일한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조민이나 우에키보다 국가 폭력 확보에 적극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재 유럽 열국의 형세를 눈여겨보라. 외면은 서로 평화롭고 무사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음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각
안에서는 무성하게 군비를 엄히 하여 만약 정부의 명령을 내는 데
당하여서는 금세 국경에 출병하는 주된 뜻은 잠시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다. 그 정태는 흡사 불을 질러 한 번의 북풍을 기다려서 금세 검은
연기가 가득하여 맹렬한 큰 불이 되는 세와 같다. 이를 가지고서
장래를 생각할 때는 유럽 열국은 아침저녁으로 무기[干戈]가
파열(破裂)하고 말굽이 중원(中原)을 짓밟을 기약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158
네 명의 동시대인 야마가타, 조민, 우에키, 야마모토의 분석에 의해,
메이지 전기에 이념적 입장을 막론하고 형세라는 개념어를 동원한 국가
폭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사람은 국가 폭력의 확보와 행사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정교화된 세의 분석에서는 입장이 달랐으며,
155

植木枝盛, 「徵兵令改正案」, 家永三郎 外 (編), 1990c, p. 260.
植木枝盛, 「徵兵令改正案」, 家永三郎 外 (編), 1990c, pp. 260-261.
157
植木枝盛, 「徵兵令改正案」, 家永三郎 外 (編), 1990c, p. 260.
158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日本軍備論』: 中島智教, 1888), p. 4. 참고로 야
마모토가 자신의 분석과 공명하는 한 가지 근거로서 우호적으로 인용한 몰트케의 연설
에서 세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라. ‚우선 오늘날은 점점 병비를 엄히 하여 무
력으로 유럽의 태평을 보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눈을 돌려 프랑스의 형세
를 보라. 정권을 쥔 자는 위풍당당한 무장(武將)이다. 파리의 인기(人氣)를 고찰하건대,
정부든 인민이든 불문하고 조야(朝野)가 공히 비상(非常)한 뜻을 품으니, 포게젠 산맥
[독일과 프랑스를 가르는 산맥―인용자] 바깥의 형황(形况)은 단지 국욕(國辱)을 설욕
하는 것만을 자기 소임으로 삼는다. 때를 기다려 용비(勇飛)하고자 하는 세가 아닌가.‛
山本忠輔, 1888, p. 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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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다른 논자의 규정 못지않게 자신의 규정 또한 반론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메이지 전기에 국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국가가 역사적
현실로서는 수취 능력의 고도화와 물리력의 독점화에 성공해 나가는
기구로서 확고하게 등장하였지만, 지적 파악의 대상으로서의 국가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였다. 메이지 전기의 국가가
제도적 수준에서 아무리 권위의 원천을 독점하려고 노력한들, 담론
공간에서 논의되는 국가는 유럽의 국가이성 담론에서처럼 무한한 시간성
속에서 준거점의 지위를 결코 독점하지 못하였다. 159 사회와 정부를
막론하고, 담론이 유통되는 공간에서는 국가에 장기적 시간 속에서 폭력
기구로서의 역할이나 정치적 정당성의 최종 심급의 지위를 박탈 당할
운명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전쟁과 폭력 기구가 지양된 지극한 문명은
담론 공간에서 최상위 지위를 점유하였고, 이러한 논리 속에서 국가는
관료, 어용 지식인, 대외 강경론자에 의해서조차 장기적 진보의
이상치(outlier)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때 국가가 폭력의 독점 기구로서 존재하고, 유지·확장될 수 있다고
논증하는 방법은 오로지 목전의 시공간 속에서 존속을 위협 받는 상황,
즉 세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당대에 국제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막연한 진술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했지만, 그 위기의
강도를 논란의 여지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폭력의 필요성, 나아가 국가가 폭력 기구인
한에서 특정한 모습으로 존속해야 할 이유는 부단히 반복되면서도
논박에 취약한 변론으로 한시적으로만 제시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계열의 논변에 한하여 생각해 본다면, 국가이성은
국가를 부정하는 장기 진보의 사유를 대전제로 삼되, 소극적으로는 이
진보의 경색과 둔화를, 적극적으로는 즉각적·구체적 위기를 위태롭게
변론하는 것으로 성립한 가건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메이지 전기 이들의 사유에서, 국가의 행동을 지시하는 정신으로서의
국가이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개념만을
참조하여 국가의 행동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동어반복의 논리 체계는
아니었다. 국가이성은 시간적으로는 국가의 소멸 이후까지 시야에 넣은
진보의 장기 과정, 공간적으로는 일국을 넘어서려는 초국적 공을 참조해
온
반국가이성의
대전제
위에,
유보적·2차적으로만
허용된
형성물이었던 것이다.

159

Foucault, 2007,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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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열정과 이성: 국가의 요소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말한 국가이성의 측면 중 합리적 계산 능력의
성격에 유의하여 메이지 사상 텍스트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국가 폭력·전쟁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이 논리란 전쟁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인간
내면의 주체성을 활발하게 변화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전쟁은 순수한 악이
아니라 선을 동반하는 악이다.
이 계열의 정당화 논변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비합리적 요소에서
끌어온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열정과 활력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성의 통제를 받는다면 그것은 국가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160 이러한 부류의 다수 논변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방도의 일환으로서만 일본 인민의
비합리적 열정을 고양시키는 능수능란한 조작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띠었다. 이러한 논설들은 메이지 시기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함축한
합리성의 면모가 이질적인 요소를 하위 지위에나마 필수적인 부분으로
요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 비합리성이 이성의 제어를 거부하는 순간,
국가이성론은
반국가이성론으로
변모하여
오히려
국가이성론과
갈등하기까지 했다는 점도 이어서 보일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 폭력이
다른 나라 인민에게 주는 대외적 이점을 근거로 침략·내정 간섭을
합리화하는 텍스트에서는 열정의 재생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국가이성론에서는 제어되던 비합리성이 반국가이성론으로 활용되는
면모를 띠었다는 점도 보일 것이다.

1. 담론장의 합의: 이성적 통제 하의 열정
(1) 비합리성과 국가이성의 논리
후쿠자와 유키치가 기존의 논의에서 대표적 국가이성론자로 다루어진
만큼, 161 그의 논설을 중심으로 국가이성과 내면적 비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서설 삼아 우선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통속국권론』은 후쿠자와가 국가 권력의 증대를 주창하는, 즉
‘국권론’으로 전향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흔히
간주된다. 그러나 이 글을 ‘국권론’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후쿠자와가 대외 전쟁을 “우리의 자손 백 년 뒤 있을 법하다고 하여,
160
161

西村稔, 2006, 제3장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 1998; 西村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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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의 빛이 없는” 낙관론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필요불가결하다고 여기는 극단적 강경론까지
명시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62 낙관론은 “비겁한
마음”에 기인하지만 극단적 강경론은 비도덕적이고 호전적 심리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 163 더욱이 국제정치적
위협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후쿠자와가 보기에, 두 입장은 국가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국가 폭력에 대한 후쿠자와의 강조가
띠는 논변으로서의 특징은, 전쟁을 좋아하기에 폭력을 긍정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와 구별해야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대외 전쟁[外戰]의 논의를 주장하지만, 외교가 무사한 때에
당하여 이번 달이나 오늘 전쟁을 도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달도,
올해도, 또 내년도 전쟁이 없겠으나, 혹 오랜 세월 대외 전쟁의 기회가
없으리라고 기약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것은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 축하할 만한 것이다. 요컨대 내가 주의(主義)로 삼는 바는,
전쟁을 주장하여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지 않되
전쟁을 잊지 말자는 것뿐이다.164
그의 제3의 대안은 전쟁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인민의 내면적 활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성의
통제 하에서 열정을 벼려내려는 발상이었다. 상기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의 구체적 의미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해당 문장은 그
전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사마법』(司馬法)에서
표현한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표현이 당면한 상황적
필요성에 따라 전쟁에 대한 각오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쓰인 것과
달리,165 동일한 각오가 인간의 내면적 주체성을 고양시키는 역할 때문에

162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43.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43.
164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43.
165
후쿠자와가 이 상투어를 원용하는 독창성을 보이기 위하여 사마양저의 텍스트를 인
용하여 본래의 발화 메시지를 확인해 두고자 한다. ‚옛날에는 인을 근본으로 여기고 의
로 다스리는 것을 정도[正]라고 여겼다. 정도가 뜻[意]을 얻지 못하면 권도[權]가 된다.
권도는 전쟁에서 나오며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 죽이는 것도 가하다. 나라를 공격하더라도 그 백성을 아끼면 공격하는 것
도 가하다. 전쟁으로 전쟁을 그칠 수 있으면 전쟁이라고 해도 가하다. …… 전쟁의 도는
이러하다. 농사철을 침범하지 않고 백성에게 병이 돌 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백
성을 아끼기 때문이다. 상을 당했을 때 공격하지 않고 흉한 일이 생겼을 때 틈타지 않으
니 그 나라 백성을 아끼기 때문이다. 겨울과 여름에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니 [피아의
―인용자] 백성을 겸하여 아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가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
드시 망하며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古者， 以仁爲本以義治之之爲正, 正不獲
意則權, 權出於戰 ， 不出於中人. 是故, 殺人安人 ， 殺之可也. 攻其國愛其民 ， 攻之可也.
以戰止戰， 雖戰可也. …… 戰道, 不違時， 不歷民病， 所以愛吾民也. 不加喪， 不因凶，
所以愛夫其民也. 冬夏不興師， 所以兼愛民也. 故國雖大， 好戰必亡, 天下雖安， 忘戰必危.
『司馬法』)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제한적 긍정의 논리는 통치의 목적이 공공선의 구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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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비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전쟁을 각오하는 긴장으로부터 생명력과 덕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주체성을 빚어내려는 것이 후쿠자와가 지닌 본래의 발화
의도였다.166
후쿠자와의 논변은 전쟁이나 국가 폭력의 부정적 이미지를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 ‚각국의 교제는 각개인의 교제와 다르지 않은데,
사람으로서 쟁론을 좋아하는 자가 없고 격투를 좋아하는 자가 없으니,
그렇다면 외국의 교제에도 누가 분의(紛議)를 낳는 것을 좋아하겠으며,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겠는가. 가령 설혹 일시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분별하여, 평화의 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67
비합리적 열정은 순기능만을 발휘하는 한 전쟁이 나쁘다는 전제를
유예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쟁 위기를 의식함으로써 고양되는
“인민의 기력”은 “당겨서 놓지 않은 활시위를 붙잡는 세”와 같은 역동적
자세로 표상되었고, 168 이것이 역설적으로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킬
바탕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수적 효과를 감안할 때 폭력은
비로소 긍정할 수 있는 관념이 되었다. 예컨대 외무성은 국가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노력에 “뒷받침으로서 인민의 기력에 의뢰할
수 있지 않으면, 결코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외무의 곤란은 단지 이 한
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통치 주체가 비상한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사
실에 의해 지지되었다. ‚정도‛[正]와 ‚권도‛[權]라는 대조적 개념에 이 주장의 성격
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앞의 장에서 살핀 대로 폭력을 국가가 놓인 이중의 시간
성을 근거로 옹호하는 것과 유사한 논법이다.
166
전쟁을 잊지 않는 자세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평화주의자의 입장을
자처하면서도, 군사적 규율이 덕목을 배양하는 도덕적 기능을 해 왔다고 강조하며, 반
(反)군국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고안해야 할 ‚전쟁의 규율적 기능을 대체할 만한 것,
즉 전쟁의 ‘도덕적 등가물’(moral equivalent of war)‛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William James, ‚The Moral Equivalent of War,‛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 no. 1 (1995)., 특히 pp. 22-24[초판은 William James, ‚The
Moral Equivalent of War, ‛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 27
(August, 1910).].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론의 개략』에서 이미 ‚인간의 사물에는
때로는 싫어할 만한 것이 있으나, 진정으로 이 문명을 돕는 공이 있다면 이를 버리고 묻
지 않는다.‛라는 말로 악이 때로는 선을 수반하는 의외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복잡
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한 사례에 ‚내란과 전쟁‛을 포함시켰다. 福澤諭吉, 「文明論
之槪略」,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39. 니시 아마네가 「병부론」에서 ‚개화
와 전란은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 소멸[消克]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조장
(助長)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한 것 역시 비슷한 논리였다. 西周, 「兵賦論」, 大久保利
謙 (編), 1966, p. 33. 후일, 전쟁을 흉사라고 규정한 구가 가쓰난이 전쟁을 선을 창출하
는 계기로 긍정한 것 역시 전쟁이 문명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
떤 학자는 전쟁이 극히 유용함을 설명하고 전쟁은 문명의 근본[本]이라는 등 거리낌없
이 공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구태여 흉사라고만 생각하여 눈살을 찌푸릴 것만은
아니다. 전쟁은 역시 세계에 유용한 일이라고 볼 적에는 일시적으로 세계에 해를 미치더
라도 참고 여기에 종사하는 것이 지당함을 알게 된다.‛ 陸羯南, 「戦争の規模 (清国の
宣戦)」, 『日本』, 1894년 8월 12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p. 575-576.
167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39.
168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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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점에 있을 뿐이다. …… 진실로 독립한 일국(一國)으로서, 철두철미
외국과 교전할 수 없다면, 마치 한 개인이 다다미의 위에서 병사하기를
각오한 것과 같으니, 그날부터 독립의 이름은 내릴 수 없는 것이다.169
종합적으로 보아 후쿠자와의 관심이 인민의 열정을 ‚뒷받침‛으로
삼아, 국가가 합리적, 효과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쟁 위기가 국가 폭력을 구성하는 비합리적
열정은 그 효능을 계산하는 국가이성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따라서
후쿠자와의 논변을 국가이성론으로 정리한 마루야마나 니시무라의
연구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합의: 사회와 정부의 국가이성론
후쿠자와만이 아니라 소위 ‘계몽사상가’ 사이에서, 비합리적 에너지를
조직하여 국가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계산적 사고는 이미 18601870년대에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논설 전체가
군사적 위기로 비합리적 힘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어떤
논설은 국내의 민주화 개혁을 비합리적 기운의 원천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글 역시 최소한 국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민의 활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이성의 사유를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살펴 볼 가치가 있다.
자유민권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1874년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는 관료[有司]에 의한 정권
독점을 문제시하고, 의회의 개설이야말로 개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시하였다. 170 의회 개설은 인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깨우치는 지적
자극을 주고, ‚천하와 근심과 즐거움을 더불어 하는 기상(氣象)”과
‚과감한 기운‛[敢爲 の 氣]을 일으키며 “천하의 원기”를 고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171 인민의 활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민선의원
설립은
정부와
인민을
일체화하므로 “국가는 이로써 비로소 강해질 것이며 정부는 이로써
비로소 강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172
1874-1875년에 걸쳐 발간된 『명륙잡지』(明六雜誌)에 실린 몇몇
논설도 유사한 주장을 내세웠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는 서양의 정치사상서를 초역하여 이러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몽테스키외의 입을 빌어 아시아에서는 “추운 땅의
성실하고 용맹한 민(民)”이 “무더운 땅의 유약하고 나태한 민”을
노예화하여 자유가 부족하다고 쓰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어 아시아인에게는 “지기(志氣)가 없기에 언제나 순종적이어서 감히
169
170
171
172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1970, p. 639.
「民撰議院設立建白書」,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民撰議院設立建白書」,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民撰議院設立建白書」,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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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적었다.173 아시아 인민의 무기력한
현실을 타개할 미쓰쿠리의 해답은 정치적 권리를 확립하는 개혁이었다.
그는 버클(Henry Thomas Buckle, 1821-1862)의 글을 번역하여
개화를 추진하는 힘을 정부가 아닌 인민의 중론(衆論)에 있다고
시사하였으며, 174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번역한 밀의 텍스트를 거론하며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에서 그 정치가 지극히 훌륭하고 국력이
강성한 것은 필경 모두 인민의 자유가 있는 데에 연원”한다며
입헌정체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5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도 민주화에 의한 국가
역량의 강화를 기대하였다. 단, 「민선의원건백서」나 미쓰쿠리의
논설이 민주화에 의한 인민의 지력과 활력의 증대를 기대하고 이것이
국가 역량의 제고로 이어지리라고 전망한 데에 반해, 니시무라는 역으로
인민의 지력과 활력의 준비가 민주화의 전제라고 보았다. “인민이
학식을 갈고 기력을 기르고 무위(武威)에 굴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권을 장악할 수 있을 때는, 기타 인민의
불리함은 얼음처럼 녹고 민력(民力)은 강성하여 국력 역시 이에 따라
강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어서문」(御誓文)의 만국 대치에
대한 취의에도 부합하여, 상하가 공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76
그러나 이 인용문 역시 민주화와 인민의 에너지 간의 선후 관계나
인과관계가 논쟁적이었던 데 반해, 인민의 에너지가 국력의 전제가
된다는 논변은 비교적 단단하게 지탱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 1822-1881)는 『명륙잡지』에 실리 논설
중에서 무사 정신을 배양한 방법을 원용해 내면의 비합리적 힘을
빚어내자고 주장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그는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사적 폭력은 금지되었지만 ‚대개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당연히 그[무사의
폭력의―인용자] 장점에서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177 그는 완력을 중시하는 무사적 정신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나 그것이 지닌 순기능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내면적 열정을 기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야마토의 혼”[大和魂], 즉 일본 정신은 “무사의 정신”이며,
이 정신에 따라 길러지는 용기란 덕목은 “그 폐해는 많으나 온갖 일을

173

箕作麟祥, 「人民の自由と気候と互に相関するの論 一」, 『明六雑誌』 제4호(1874
년 4월 2일 발행),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明六雑誌』 上(東京: 岩波書店, 199
9), pp. 144-145.
174
箕作麟祥, 「開化を進むは政府に因らず人民の衆論に因るの説」, 『明六雑誌』 제7호
(1874년 5월 17일 발행),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p. 254-255.
175
箕作麟祥, 「リボルチーの説」, 『明六雑誌』 제9호(1874년 6월 12일 발행), 山室
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p. 306, 309-310.
176
西村茂樹, 「転換説」, 『明六雑誌』 제43호(1875년 11월 14일 발행), 山室信一·
中野目徹 (校注), 『明六雑誌』 下(東京: 岩波書店, 2009), pp. 407-408.
177
阪谷素, 「養精神一說 二」, 『明六雑誌』 제41호(1875년 9월 5일 발행), 山室信一
·中野目徹 (校注), 2009,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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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근본”이었다. 178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개화도 바로 이 용기의
장점을 활용하였기에 가능하였으니 “천하의 일은 용기가 아니면 이룩할
수 없”고 “용기가 없는 순량함은 망가진 물건일 뿐이다. 어찌 그것으로
문명을 열기에 족하겠는가.” 179 사카타니 역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는
계산에 의해 비합리적 요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체조와
군사 훈련을 수년 동안 거치면 “순량함의 익힘과 강한 용기의 기력이
저절로 함께 증대되어 전국에 군대의 풍습 역시 저절로 갖춰질 것이니,
애국의
완력이
나날이
왕성해질
것이다.
……
[독일·영국·프랑스를―인용자] 넘어서서 동양 문명의 한 강대국이
되는 것 역시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서 가능하겠는가.”180
정부의 담론장에도, 인민의 내면을 조작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유통되었다. 태정관 관리이자 역사가인 기노시타
마사히로는
『유신구막비교론』(維新舊幕比較論,
1876-1877년
저술)에서 인민이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에 대한 감정적 일체감을 갖추는
것을 핵심적인 내면 재구성 과제라고 보았다. ‚대대로 기르는
군대[世養兵]는 군주를 사랑하는 마음(愛君の心)을 귀히 여기고, 징발한
군대[徵發兵]는 애국의 마음을 귀히 여긴다. 이미 병제를 개정한 이상은
의무가 있는 바를 몰라서는 안 된다.‛ 181 기노시타에 따르면 서양의
전제국가가 러시아·터키 전쟁에서 병사의 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내면적 주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천하를
정부의 사유로 여기기 때문인가. 이 노선을 전환하여, 사람들이 국가를
담임(擔任)하는 기(氣)를 양성하지 않으면 충분한 강병이 될 수
있겠는가.‛182 그에게 인민 일반의 기력은 국가 폭력의 강약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60-70년대에는 주체의 열정에 기대어
국가 폭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이성론적 사유가 정부와 사회의 담론장에
공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한 채, 1880년대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을 계기로 일본에서 위기 인식이 고조되자,
사회·정부의 담론장에는 군사적으로 준비된 내면을 벼려내려는 논설이
더 적극적으로 제출되었다.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직후, 일본의 대청 경계 및 군비
확충의 필요를 역설한 『우편보지신문』의 한 글에서는 평화에 대한
궁극적 지향을 전제하면서도, 나태를 긴장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쟁에 대한 대비가 긍정되었다. ‚군대[兵]가 흉기이며
전쟁이 속이는 기술[諂道]임은 삼척동자도 알며, 우리도 본래 망령되게
병과(兵戈)를 숭배하고자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급격한 변화가
지극한 것이 국사(國事)의 상태이다. 만약 평화를 즐거워할 만하다는
178
179
180
181
182

阪谷素, 「養精神一說 二」,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2009, pp. 337, 339.
阪谷素, 「養精神一說 二」,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2009, pp. 336, 339.
阪谷素, 「養精神一說 二」,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2009, p. 341.
木下真弘, 1993, p. 183.
木下真弘, 1993,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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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알면서 전쟁이 능히 나태한 분위기[惰風]를 일세(一洗)하고 천하를
소청(掃淸)하는 데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로써 오늘날
쟁탈의 시대에 처할 수 없다.‛183 이 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썼다.
전쟁은 본디 피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싸워야 하는데도 싸우지 않으면
그 해가 단지 한 시기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역대
양성해온 위신을 실추하는 것은 원기(元氣)를 막고 상실하고 민심을
위축시키며 마침내 나라의 독립을 위급하게 하는 데에 이르니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예로부터 무(武)를 가지고서 나라를 세운다고
칭하고 무부(武夫)가 모두 호적수였으며 모든 대신은 곰과 같았거늘,
국가에 일이 없은 지 겨우 몇 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허벅지에
살이 오르는 것을 한탄하지도 않는다. 예전에는 시기를 불문하고 유신
후 17년 동안을 관찰하더라도 내란이 여러 번 일어나 국가가 거의
안녕한 때가 없는 것이 일상이어서 민심이 용무(勇武)하고
장쾌(壯快)함을 말미암지 않은 바가 없었다.
지금 청국과의 갈등이 일단 조선에서 일어나니 애국지사가 모두
분연히 궐기하여 오욕을 설욕하고 손해를 회복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
나라를 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자가 없다. …… 오늘날의 계책은 우리가 우선 지당한 요구를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저들이 거절한다면 곧 구름 같은 우리 맹장과
용졸(勇卒)을 파견하여 열혈(熱血)로써 서울[韓京]의 오욕을 설욕하고
검봉(劍鋒)으로써 우리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전쟁의 해는 본래
크지만 그 이익 역시 헤아릴 수 없다.184
전쟁은 회피 대상이지만, 전쟁에 대한 각오 일체를 부정해 버리면
‚원기를 막고 상실하고 민심을 위축‛시키며 ‚허벅지에 살이 오르는
것을 한탄하지도 않는‛ 등 인간의 활력을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활력의 파괴는 국제 무대 속 국가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하는
원인으로까지
지목된다.
메이지
유신기에
‚민심이
용무하고
장쾌‛하였듯이 1880년대에는 ‚애국지사‛의
분노와 ‚맹장과
용졸‛의 ‚열혈‛을 긍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의 해는 본래 크지만
그 이익 역시 헤아릴 수 없다.‛는 구절에서, 이 격정적인 언설조차
합리성을 이용하여 전투적 광기로의 급격한 경도를 제어하려는
국가이성론의 자장 안에 들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메이지 국가가 군사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국가
밖의 국가’인 인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자유민권파와
메이지 국가가 정책적 입장을 달리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해서 그들의
논리까지 반드시 대립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메이지 정부는
국제체제에서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상무 정신이 필요하다는

183
184

「戰爭及び平和 第一」, 『郵便報知新聞』, 1885년 1월 2일.
「支那と戰ふ利害を論ず」, 『郵便報知新聞』, 1885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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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재야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구미 열강에
비해 열악한 군사 능력을 정신력과 활력에 의하여 보충하려는 사유는
정책 결정 그룹의 담론 공간에도 자리잡고 있었다. 다만 메이지
관료들은 재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재야의 에토스 중시론을 견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에서도 주체의 내면을 조작하자는 사회의 논변과
공명한 담론의 저자로 니시 아마네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1880년대의
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군인훈계초고」(軍人訓戒草稿, 1878년
작성으로 추정)에서 ‚필경 유신 이래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온갖
것이 신설되었기에 아직 숙련되지 못한 거친 부분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특히 삼군(三軍)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맹아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무사[士]를 기르는 백 년의 세월을 거치지
않으면 갑자기 하루 밤낮에 추구할 수도 없다.‛라며 메이지 정부의
군대가 흡사 ‚새가 한쪽 날개로 날고‛‚차가 한쪽 바퀴로 다니는‛
것처럼, 외형만 갖추었을 뿐 내면적 주체성이 미약한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185
니시는
군인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질을
충실·용감·복종의 세 요소로 꼽고, ‚예로부터 무사가 충실과
용감함을 주로 여긴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충신과 용사의 귀감이 될
사람은 시대마다 없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 선조로부터 전해 받아
우리의 혈맥 안에 고유한 유물‛이어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186
그는 사무라이를 모범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여겼다는 점에서 사회의
담론과 같은 입장에 섰던 것이다.
다만 니시는 ‚자신의 뜻을 억제하여 오로지 상관의 명과
연장자[老功]의 말에 따르는‛ 등의 복종은 추가로 학습해야 한다고
덧붙여, 무사적 에토스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둘 것을
제언하였다. 187 니시는 1870년대 세이난 전쟁 등 사족의 에너지가
무력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비화한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188 그러나
가토 히로유키 역시 본격적인 ‘전향’을 하기도 전인 1874년에 이미
185

西周, 「軍人訓戒草稿」, 大久保利謙 (編), 1966, pp. 97-98. 이 문건은 니시가 수
정한 최종 버전을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186
西周, 「軍人訓戒草稿」, 大久保利謙 (編), 1966, pp. 99-100.
187
西周, 「軍人訓戒草稿」, 大久保利謙 (編), 1966, pp. 100-101.
188
「解説」, 大久保利謙 (編), 1966, pp. 11-13을 참조. 여기에는 니시가 이 초고를
작성된 과정과 시기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니시는 1878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解説」, 大久保利謙 (編), 1966, p. 15.) 「군인훈계」의
다른 초고에서는 이렇게 썼다. ‚황상을 받들고, 명에 따르며 법칙을 중히 지켜 잘못하
지 않는 것에서, 진정으로 부족한 바가 있다면 충의(忠義)도 충의라 할 수 없고, 성심도
성심이라 할 수 없으니 군인에게는 위에서 명하는 바에 선악과 시비의 구별이 없으며,
반드시 일단 여기에 복종하는 것을 법으로 삼아 진정 이해득실이 명백한 일이나 강압과
압제가 진정 견딜 수 없는 일에서만 군대 질서의 순서를 거쳐 이를 건백하고 탄원할 수
있을 뿐이다. ‛ 라는 구절이 보인다. 西周, 「 軍人訓戒關係草稿 (代作) 」 , 大久保利謙
(編), 1966, p. 116. 니시의 두 초고는 1878년 8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명의로 된
「군인칙유」의 바탕이 되었다. 山縣有朋, 「軍人訓戒」,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
注), 『軍隊 兵士』(東京: 岩波書店, 1989), pp. 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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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난 전쟁을 염두에 둔 듯 군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우위성이
문명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가토에 따르면 군인[武官]이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명분 없는 군대를 일으키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것이 엄하게 그들의 권리를 억제하여
오로지 왕명에 복종하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189 이 점으로 미루어 봐도
비합리성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려는 관심은 사회와 정부에 공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니시 아마네의 국가이성론은 1880년대의 국제적 변동을 겪게 될
메이지 정부의 주요 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메이지 천황이 1882년
1월 4일 하사한 「군인칙유」(軍人勅諭)에서 군인의 용기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배후에도 니시 아마네가 있었다. ‚무용(武勇)에는 큰
용기와 작은 용기가 있으니 같지 않다. 혈기가 넘쳐 거칠게 휘두르고자
하면 무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군인은 언제나 능히 이의(理義)를
분변하여 능히 완력을 제련하고 사려를 다하여 일을 도모해야 한다.
……이유 없이 용맹을 좋아하여 맹위를 휘두르면 결국 세상 사람도
기피하고 승냥이와 이리 등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190

2. 담론장 내 경쟁: 내면의 다양한 조작법
(1) 사회의 정책론
인민의 활력 제고가 국가의 안보와 독립에 결정적이라는 전제가
정부·사회 담론장에 공히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력을 진작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론의 내용은 논쟁적이었다. 앞의 절에서 살폈듯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위시한 사회의 담론 중에는 민주화 개혁을
정책 제언의 핵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부 관료의 권력 독점[有司專制]으로 규정하고 인민의 정치적
권리의 확보를 해결책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의 정책과 대립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건백서 제출에서
시작한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자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자유당사』(自由党史, 1910)의 「제언(題言)」은

189

加藤弘之, 「武官の恭順」, 『明六雑誌』 제7호(1874년 5월 17일 발행), 山室信一
·中野目徹 (校注), 1999, pp. 247-248.
190
「軍人勅諭」,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軍隊 兵士』(東京: 岩波書店,
1989), p. 175. 메이지 천황이 오야마 이와오(大山巌) 육군경에게 내린 이 칙유의 바탕
이 된 니시 아마네의 1880년 초고에는 군인의 덕목으로 질서 준수·용맹[膽勇]·정직
과 근검[質直勤儉]·신의 등이 규정돼 있는데, 니시는 그 중 용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소년 혈기의 용맹‛이 ‚거칠고 사나워[麤暴猛悍]‛지는 상황을 경계하여
‚일을 도모할 때는 사려주도하여 계획분명(計劃分明)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西周, 「軍人勅諭草稿 (明治十三年稿本)」, 大久保利謙 (編), 1966, pp.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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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한창이던 시기가 아니라 메이지 시대 말
회고적으로 쓰인 글이기는 하지만, 이 대립의 요소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이타가키는 메이지 국가의
기틀은 관직을 점유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인민의
생명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메이지 유신이 ‚공의여론의
세력을 빌려서‛ 진행되었으나, ‚처음에는 공의여론으로 일어난 정부가
이후에는 소수 전제[寡人專制]의 정부‛로 변질되어 폐쇄적인 정책
결정자 집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병력‛ 즉 폭력 기구를
제도적으로 독점한 국가는 진정한 의미의 위정자가 아니었다. 191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비롯한
자유당이야말로
공의여론과
만기공론(萬機公論)에 의거하여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정치를 실천하기
때문에 ‚유신개혁의 정신‛의 진정한 구현자일 수 있었다. 192
이타가키는 소수의 정책 결정 그룹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민이야말로 국가를 강하게 만들 힘을 담임한다고 보았다.
그는 ‚창업 혈성(血誠)의 사(士)의 심사(心事)는 도저히 학자가
책상에서의 논의를 가지고서 다루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193 라고 하여
유신의 동인을 지사의 생명력에서 발견하였고, 유신 이후 일본사의
진정한 동인 역시 정부가 아닌 자유민권 세력으로 귀속시켰다. ‚우리
국민은 공연히 앉아서 자유와 헌법을 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굴하고
무기력한 국민이 아니며, 실로 스스로 일어나 이를 쟁취한 성실하고
강건한 국민이었다. 생각하건대 만약 우리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헌정의 수립을 요청하지 않고 공연히 성취를 번벌의 유사(有司)를
우러르는 식으로 비굴하고 무기력한 국민이었다면 입헌정체는 결코 바랄
수 없다.‛194
사회에 속하는 행위자의 활발한 내면은, 국가가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개 사람은 먼저 개인 자신을 사랑함에 따라 나아가 공동의
생활체인 부락을 사랑하고, 마침내 이를 연장하여 국가를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데, 일국이 편안하면 일인(一人)도 편안하며, 일국이
위험하면 일인도 위험하다는 식으로 개인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의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의 소장(消長)이 다대(多大)한 영향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를 잃으면 인민이 도탄에서 괴로워하고,
또는 하루아침에 외국과 일이 생길 때는 이를 위하여 자신을 죽여
희생하려는 것을 사양하지 않고, 이와 동시에 국가도 개인을 위하여
국명(國命)을 내다보아 다투는 일이 있다. 예컨대 유신의 지사가
자신을 죽여 국난(國難)에 순사하고, 자유당의 지사가 명을 내던져
헌정의 수립에 다하고, 가까이는 일러 전쟁의 대역(大役)에 당하여
191
192
193
194

板垣退助
板垣退助
板垣退助
板垣退助

(監修),
(監修),
(監修),
(監修),

『自由党史 上』(東京: 岩波書店, 1957(1910 初出)), p. 83.
1957, p. 84.
1957, p. 7.
195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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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희생자를 낸 것과 같은 것이 전자에 속하며……195
이타가키는 여기에서 러일전쟁 등에서 메이지 국가가 행사한 국가
폭력의 핵심에,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지사적 에토스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국가 폭력의 구성 원리는 근본적으로 국가 바깥의
무사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폭력을 제대로 벼려낼 수
있는 주도권 역시 국가 바깥에 있어야 했다. ‚입헌정체는 이 규모를
완전히 하는 데에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단지 민권을 발달시킴으로써
부강의 원자(原資)로 삼을 뿐 아니라, 더욱 그 부강의 원자를 신장하고,
나아가서 국권의 확장과 국리의 증식을 기약하며, 평화와 화목의 광영을
우내(宇內)에 선양하는 것이 결국 자유당 필생의 기도(企圖)가 아닐 수
없었다.‛ 196 그리고 그는 그 성과에 대해 의의양양했다. ‚유신개혁의
정신은 헌정의 수립에 의하여 성취되었으며, 일청·일러 전승 역시
헌정의 수립에 힘입은 바가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197
인민의 내면에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의 논변이 획일적으로
이타가키와 같은 식으로 개진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에 의한 인민의
평등주의를 유보하고, 신분제 사회의 구성 원리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보수적 견해도 사회에서 제출된 바가 있었다. 다구치 우키치는 메이지
유신 이래로 무사의 상직(常職)은 해체되고 징병제로 육군을
조직하였지만 세이난 전쟁을 포함한 국방 이슈에는 여전히 사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사농공상의 제도적 구별을 철폐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평등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민주화의 계기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활력은 보장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권운동가처럼
민권의 신장을 주창하는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직도 없고 기예도 없으며 단지 국가주의의 감화와 정신적
의분으로 머리를 채운 사족의 자제‛, 즉 장사(壯士)를 지원병제를 거쳐
상비군인 육군에 일부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198 이러한
구상은 아직 농공상인이 사족과는 달리 ‚어느 날 국가 만일의 변‛에
대해 ‚죽음을 결심하여 이를 막는‛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199 다구치는 사무라이를 모델로 일본 국민 일반의
주체성을 다시 벼려내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서 이타가키와 유사한 담론은 영향력을
가지고 제출되었으며, 메이지 정부의 담론과 명시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882-3년 『자유신문』(自由新聞)에

195

板垣退助 (監修), 1957, pp. 9-10.
板垣退助 (監修), 1957, p. 32.
197
板垣退助 (監修), 1957, p. 11.
198
「自由兵制倂せ行ふべし」, 『東京經濟雜誌』 613호(1892년 3월 5일 발행), 田口
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 307.
199
「自由兵制倂せ行ふべし」, 『東京經濟雜誌』 613호(1892년 3월 5일 발행), 田口
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 30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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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에
대한
일련의
논설을
발표한
소다
아이사부로
(曾田愛三郞, ?~1891)는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인민의 생명력과
밀접하게 접속시킨 논리를 자주 구사하였다. 200 그 역시 진정한 의미의
국방력은 기계나 기술이 아니라, 침체된 인민이 회복하는 활력에 의해
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활력은 사족만이 아니라 일반 인민이 국가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는 방식에 의하여 생겨날 수 있었다. ‚전제인민의
애국심은 반드시 안에서 생겨나지 않고 밖에서 생겨나는데, 언제나 공포,
분노, 복수, 공명(功名)이라는 여러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
…… 그러나 지식이 나아가고 세운(世運)이 열림에 따라 이 여러 관념이
점차 쇠미해지고 따라서 애국심도 저절로 이전의 살기(殺氣)를 벗어나
화기(和氣)를 띠고 검봉(劍鋒)의 공격으로 올렸던 공적은 지식의
경쟁으로 이루니 평시에도 전시에 뒤지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지성(至誠)을 느낄 때 비로소 애국심이 자기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201 그는 1882년 2월 6-8일에 걸쳐 연재한 「청국의 원기는
오로지 군비[戒備]에 있지 않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금의
때에
당하여
우리가
꾀하는
것은,
국민이
애국호향(愛國好鄕)의 정신을 배양하고, 국가의 이해휴척(利害休戚)을
그 자신에게 위임하는 정책만한 것이 없다. 우내에 바둑돌처럼 흩어진
소국이 거후대방(鉅候大邦)의 사이에 처하여 능히 그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기계[戒器]의 예리함에 의뢰하는 것만은 아니니, 실로
그 나라의 인민이 애국호향의 정신에 의뢰하는 것 밖에는 없다.202
소다는 “우리 정부가 오늘날의 계획을 수정하여 육해군을 확장함과
동시에 예의(銳意)를 가지고 내지의 개량을 다하고 속히 인민에게
국사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내면을
구성할 수 있다고 썼다. 203 정부가 군비 확장 일변도로 나아간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안보를 확보할 대안적 경로로
제안한 이 논설로 인하여, 『자유신문』은 정부의 보복을 받았다. 204
소다는 이전부터 일본의 활력이 결여된 것은 메이지 국가가 유럽의
‚대의정치의 나라‛와 달리 ‚소수자[寡人] 정치, 번벌 정치의
200

이 글에서 소다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내가 松岡僖一, 『「自由新聞」を読む:
自由党にとっての自由民権運動』(名古屋: ユニテ, 1992)를 아울러 참조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 마쓰오카는 이 책의 p. 95에서 소다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미진하며 금후의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으나 내가 아는 한 인물로서의 소다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현재까
지 없다.
201
「專制人民ニ眞正ノ愛國心ナシ (昨日ノ続キ)」, 『自由新聞』, 1882년 10월 1일.
202
曾田愛三郞, 「護国ノ元気ハ独リ戒備ニ存セズ」, 『自由新聞』, 1883년 2월 6일, 由
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34.
203
曾田愛三郞, 「護国ノ元気ハ独リ戒備ニ存セズ (一作日ノ続キ)」, 『自由新聞』, 188
3년 2월 8일,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336.
204
글의 저자인 소다 등은 중금고형과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유는 행정과 사법관을 모
욕했다는 것이었다. 「雑報」, 『自由新聞』, 1883년 2월 16일. 松岡僖一, 1992,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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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민주화를 포함한 국내 개혁을
촉구하였다. 205
이러한 논설은 영향력 있는 당대 자유민권 계열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1884년 『조야신문』(朝野新聞)에서
‚아시아 전면(全面)에서 원기의 부패‛ 상황을 개탄하며 제기한 주장을
보는 것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엿보도록 하자. ‚한 나라가 강대함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하지만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이해를 함께하는 정신이 없으면 하루라도 그 독립을 유지하기를 바랄 수
없다. …… 동양의 기운을 회복할 뜻이 있는 자는 곧 유럽 여러 나라의
강포함을 두려워 말고 먼저 그 나라의 인민에게 유럽 인민과 동일한
지위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에
의뢰해야
하는가를
206
사고하라.‛

(2) 정부의 정책
그렇다면 군사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 구성원의 비합리적
내면을 마찬가지로 참조해 온 메이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와
대립한 것일까?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82년 8월 15일 「육해군
확장에 관한 의견」(陸海軍拡張につき上申)에서 당대야말로 봉건 시대의
사무라이적 에토스가 부활하는 상황임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제는 일본의 봉건 시대처럼 ‚사기(士氣)가 용감하고 인심이 활발하니,
다스림에 처하여 일찍이 난을 잊지 않‛는 심리 상태가 복원되어야
했다. 207 260년 간 도쿠가와의 평화가 지나가고 국제정치적 위기가
고양됨에 따라 ‚충군애국의 일념과 상무중의(尙武重義)의 일심‛이
다시 요청된 것이다. ‚오늘날의 세에서는 오히려 이 정신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8 근래 일본의 정치가는 유럽의 문명으로부터
학술을 취하여 그들과 외관상 닮아지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작 유럽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인간 행위자의 활발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봉건 시대 무사의 에너지를 부활시키는 것은 단순한 의고주의가 아니라
서양적 문명화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유럽 각국의 경우에는, 경쟁과
진취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길항하고 분려(奮勵)하는 것이
시종일관하니, 마치 우리 나라 봉건 시대와 같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세계에서도 일찍이 하루라도 무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애국의 정신이
씩씩하여 범할 수 없습니다.‛209

205

「日本ハ唯リ朝鮮ニ對スルノ獨立國ニ非ラズ」, 『自由新聞』, 1882년 10월 15일.
「東洋ノ氣運(前號ノ續)」, 『朝野新聞』, 1884년 7월 23일.
207
山県有朋, 「陸海軍拡張につき上申」,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軍隊
兵士』(東京: 岩波書店, 1989), p. 288.
208
山県有朋, 「陸海軍拡張につき上申」,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88.
209
山県有朋, 「陸海軍拡張につき上申」,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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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는 전쟁을 좋아하는 심리 상태에 대한 상투적 비판을
환기시키지만,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살육의 긍정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감의 보유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는 본디 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난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난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라도 적국 외환을
염려하기를 그만두지 않음을 말할 따름입니다. 만약 지금에 이르러
우리 나라 상무의 유풍을 회복하고 육해군을 확장하여, 우리 제국을
하나의 커다란 철함을 모방하여 힘을 사면에서 전개하고, 굳세고
용감한 정신으로 이를 운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이 경멸 당한
직접 부근의 외환이 반드시 장차 우리의 폐단을 틈탈 것입니다.
앉아서 이 극단적인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 제국이 다시 누구와
더불어
독립을
유지하겠으며
누구와
더불어
부강을
210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의
자유민권론적
담론과의
대비에서
드러나듯이,
야마가타에게 인민의 원기는 물질적 힘을 강화하기 위해 선행되는
계기적 조건이지 그 자체로 힘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의견서에서
자유민권파가 주장하는 인과 관계의 분석을 뒤집었다.
오늘날 병비가 급한 것은 마치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배고플 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민에게 삶을 즐기게 하고 부귀에 편안하게
하고 그 기백(氣胆)을 개창(開暢)하게 하고 애국의 뜻을 일으키고
진취의 헤아림을 따르게 하는 것은 병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강하면 국민의 지기(志氣)가 비로소 왕성해질 수 있고 국민의
자유를 비로소 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비로소 논할 수 있으며
교제의 평행을 비로소 지킬 수 있으며 호시(互市)의 이익을 비로소
제어할 수 있으며 국민의 노력을 비로소 쌓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국민의 부유함[富實]을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국과
강병은 고금에 서로 본말을 서로 이릅니다.211
앞에서 살폈듯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는 의회 설립을 ‚과감한
기운‛과 “천하의 원기”의 조건으로, 미쓰쿠리는 입헌정체와 국민의
자유를 “국력이 강성”한 것의 원인으로, 소다는 “국사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독립의 전제로 보았다. 그러나 야마가타는 여기에서 군대의
강화가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발상을 뒤집었다. 야마가타가 다른
논설에서는 인간 내면과 강한 군사력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쌍방향의
입장을 모두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에게 생명력과 국방은
88.
210

山県有朋, 「陸海軍拡張につき上申」,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89.
211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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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함수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위의
논설을 쓴 시점에서 병력은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
‚교제의 평행‛(사회적 평등), ‚호시의 이익‛, ‚국민의 부유함‛ 등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메이지의 자유민권파가 제시한 전형적인 제
가치와 양립 가능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옹호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적어도 정책적 차원에서 군대가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 순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국권 확장의 선결
조건으로서
민권의
신장을
요구한
후쿠자와의
『통속민권론』·『통속국권론』과도 다른 입장이었다.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의 글 역시 메이지 정부에서 사회의 논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무사적 열정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만 국가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쿠라는 1882년 9월 각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사무라이의 생명력을 통제하는 문제를 해군 확장과
나란히 논의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주요 인물인 그조차 관직을 가지지
못한 무사가 일본을 움직이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하였다.
그에게는 공식적인 국가 기구 바깥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가의
핵심이었다. ‚사족은 일본의 정신입니다. 전국의 치란과 성쇠가 모두
그들의 심력(心力)을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험삼아 일단을
들어 본다면, 왕정을 회복하여 개명(開明)으로 나아간 것도 바로 사족의
힘이며, 국가의 안위를 방해하는 것도 바로 사족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국세(國勢)의 성쇠에 관한 심력(心力)을 가진 것이 일본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212
그러나 무사들은 생업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 불만이 쌓이면, 완력에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지식을 이용하여 민권 운동에 참여하여
‚오로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213 따라서 메이지 정부는 이 ‘국가의 핵심’을 적절히 관리해야만
했다. ‚지금 이를 사람의 일신(一身)에 비유하건대, 정신이 착란하여
미친 듯이 외치고 질주하는데, 그 사람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의 착란된 정신을 진정시키는 외에는 치료법이 없을
것입니다.‛214
이와쿠라가 겨냥했을 법한 논적으로는 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불과 한
달 전쯤 『자유신문』에 「정한론」(征韓論)을 기고한 오쿠노미야
겐지(奥宮健之, 1857-1911)와 같은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
오쿠노미야는 이 글에서 조선을 침략해야 하는 근거의 하나로 일본
212

岩倉具視, 「海軍拡張につき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91.
213

岩倉具視, 「海軍拡張につき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91.
214

岩倉具視, 「海軍拡張につき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p.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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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애국심을 환기할 수 있는 기능을 들었다. ‚국민에게 애국의
사념(思念)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외국의 일에 곧장 접하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인민은 애국의 사념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은 대외 문제[外事]에 곧장 만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 지난날 양이론이 왕성하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 당시 애국
충개(忠慨)의 기풍이 왕성한 것은 온전히 외국의 자극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나라 인민에게 국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애국이
소중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속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켜
크게 국위를 해외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215 마쓰오카
기이치는 이에 대하여 ‚민권좌파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한 그의
사상적 위태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비판하였지만, 당대에
메이지 정부까지도 이 강경한 대외론을 진정 위태롭다고 느꼈을
것이다.216
그러나 이와쿠라는 사무라이의 에토스를 제거하는 것은 대안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사무라이의 에토스를 일본의 정신적 핵으로 보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대신 이와쿠라는 녹권추첨(祿券抽籤)의 기한을
연장시킴으로써, 사족의 무사적 에토스를 유지시키면서도 그것이 흘러갈
방향을 적절하게 제어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에는 평시에 내란이나
불안정의 위협을 겪지 않으면서도, 전쟁 중에는 무사적 내면을
이용함으로써 국가 폭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사족 가운데 지식을 가진 자나 완력을 가진 자는 각각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업에 착수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의 애국 일변도로
돌리고, 전국 사족의 정신은 무사(無事)의 때에도 진정되고 일이 있는
때에도 활발할 것입니다.‛217

3. 파토스의 전면화: 반국가이성의 도전과 그 대응
이와쿠라는 1883년 사망하여 이를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1885년의
오사카 사건은 그가 염려한 지사적 파토스의 위험한 분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오사카 사건은 1884년 조선에서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급진적 자유민권파가 1885년 조선의 개화 세력인
‘독립당’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의 테러를 계획하다가
정부에 의하여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청과의 군사적 갈등을
신중히 회피하려고 했던 메이지 정부의 노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무라이의 에토스를 국가 폭력과
연계하려는 담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느슨한 합의가 지속될 수

215
216
217

奥宮健之, 「征韓論 (一昨日ノ續キ)」, 『自由新聞』, 1882년 8월 4일.
松岡僖一, 1992, p. 52.
岩倉具視, 「海軍拡張につき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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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오사카
사건
주동자를
긍정하는
입장에
선
이시카와
료이치(石川諒一)는 『자유당 오사카 사건』(自由党大阪事件, 1933)
본문의 첫 머리에서 국가의 원동력은 관료 기구가 아니라 사무라이의
고유한 에너지에 있다는 라이 산요(頼山陽, 본문에서는 賴襄)의 테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테제는 오사카 사건을 주동하고 이를
기렸던 이들의 사상적 계보를 확인시켜준다.
무사[士]에게 귀한 것은 그 기절(氣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절이 없다면 무사가 아니다. 무사의 기절이 있으면 이로써 단지 그
한 몸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국가를 유지하며 천하의 안위를
안정시키기에 족하다. 나라에서 무사의 기운[士氣]이라는 것은 마치
집안에 기둥이 있고 배에 노가 있는 것과 같다. 배는 노가 없으면
뒤집어지고 집안은 기둥이 없으면 쓰러지고, 나라는 무사의 기운이
없으면 망한다.218
이시카와의 글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 쇼와 시대에 들어 뒤늦게
쓰였지만, 1880년대 오사카 사건 주동자의 목소리가 위 인용문의
논변과 실제 상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사카 사건의 리더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1843-1922)는 1887년 7월 재판정 변론에서
오쿠노미야 겐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위기의 조성으로 인민에게
사무라이와 같은 기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건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치에서는 간섭 정략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치 정신은 거의 소멸하고
애국 등이라는 것은 거의 일본인에게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
한마디로 국가의 무기력이 그가 사건을 결심한 배경이었다.219
이와 같이 부패한 상태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인민의 뇌수를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일본인의 뇌수는 실로 극히
218

石川諒一·玉水常治 (編), 『覆刻 自由党大阪事件』(東京: 長陵書林, 1981), p. 1. 이
책은 石川諒一, 『民権自由党史』(1929)의 3개의 장을 기본 토대로 하고 새로운 장을
덧붙인 것이다. 鶴巻孝雄, 「『自由党大阪事件』の覆刻にあたって」, 石川諒一·玉水常治
(編), 1981. 이시카와 역시 이타가키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전기 입헌정체의 확립이 젊
은 무사적 기운의 발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무사는 ‚번벌자류의 횡포를 꾸
짖어서 수인[囚窓の人]‛이 되었지만 그들은 장부답게도 ‚이 정(情)과 이 눈물을 국가
의 일에 썼‛으며 ‚헌정 실시라는 위업도 실로 이로 인하여 완성‛된 것이었다. 石川諒
一, 1981, p. 2. 메이지 중반기 『요미우리신문』의 한 사설에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났
다. ‚모토오리 [노리나가―인용자] 등의 국학, [라이―인용자] 산요 등의 사론, 그리고
막부가 권장한 정주(程朱)의 학으로 인하여 침윤(浸潤)된 근왕(勤王)의 사상은, 중엽 이
래 난학의 밀수입으로 인해 유도된 외교사상과 서로 제휴하여 빚어지고 발효되어 마침
내 막부 말기의 사기(士氣)와 사풍(士風)을 만들어내 태정 유신에 이르지 않았는가.‛
「先づ朝鮮人民の改善を圖れ」, 『読売新聞』, 1894년 7월 21일.
219
이것은 1887년 7월 22일 자 공판에서의 변론 내용이다. 大井憲太郎, 「大阪事件第
一審裁判所における弁論」, 糸屋寿雄 (編), 『資料日本社会運動思想史明治前期第4集 大
井憲太郎と社会問題』(東京: 青木書店, 196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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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고하고 편벽되며 굳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사회의 진화를 대단히
바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단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사회에
활동력을 부여해야 한다. 사회에 활동의 힘을 부여하고자 하면
외환(外患) 등을 야기하는 등의 것이 특히 좋은 수단이니 실로
이때라야 비로소 인민에게 진정한 우국심(憂國心)이랄 것이 생겨날 수
있다. 이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라는 점점 중해지고
몸은 점점 가벼워지니 죽어도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을 결심이
일어나니 마침내 겁쟁이나 소인 등이 국가를 위하여 능히 행하지
못하는 비상수단도 이번에는 행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이르면
곧 나라는 중하고 자신은 티끌처럼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인이 이와 같은 정신을 절반 또는 3분의 1이라도 일으키며
일본은 안태(安泰)할 것이나, 일본인은 모두 이러한 정신이 결핍되어
있으니 오늘날 이 부진한 모습을 본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의사를
활발히 하여 실지에서도 활발한 운동을 시험하여 사회의 개량을
도모해야 한다.220
오이 겐타로 역시 논변 상으로는 인간의 생명력을 조작하여 국가의
독립과 안보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언설은 논리적으로는 국가이성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사카 사건 주동자는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열정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이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당대인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따라서 그 논리가
아니라 논리를 구체화하는 방식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사카
사건은 국가이성론이 반국가이성론으로 전화하는 예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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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井憲太郎, 「大阪事件第一審裁判所における弁論」, 糸屋寿雄 (編), 1961, p. 71.
1887년 7월 22일 오이의 변론 기록이 『國事犯事件公判傍聽筆記 下』(大阪: 浪華新聞
社, 1887), pp. 303-309에도 실려 있으나 이 판본는 본문에 인용한 것과 구체적 표현
이 다르고 더 소략하다. 이것은 아마 두 편의 기록이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문서에서도 오이가 행
위자의 주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국제적 위기를 반겼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p. 304의 이러한 진술에서 앞의 인용문과 흡사한 논리 구조나 구체적 표
현을 보라. ‚저 17년 12월의 조선변란[1884년 갑신정변―인용자]의 때와 같이 어쩌면
청국에서 일본을 향하여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키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온다
면 내지의 인심(人心)도 역시 크게 격앙되어 실로 기뻐할 만한 시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때에 당하여 부패한 원기를 회복하고 대사를 행할 바람을 달성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다. 원래 내지에 심한 간섭정략을 시행하였기에 인민에게는 자치심은 끊어져 없어지
고 또 애국심도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사는 꿈에서도 보는 일 없고
국사를 위해서는 돈을 내는 자도 없으며…… 대개 부패한 인심을 활동시키는 것은 외환
(外患)만한 것이 없다. 일청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있
음을 알고 그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이른다. 나라가 점점 중해지면 몸은 점점
가벼워져 불면 날아가는 데에 이른다. 이미 이번의 거사에서 비상 수단을 행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그 한 가지 증거로서 일본인에게 이러한 마음의 3분의 1만 있더라도 크게
국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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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언론이기는 하지만 『도쿄일일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막연한 망상을 품고 일을 계획할 때 지극히
거칠고 난폭하여 그 공상과 폭거로 인하여 국가의 대사를 야기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여, 주모자의 계산 능력 결여를 비판하였다. 221 전쟁
위기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미 살핀 대로 메이지
담론장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지만, 이 신문이 보기에 오이 등은
“조선에서 폭동을 한 까닭에 크게는 일청 양국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
마침내 전쟁[干戈]으로 귀결하는 데 이르면 관민상하가 이를 위해
일치하니, 이때 외환을 빌려 내정을 개혁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계획하다니 지극히 무모”하였다.222
메이지 정부 역시 오사카 사건을 계기로 무사적 에토스를 통제해야
한다는 이와쿠라의 제언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메이지 정부는 비합리성을 필수적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이성론이
반국가이성론으로 전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오사카 사건 이후에도 사무라이의 기력을
억압하는 대신, 활발한 국민을 창출해내기 위한 주요한 계기로
활용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오이 겐타로 부류의 사회 급진파와 충돌한
뒤이지만, 메이지 관료 집단은 사회의 지배적 담론과 접속의 고리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총리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90년 3월
「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에서 ‚이익선을 보호하는 외정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것은 첫째가 병비이고 둘째가 교육‛ 223 이라며 국가
폭력의 확보에 기계적 물리력과 함께 인간의 내면이 주요한 변수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는 이 글에서 위험성이 입증된 행위자의 기력을
다시금 요구하면서도 민주적 권리의 부여가 아닌 방식으로도 이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나라의 강약은 국민 충애의 풍기(風氣)가 원질(元質)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부모의 나라를 사랑하고 죽음으로 자신을 수호할
마음을 품지 않으면 공사의 법률이 있어도 나라가 이를 가지고서
하루라도 자신을 능히 보존하지 못합니다.
국민애국의 마음은 오로지 교육의 힘으로써 이를 양성하고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 각국을 보건대 보통 교육에 의거하여 그
국어와 그 나라의 역사와 다른 교과의 방법에 따라 애국의 마음을
지능 발달의 초기에 훈육하고 힘있게 발생시킴으로써 제2의 천성으로
삼게 합니다. 따라서 이로써 병(兵)이 될 때에는 무용(武勇)의
무사[士]가 될 수 있기에 관(官)에 취임할 때에는 순량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서로 전하여 이웃에게 서로 감화하고 한 나라를
통틀어 당파의 같고 다름, 각개의 이익의 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1

「國事犯嫌疑の目的」, 『東京日日新聞』, 1885년 12월 26일.
「國事犯嫌疑の目的」, 『東京日日新聞』, 1885년 12월 26일.
223
山縣総理大臣, 「 外交政略論 」 , 大山梓 (編), 『 山縣有朋意見書 』 (東京: 原書房,
1966), p. 19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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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의 독립, 국기(國旗)의 광영을 공동목적으로 여기는 일대
주의에 이르러서 모두 귀일의 점에 주사(注射)하고 주합(湊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이 한 가지 큰
원질에 의거할 따름입니다.224
여기서 국력의 핵심인 ‚원질‛을 ‚국민 충애의 풍기‛로 보는
야마가타의 논리는 자유민권론의 전형적인 담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야마가타는 그 자신 총리였음에도, 1889년 헌법이 발포되어 1890년
11월 초대 의회의 개설을 앞두고서 정치적 민주화를 우회하는 것으로써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다고 믿었다.225 그것은 ‚오로지 교육의 힘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육은 ‚당파의 같고 다름, 각개의 이익의
소장‛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주체를 벼려냄으로써, 대외 문제에 관한
한 당파적·의회주의적 다원주의를 초월한 통합성의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주체는 활달하지만 관리가 되면 ‚순량‛해질 것이며,
설령 국가의 폭력 기구에 소속되어 ‚무용의 무사‛가 되더라도
1880년대 중반에 목도한 폭주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구체적 실현 방법상의 차이를 차치한다면, 1890년대에 진입할 때까지
정부는 무사적 열정이라는 위험 요소를 버리지 않은 채 국가이성을
발휘하였다.

4. 타자의 주체성: 청과 조선의 활력
일본의 상황을 인간 주체의 내면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부와
사회의 논리는, 청과 조선이라는 타자에게도 자주 적용되었다. 두
나라는 일본이 군사적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이거나
반면교사적인 참조 체계였다. 담론장에서 적지 않은 논변이 이 타자를
환기함으로써 일본의 군비 확보를 정당화하거나, 두 타자의 활력 부재를
근거로 폭력의 대외적 행사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조선·청을
대상으로 한 정당화 언설에서는 활력에 대한 이성적 통제의 요인이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 전개되기도 하였다. 같은 논변이 일본 국내를
향해서는 이성과 열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국가이성론으로 전개되었지만

224

山縣総理大臣, 「外交政略論」, 大山梓 (編), 1966, p. 200.
이러한 선택을 내린 것은 야마가타가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기 때
문이다. 근대 의회주의를 메이지 일본에 곧장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시 관료들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서였지만, 이토가 일본 역시 점진적으로는 영국식 의회
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낙관한 데에 비하면 야마가타의 비관은 강렬하였
다. 이러한 관료 집단 내의 분위기, 그리고 이토와 야마가타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Joseph Pittau, Political Thought in Early Meiji Japan, 1868-1889(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瀧井一博, 『伊藤博文: 知の政治家』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0); 井上寿一, 『山県有朋と明治国家』(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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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열정 일변도의 반국가이성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 행위자, 특히 정치적 주체로서 인민의 내면성을 국가 흥망의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담론은 외침의 방파제이자 가상 적국인 청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논설에서 대표적으로 원용되었다. 자유민권파의 신문
『우편보지신문』은 1879년 10월 24-25일 논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나 정부는―인용자] 사람의 사상과 언어를 자재로 유통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람의 활발한 사상을 압착(圧搾)하는
데에 정신을 쏟는 것이 곧 내사에 관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외국교제의 모습을 보건대 단지 일을 끌어낼 것을 두려워하며 만사를
물러서서 지키고 보전하는 정책[退守保ノ策]으로 나와 활발한 지력을
외인(外人)에게서 빌려 오고 활발한 변동을 자기 인민 사이에서
발하게 하는 등의 일이 없다.226
청국의 총리아문에서 하루
물러서서 지키고 보존하는
진퇴의 뜻을 발한다면 금세
나라의 인심에 활동을 낳고
도달하며……227

아침에 그 회포[襟懐]를 드러내고 조금
정책[退守保存ノ策]을 변화시켜 약간은
국세에 변동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사상의 사상을 발육하여 점차 혁명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시기에도 청의 활발한 에너지 때문에
강대국일 수 있다는 반대의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28 이때에도 강한
군사력은 인간 주체의 각성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80년 11월 13일에 주변국의 군사적 현황을 개관하고 해안 방비
강화에 관하여 상주한 의견서에서, 청에서의 군비 강화 경향을 높이
평가하며 자극에 의한 생명력의 부활이 그 계기였다고 설명하였다. ‚청
조정은 여러 번 교제상의 험난함과 조우하여 자극과 충격을 받은 것이
심합니다. 따라서 병비가 날로 개혁에 착수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와 국민의 풍속[其國民俗]에는 적개(敵愾)의 기운이 물론
왕성합니다. 원명원의 패배는 실로 정수리의 일침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쓸개를 씹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229 야마가타는 생명력을 그 자체로
군사력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병비[를] 날로
개혁‛하기 위한 계기로서 승인한다는 점에서 자유민권파와 입장이 다소

226

岡義武, 「明治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に映じたる当時の国際情勢」, 岡義武, 1993,
p. 112 각주 1에서 재인용.
227
岡義武, 「明治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に映じたる当時の国際情勢」, 岡義武, 1993, p.
112 각주 1에서 재인용.
228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청을 강력한 타자로 인식하였다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는 坂野潤治, 1977 참조.
229
山県有朋, 「進隣邦兵備略表」,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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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수리의 일침‛=‚자극과 충격‛이
‚적개의 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청이 군사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야마가타의 논리는 당시 담론의 자장 속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을 주체의 자극제로 평가하는 당대의 논리는, 이처럼 외부의 참조
체계를 의식하며 일본 자체를 변환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동원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對)한반도 간섭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조선에 대한 침략과 내정 개혁
‘원조’는 단순히 부정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정당함을 보여준 것이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주요 언론에 등장한 담론은
이러한 정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전쟁 또는 개혁의
당위성을 결여된 활력의 회복에서 찾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의
신문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쟁은 일본의 생명력을
제고할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230 은
전쟁 위기를 각성의 계기로 일관되게 평가하고, 이에 의하여 전쟁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생산한 주요 언론이었다. 이 신문은 1894년 6월
청일 간 긴장감이 높아질 무렵 ‚인심이 날로 게을러져 변화를 바란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지금 하늘이 주신 이 호기(好機)를 조정 사람은 어찌
크게 활용하지 않는가‛, 231 ‚인심이 권태로워 내부가 부패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를 각성하고 혁신하는 것은 대외
문제[外事]를 말미암는 것 외에는 없다‛ 232 라며 청과의 국제정치적
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의 국내적 침체를 극복하자고 주장하였다.
전쟁의 ‘순기능’은 일본만이 아니라 청에 대해서도 발휘될 수
있었다. 이 신문은 청일 교전이 시작된 직후 ‚싸움의 상처[創痍]를
입어도 이로 인해 크게 계발되고 자극되고 반성하고 분흥(奮興)하는
것이 곧 장래의 이익을 배태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패할 때라도 역시 장래의 이익에
속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33 일본이 청을 격파하는 것이 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천황이 청에 선전포고를 한
직후 이 신문은 ‚전쟁은 국민이 평상시에 수양한 바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기관(機關)일 뿐 아니라 대자극을 주는 교육적 일대
원동력‛234이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만조보』는 ‚우리 나라의 태평은 메이지 10년 세이난 반란 이래
거의 20년에 걸쳐 조금도 어지러워지지 않았으니 해륙 군인은 이미
허벅지 살이 생기는 것을 개탄할 뿐 아니라, 상당수는 전쟁이

230

이하에 인용하는 이 신문의 글 중 일부는 최정훈,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 일본군비론 』 (日本軍備論)을 중심으
로」, pp. 204-205에 이미 유사한 형태로 인용한 적이 있음을 밝힌다.
231
「社說 人心の倦怠と朝鮮の變亂」, 『東京朝日新聞』, 1894년 6월 10일.
232
「社說 外事利用」, 『東京朝日新聞』, 1894년 6월 19일.
233
「社說 淸國の爲にも亦祝を」, 『東京朝日新聞』, 1894년 7월 29일.
234
道士, 「社說戰爭は最大教育なり」, 『東京朝日新聞』, 189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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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잊어 점차 사치와 타성과 나약함[惰弱]에 물들 우려가
있다.‛라며 인간 행위자의 침체를 지적하며 ‚지금 조선에서 일이 있는
것은 이미 소침해져 있으나 다행히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잔여의
사기(士氣)를 다시 불태울 호기회이다. 당국자는 실로 이를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유념하여 이 호기회를 크게 이용하여 다시 사기를
떨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썼다.235
둘째, 일본은 청일전쟁과 조선 개혁을 계기로 조선인의 내면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친정부 신문으로 흔히 평가되는
『도쿄일일신문』에서는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조선 인민에 대하여
‚500년 동안 일반 백성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 하에서 길러진
꾸물거리는 백성은 떨쳐 일어나 개혁을 도모할 기력이 없‛다며, 이것이
‚우리 유신 전의 무사가 기운이 뭉쳐 있고 단단히 굳어 있다가
존왕애국심이 되어 발하여 열번의 청의(淸議)가 됨으로써 도쿠가와 막부
300년 내려온 적폐를 일세(一洗)‛한 것과 소양지차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이 신문은 ‚오늘날의 세계에 적응할 개혁은 외부의
자극과 권유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행해질 따름‛이라는 논리에 의하여,
‚이번 출병을 기회로 삼아 조선 정부를 자극[刺衝]하고 권유하여 우리
스스로 옛날 우리를 대한 미국의 지위를 오늘날 조선에 대하여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나아가 힘 있는 자극과 권유를 조선 정부에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236
『요미우리신문』은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메이지 유신은 ‚300년
동안 함양된 이른바 ‘사족’의 원기‛ 덕분에 외부의 원조 없이 성취될
수 있었으나, 조선은 대조적으로 ‚온 나라가 대체로 인순고식의
백성‛이며, ‚단체의 원기‛가 결여된 개혁이란 곤란하므로 ‚인민의
원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금 조선의 개혁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의 부액(扶掖)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237
물론 청일전쟁기에도 정부와 사회 간에 세부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와 정부 사이에
국가의 안보와 독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간의 내적 동력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양자를 갈라 놓는 중요한
차이는 활용의 방법 상의 급진성과 온건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전기의 다음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1894년 7월 초 경—인용자] 민간의 정객은 야단스럽게
청국의 오만함[暴慢]을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규하고 멋대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연약하다고 공격하고, 특히 혈기의 장사(壯士) 등
가운데에서는 조선에 건너가 청국 또는 조선의 요인을 암살하고,
이로써 개전의 단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토가—인용자]

235
236
237

「士氣を振起せよ」, 『萬朝報』, 1894년 6월 13일.
新居由三郎, 「渡韓以來の所見 (上)」, 『東京日日新聞』, 1894년 7월 20일.
「朝鮮に所謂「士族」なし」, 『読売新聞』, 1894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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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무쓰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 조선 경성에 들어가 있는 장사 등이 때로는 악계(惡計)를
꾸며, 지나인 또는 조선인을 암살하는 등의 수단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헤아리기 어려운 취지로서, 만일이라도 이러한 졸렬함을
기도하여 국욕(國辱)을 야기할 때에는 크게 우리 나라의 체면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하여 걱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토리 공사에게 충분히 경계를 하도록 주의하라는
전보를 조속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238
이토가 무쓰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간의 정객‛, ‚혈기의
장사‛라는 말에서 엿보이는 활력 있는 주체는 정부보다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국 또는 조선의 요인을 암살하고, 이로써
개전의 단서를 열‛자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1885년 오사카 사건을
일으킨 급진적 사회 운동 세력의 논리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활기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정부의 ‘유약함’을 비난하는
재야의 논변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야마가타와 이와쿠라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 관료도 인민의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국가의 강성함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토가 1894년에 우려한 것은 사회의 지사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토가 목표로 한 것은 열정의 관리였을 뿐, 열정의
제거는 아니었다.
전쟁으로써 열정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시 국가의 역량까지
고양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담론장에서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사회의 강렬한 파토스의 발흥을 경계했다는 239
점에서 이토와 마찬가지였던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1844-1897)조차
청일전쟁 종전 이후 쓴 글에서 ‚일찍이 존왕양이론이 일세를 압도한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유민권설, 즉 번벌을 비판하는 논의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240 라면서
반정부 운동 세력의 종국적 승리를 확신하였다. 자신을 포함한 관료
집단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재야의 담론이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전하건대 자유민권을 주장하는 오늘날 낭인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나아가는 동안에는 다소의 반동을 불러 들이고 다소의
장애를 받는 일이 있겠으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여기에 있지

238

春畝公追頌會, 1940, p. 68. 이 인용문에 실린 서한은 이토 히로부미가 무쓰 외상에
게 1894년 7월 13일 보낸 편지이다.
239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東京: 岩波書店, 1929), pp. 321-322, 446-447,
558, 559 등.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제4장에서 다룰 것이다.
240
大岳翁, 「古今浪人の勢力」, 荻原延寿 (編), 『日本の名著 35 陸奥宗光』(東京: 中
央公論社, 1984), p. 397. 이 글은 『世界之日本』 제13호(1897년 3월 1일 발행)에 처
음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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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에게 있지 않다. 진정 진보와 변혁이 사회의 상도(常道)인 이상은
낭인은 언제나 승리한다. 영구히 승리한다. 낭인이 승리하지 않는
사회는 멸망(滅亡) 화석(化石)의 사회이다. 진정 하늘과 땅 사이에
일정한 이법(理法)이 있음을 믿는가, 승리는 결국 낭인에게
있으리라.241
무쓰가 사회의 낭인의 승리를 예견한 것은 관료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지사야말로 갖출 수 있다는 전제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무쓰는 이
글에서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경향은 정부의 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본을 움직이는, 불가항력적인 대세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멸망 화석‛처럼 죽은 대상이 아니길 바란다면, 그리고 ‚진보와
변혁‛이라는 경향을 항구적 법칙으로까지 받아들인다면 사회의 지사를
생기를 보유한 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 그것도 정부보다
우월한 존재로 적극 승인하였다. 메이지의 정부와 사회가 국가 폭력의
행사 방식이 쟁점화되는 특정 국면에서 보인 대립은,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장에서의 논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전기
정부와 사회의 담론장에는, 국가 폭력의 강화를 인민 일반의 활력이라는
비합리적 요인의 제고로써 달성하려는 논의가 공히 존재하였다.
국가이성 개념에서 국가의 방위 및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
능력이라는 함의에 주목했을 때, 이 계열의 논변은 이성의 지휘 하에서
비합리적 에너지를 이용하자고 주창한다는 점에서 국가이성론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마루야마 마사오나
니시무라 미노루가 후쿠자와의 국가이성론에 대해 내린 분석의 타당성을
메이지 전기 담론장에 일반화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고찰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적어도 이 계열의 담론에
한정해서,
근대
국가란
비이성적인
에너지를
2차적으로나마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요구하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사카타니 시로시, 소다 아이사부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국가
폭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과거에 무사가 가졌을 법한 파토스의 재생을
기대하였다. 세 사람의 구체적 정책론은 각기 군사 훈련의 확대, 민주화
개혁, 국민 교육의 보급으로 달랐지만, 인민의 원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본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메이지 전기의 담론 공간에서 국가이성이 비이성적 활력을 자신의
핵심으로서 잉태하는 한, 국가이성론이 자칫 반국가이성론을 배태할
우려 역시 지우기 어려웠다. 특히 메이지 관료가 가진 이러한 우려는,
논리적으로는 국가이성의 외피를 모방한 1885년 오사카 사건이라는
“망상”(『도쿄일일신문』)의 실천으로 실현되었으며, 1894년 청일전쟁
241

大岳翁, 「古今浪人の勢力」, 荻原延寿 (編), 1984, pp. 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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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경계심으로 이어졌다.
국가이성의 이러한 반지성적 이면은, 근대 국가를 뒷받침하는 정신이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것보다 복합적일 뿐 아니라 자기
부정적인 전화의 가능성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화는 국가이성이 청과 조선이라는 타자의 이익을 계산해 주는
상황에서, 유사한 논리 구조를 채용하면서도 쉽사리 반국가이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예시된다.
앞에서도 살핀 텍스트이지만, 이타가키가 메이지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쓴 『자유당사』의 「제언」을 이러한 고찰이 지니는 설득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용할 만하다. 이타가키는 무사의 열정을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신개혁의
정신은
헌정의
수립에
의하여
성취되었으며, 일청·일러 전승 역시 헌정의 수립에 힘입은 바가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242
이타가키와 같이 국가가 비합리적 열정을 불가결한 핵으로 삼아
작동된다고 규정하는 한, 메이지 이후의 일본에도 부단한 정신력의
회춘(回春)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당초의 바람이 약간
보답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되지만, 지위가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책임
역시 더해지니, 우리 국민은 아직 이에 만족할 수 없다. 하물며 국민의
일부가 이미 나태한 기운[惰氣]의 싹이 나타나는 데에 있어서랴. 따라서
오늘 이후로 더욱 크게 국민적 자각을 환기하고, 거국일치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안고(安固)를 도모함과 함께 밖으로는 웅비를
세계에서 다투는 도룰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243
이타가키의 언설은 후지타 쇼조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의 건전한 비판
정신의 균형이 정부를 향하여 쏠리면서 무너져 나가는 시대의 ‚역사적
변질‛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다.244 그것은 메이지 시대 전기부터 국가의
역량을 사유하기 위하여 인간의 비합리적 심리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온
논리의 내재적 귀결이었다. 이 논리가 ‚헌정의 수립‛이라는 통치의
합리화와 ‚웅비를 세계에서 다투는‛ 팽창주의로 이어진 것은, 국가
폭력이 대내적으로는 국가이성으로, 대외적으로는 반국가이성으로
정당화된 것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242

板垣退助 (監修), 1957, p. 11.
板垣退助 (監修), 1957, p. 11.
244
藤田省三, 「或る歴史的変質の時代」, 『藤田省三著作集5 精神史的考察』(東京: み
すず書房, 1997), pp. 151-160[후지타 쇼조, 「어느 역사적 변질의 시대」, 후지타 쇼
조, 조성은 (譯), 『정신사적 고찰』(파주: 돌베개, 2013), pp. 120-14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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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리와 이익: 국가 권력의 동인
이 장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때 동기의 차원에서,
이를 일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하였는가 아니면 일국을
넘어서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하였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 구분과 관련하여, 국가이성은 국가를 보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일국적
차원의 정당화를 거부하고 국가를 넘어서는 의리의 실현에서 국가
폭력을 행사할 근거를 찾는다면, 그러한 논리는 반국가이성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가 가쓰난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국제법상 주권 국가에
보장되어 있는 개전의 권리와는 별개로, 메이지 시대에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동기를 내세워 변론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전쟁은 전쟁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별개로 전쟁의
목적이 없을 수 없다. ……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번 전쟁은 단지
지나와 각력(角力)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며 일대결전 외에는 또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한다. 과연 이 설과 같다면 이번의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며 국가의 존립의 측면에서 말하면 의미 없는 전쟁이다.
당당한 제국이 어찌 이러한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은 전쟁을
하겠는가.245
이러한 목적이 없는 전쟁은 앞 장에서 살펴 본 대로, 전쟁을 좋아하는
천박한 심리 상태의 발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갑신정변 직후 한 신문에서 표현했듯이 “오늘날 문명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국가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없는 바”였다. 246 이 점을
유념한 1894년 6월 한 신문에서는 「출병의 목적」(出兵の目的)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군대는 반드시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싸움을 일으킬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싸울 결심이
있다면 족하며, 단지 결심이 있어서 화친하여 우리 명예와 우리
위광(威光)에 손해 볼 우려가 있다면 싸워서 이를 온전히 할
따름이다.‛247
그렇다면 메이지 전기의 담론 공간에서는 어떠한 동기로 국가 폭력을
정당화했는가? 국가의 권력 정치적 행위를 순수한 이익 추구의 동기로
지지할 수 있다고 믿는 논변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고전적 논문에서 재발견하려고 했던 부류의 언설은 역사적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이성의 결여태로서 천황제

245

陸羯南, 「戦争に因て百事を廃するの非」, 『日本』, 1894년 8월 20일, 西田長寿·
植手通有 (編), 1970a, p. 583.
246
「戰爭ハ手段ニシテ目的ニアラズ」, 『朝野新聞』, 1885년 1월 7일
247
「出兵の目的」, 『萬朝報』, 1894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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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파악한 후지타 쇼조의 주장은 사상‘사’의 관점에서는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메이지의 담론 공간에는 국가이성론자
못지않은 담론 권력의 보유자가 반국가이성론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마루야마는 특정한 계열의 논변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고,
후지타는 부분적으로 옳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가이성론과 거울상을 이루는 듯 반대되지만, 폭력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 대안적 부류에도 일정하게 주목할 것이다.
끝으로, 메이지 정부 측의 언설에서는 많은 경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정의와 이익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동원함으로써 정당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그러한 설득의 수사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일원적인 기준에
의한 의미 부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고유한 논리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써 온 개념어를 활용하여 표현하자면 정부
관료의 발화 체계에는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1880년대 사회·정부 담론장 내의 대립
(1) 이익 추구와 국가이성의 논리
마루야마 마사오는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에서
메이지 시대 국제정치사상의 주요한 특징을 권력 정치와 도덕주의를
섣불리 혼재시키지 않았던 냉정한 국가이성에서 찾았다.248 다시 말하여,
국가가 권력 기구로서 행위하는 데에는 인간이 도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움직인다는 식의 목적 의식이나 정당화 근거의 뒷받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독립이나 안보와 같은 자기 고유의 이익을 가진
주체로, 이 이익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이성의 논리였다.
국가의 행위 동기의 측면에서 국가이성론을 사회의 담론장에서 개진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기 코지(杉享二, 18281917)는 「 진정한 위정자에 대한 논의 」 (眞爲政者 の 說, 1874년)에서
국가이성론에 가까운 제언을 나타냈다. 그는 “평시에는 국가로 하여금
더욱 융성하게 하기를 도모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의 화난(禍難)을 온만
하게 하여, 멸망에서 구제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할 천부적 재덕을 갖춘
자”를 진정한 지도자의 상으로 그렸다.249 스기는 정치가에게 “국가를 경
륜할 도를 얻어 그 이해를 일으키는 곳, 득실이 연유하는 곳을 관찰하고”

248

마루야마 마사오,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p. 238, 242-245.
249
杉享二, 「眞爲政者の說」, 『明六雑誌』 제10호(1874년 6월 28일 발행, 山室信一
·中野目徹 (校注), 1999,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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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의 안영(安榮)·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해 그 방법을 세우고 시행하여 여론의 항의 없이 국가의 이
용(利用)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였다.250 그의 논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 “국가의 뒷날의 영광”, “우리 국위” 등 일국 단위에
서 정의 가능한 이해만을 국가 행동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제시하였다.251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비슷한 시기에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The
Encyclopedia Britanica, 8th ed.)을 초역하여 발표252하였는데, 이 글에
서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해 “오늘날 행해지는 정치학자[政學家]
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설을 규준으로 삼을 때는 다스리는 도리
[世道]의 큰 해가 되리라고 우려스럽다.”라고 썼다. 253 국가이성은 마키
아벨리즘(Machiavellism)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254 나카무라의
번역문은 반마키아벨리즘을 표명하되 국가이성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초역문에서 마키아벨리 사상을 비판한 근거는,
그 사상이 “군주가 정사를 행할 때,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
다고” 하여 군주 전제 및 자의적 통치를 조장하였기 때문이었다.255 군주
의 사적 이익을 겨냥한 비판이 행해졌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도
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적 이익이었다. “방국의 근원·기초는 인민
의 지식 개명, 재산 풍족, 심신안녕”이며 정치가는 “군주 한 몸의 이익
을 도모하지 말고 방국 전체, 영구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256 나카무
라 역시 말미에 부언하여 “대공(大公)의 이(利), 공공의 익(益)”을 긍정
적인 키워드로 썼다.257
후쿠자와 유키치가 1878년에 쓴 『통속국권론』 역시 한 국가 차원의
이익 추구를 도덕 추구과 분리시키려고 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두
개념을 의식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드러났
다. “내 심신을 범할 수 있는 천종만상의 사물은, 오늘날의 인지(人智)
와 오늘날의 도리(道理)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물 사이에서
소요하며 일체 도외시하니, 내 삶의 약속은 단지 몸을 편안히 하여 집
에 거하는 한 가지 일에 있다. 어떠한 불의[不義理]를 하든 어떠한 오
욕을 입든, 반드시 다다미 위에서 병사해야 한다고 각오를 정한다면,
바로 그날부터 그 삶은 금수의 삶이 되고, 또 인류의 이름을 내릴 수
없다. …… 결국 지금의 금수 세계에 처하여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도
는 필사의 금수의 힘[獸力]에 있을 뿐이다.”258
250

杉享二, 「眞爲政者の說」,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 339.
杉享二, 「眞爲政者の說」,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p. 339-340.
252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 341.
253
中村正直, 「西学一斑 (前号の続)」,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 399.
254
예컨대 영역본 Meinecke, 1957의 제목은 양자를 동일한 논변으로 보는 마이네케의
해석을 고려한 것이었다.
255
中村正直, 「西学一斑 (前号の続)」,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p. 399-4
01.
256
中村正直, 「西学一斑 (前号の続)」,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 402.
257
中村正直, 「西学一斑 (前号の続)」,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1999, p. 404.
258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p. 63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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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의 국가이성론 중에는 『조야신문』에 실린 「전쟁은 수단이
지 목적이 아니다」 (戰爭ハ手段ニシテ目的ニアラズ)가 눈에 띈다. 갑신
정변의 실패 직후에 쓰인 이 기사에서는 ‚구구한 이해를 계산함을 필요‛
로 하지 않는 ‚비분강개의 무사‛는 나라의 이익을 계산할 줄 모른 채
‚죄를 묻는 군대를 내어 이 나라[중국―인용자]를 정벌해야 한다며 오
직 혁혁한 무공을 좋아‛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259
『조야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와 도덕의 논리를 분리한 마키아벨
리즘을 소개하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외교 정략은 마땅히 무엇을 표준
으로 삼을 것인가. 권모술수로써 강대국의 능멸을 막고 지위가 우리보다
열등한 자를 향하여 이익을 널리 취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260

(2) 이익론과 의리론의 혼효
위의 예시는 마루야마가 말하듯 메이지 시대에 국가이성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몇 가지 사례에 한정하여 제시하였지만,
이를테면 자유민권 계열 언론이 정세 판단과 정책 제시에서 현실적인
이익 계산에 능하였다는 기존의 지적을 고려하면, 261 위에서 고찰한 것
외에도 국가이성에 속하는 담론이 영향력을 발휘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메이지 담론장의 논설이 모두 국가 이익의 추구를 도덕이나
윤리와 간단히 분리시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루야마는 양자의
이원적 분리를 메이지와 전중 쇼와를 구별시켜 주는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지만, 메이지 시대의 사료를 접하면서 주목해야 할 반대의
사실은 국가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언설에 이익에 대한 계산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설득이 공존했다는 점이다.
『자유신문』의 1884년 한 사설은 이를 잘 예시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사고를 각별히 강조한 이 글의 저자는 ‚한국과의 지극히
259

「戰爭ハ手段ニシテ目的ニアラズ」, 『朝野新聞』, 1885년 1월 7일.
「外交政略ノ標準ヲ論ズ」, 『朝野新聞』, 1885년 2월 22일.
261
자유민권파의 논설에서 전략전술적 사고에 입각한 주장을 개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오카 요시타케가 인용한 바 있는 논설을 여기에도 일부 소개해 둔다. ‚조선은 곧 우리
북서의 문호이다. 이 문호를 경계하여 지키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독립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 아아, 청국이 어쩌면 패배하여 몇 조각이나 되는 토지가 찢기고 허다한 배상
금을 낸다면 우리는 국외(局外)로부터 방관할 수 있으나, 조선이 타국인에게 점유되는
데에 이르러서는 하루라도 이를 방척(放擲)할 수 없다.‛(「魯人ヲシテ朝鮮二処ラシム可
ラズ」, 『朝野新聞』, 1880년 12월 9일. 岡義武, 「明治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に映じ
たる当時の国際情勢」, 岡義武, 1993, pp. 98-99에서 재인용.) ‚지나는 동양의 두뇌이
다. …… 우리 나라와 시암과 같은 나라는 가장 지나와 서로 밀접하며 번갈아 입술과 이
의 관계를 이룬 지 오래이다. …… 아아, 지나의 안위와 존망은 곧 일본의 안위와 존망
이다. 우리 일본 인민이 어찌 침착하게 팔짱을 껴 마지 않겠는가.‛(「支那存亡其機弥迫
ル」, 『曙新聞』, 1880년 8월 20일, 岡義武, 「明治初期の自由民権論者の眼に映じたる
当時の国際情勢」, 岡義武, 1993, p. 105에서 재인용.)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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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귐의 정‛과 ‚청국과의 우의‛를 동양 정략에서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간주하는 등 ‚정략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논의를
비판하였다. 262 ‚우리의 이른바 동양정략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를 손해
보게 하여 동양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여 더불어 동양을 이롭게 하는 정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선후본말을 설명하자면, 우리 나라의 이익은 본이며,
선(先)이고, 동양의 이익은 말(末)이며, 후(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조선이 순연한 독립국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실로 우리
나라의 직접적 이해에 관계된다. 어찌 이를 청국과 우의를 잃진 않는지
아닌지와 같이 다소 요원한 이해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263 이 사설은
이러한 이익 계산에 따라 동양 정략을 재정의함으로써, ‚어떠한 방국에
의해서도 한국을 좌우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 동양 정략의 첫
발걸음‛으로, ‚지나와 기타 아시아 열국의 수면을 깨워…… 유럽
방국을 방어하고 제어‛하는 것을 ‚두 번째 발걸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64 일견 냉정한 이익 계산 일변도로 점철된 듯한 이
신문의 주장은 언뜻 일본적 국가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신문의 대 조선 정책은 자국의 이익 추구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양의 이익‛에 비해 선(先)과 본(本)의 지위를 점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순전히 이기적인 것만을 긍정하는 논리는 아니었다. 이
신문은 흥선대원군을 이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타자의 이익이
된다는 도덕적 의미를 망설이지 않고 부여하였다. ‚이 사람은 늙은
호걸로서 그가 불기독립의 정신으로 가득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이다. 만약 능히 이 사람을 이용한다면 단지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 나라의 정략을 조선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265
메이지 정부 역시 대한반도 정책을 정당화할 때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이라는 수사를 자주 동원하였다. 메이지 천황은 1882년 12월 22일
산조 사네토미에게 내린 글에서 말했다. ‚동양 전국(全局)의 태평을
보전하는 것은 짐이 절실하게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의뢰하였기에 이웃 교제의 호의를 가지고서 그 나라의 자수(自守)할
실력을 거들어주고, 각국이 그 나라가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하는
정략으로 건너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익을 장래에 보호하고자 하는
각의는 마땅함을 얻은 듯하다.‛266
어떤 논변에서 일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262

「朝鮮二對スル政略ヲ論ズ」, 『自由新聞』, 1884년 4월 18일.
「朝鮮二對スル政略ヲ論ズ」, 『自由新聞』, 1884년 4월 18일.
264
「朝鮮二對スル政略ヲ論ズ」, 『自由新聞』, 1884년 4월 18일.
265
「朝鮮二對スル政略ヲ論ズ (前々号ノ続キ)」, 『自由新聞』, 1884년 4월 20일. 이외
에도 『 자유신문 』 의 1880년대 국제정치관에 대한 분석으로는 松岡僖一, 1992, pp.
48-58, 90-95, 152-155, 166-170, 198-212, 222-228, 246-254 등을 참조.
266
山県有朋, 「軍備拡張の勅語と沙汰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注), 1989, p.
29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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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했지만,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순수한
국가이성론을 세우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국가 폭력의 행사를
청자에게 변론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한, 근대 국가에 고유한
이해에만 의거하여도 국가 폭력은 정당하다는 동어반복의 논리는 낯선
설득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폭력의 행사가 언제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만으로 지탱된 것은 아니었다. 그 정신은 윤리의
구현이라는 국가이성 이외의 체계를 함께 참조하고자 하였다.

(3) 도덕주의·반국가이성론의 제기
국가이성론이나 혼효된 이익·의리론 외에도 메이지 담론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입장은 의리를 실현하려는 동기만으로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관점이다. 이전부터 이익 추구와 정의 추구 가운데
전자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나카에 조민의 논설이 있었지만, 267
18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익 추구와 정의 추구를 상호 배타적인
동기로 규정하고 설득의 수사로서 후자만을 채용하는 논의가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1884년 말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개화당을 돕고 국내
입헌정체를 온전히 하겠다는 명분으로 1885년에 일어난 오사카
사건이었다. ‚생명은 돌아볼 바가 아니며, 재산도 돌아볼 바가 아니며,
명예 역시 돌아볼 바가 아니니, 선미(善美)한 입헌정체 창출 이전에
자기 일신을 내던졌다‛라고 묘사되는 사건의 참가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일신을 버리는 것은 물론 각오한 바‛이며 ‚물론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죽일 결심으로 궐기하였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268
사리(私利)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논리였다. 오사카 사건 참가자의
하나인 우지이에 나오쿠니(氏家直國)가 옥중에서 쓴 시는 이러한 논리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장부는 오로지 모여서 이 백성을 구하려 하거늘,
위험에 임하는데 어찌 일신을 돌아보랴.‛269
오이 겐타로는 1887년 7월 법정에서 폭발물을 동원한 거사 계획의
동기를 이렇게 변론하였다.
우리는 조선에 충분한 호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에게는 신의로써,
인(仁)으로써 대하는 자인데, 전쟁을 행하여 해를 가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불인하고 불의하며 불신으로써 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인은
널리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동정상련(同情相憐)하는 의에 반한다.
우리는 사해형제의 주의로, 저 예수교도가 와서 사교에 미혹되는 우리
국민을 가련히 여기며 진정한 종교를 알게 하려고 힘을 다한 것과
267

中江篤介, 「論公利私利」, 松本三之介 外 (編), 1984b, pp. 22-25; 中江兆民, 「論
外交」, 松本三之介 外 (編), 1984c, pp. 125-136.
268
石川諒一, 1981, pp. 100-101.
269
石川諒一, 1981,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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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 이것을 인하지 않고 신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270
조선에서의 정변을 기도하는 동기를 기독교의 포교 정신과 동일시할
정도로 오이는 심정윤리적 논변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그것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정신‛ 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듯이, 일신의
안위를 포함한 이익 추구의 동기 일체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271
야마모토 겐[山本憲, 야마모토 바이가이(山本梅崖)]이 지었다는
거사의 격문 「일본의 의의 무리가 우내 인사에게 격문으로
고한다」(日本義徒檄告宇內人士)에서도 ‚우리 무리가 어찌 일삼기를
좋아하겠는가. 자유대의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이다.‛라고 폭력의
정당성을
도덕에서
찾으면서
‚자신을
죽이고
의를
위해
순사한다‛[殺身殉義]라는 동기를 역설하였다. 오이가 법정에서 자신을
기독교 포교의 무리와 동일시하였다면, 야마모토는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천고의 미담‛이 될 미국 독립전쟁 지원을 결정한 프랑스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였다.272
이들의 변론은 대외적 폭력 행사에 대하여 오이의 말처럼 ‚전쟁을
행하여 해를 가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구성된 것이었다. 그는
반론이 부여하는 발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폭력에 도덕적 속성을
적극 주입하였다. 국가 폭력의 정당화라는 사상적 과제의 공유가 대답의
공유까지 보장하지는 못한 것이다. 메이지 시대가 근대 국가를 사유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했다고 표상하더라도, 담론장에 국가이성론만이
아니라 오이와 같은 반국가이성의 사유까지도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익 추구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오사카 사건
주모자의 반국가이성론·의리론은 국가이성론에 비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듯한 호소력을 지녔기에, 메이지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도 현실을
비판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였다. 쇼와 초기에 오사카 사건을 기리는
글에서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1855-1944)가 정당정치를 비난하는
근거로 이익 추구의 경향을 지적하는 이러한 표현을 보라. ‚헌정 실시
이래 40년이 지난 지금, 정계의 혼탁한 정당인[黨人]이 의리를 잊고
이익을 추구하며 정권 쟁탈에 급급하여, 입국(立國)의 대계를 강구하는
자가 거의 드물다.‛273
오사카 사건을 뒷받침한 반국가이성의 정신은 쇼와 시대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규준으로까지 재해석되었다. ‚거침없는 정당정치가
270

大井憲太郎, 「大阪事件第一審裁判所における弁論」, 糸屋寿雄 (編), 1961, p. 74. 한
편, 1887, p. 304에는 이 발언이 다음과 같이 소략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하게 실
려 있다. ‚우리의 행위는 조선국인에 대하여 신(信)과 의(義)로써 실을 행하는 자이니,
신과 의란 곧 박애이다. 마치 외국의 종교가가 사교(邪敎)에 미혹된 자를 이끌고 도울
적에 산과 바다를 경계로 삼지 않고 박애의 마음으로 포교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271
大井憲太郎, 「大阪事件第一審裁判所における弁論」, 糸屋寿雄 (編), 1961, p. 72.
272
石川諒一, 1981, p. 40.
273
頭山滿, 「祭文」, 石川諒一·玉水常治 (編), 『覆刻 自由党大阪事件』(東京: 長陵
書林,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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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단지 사리사욕의 노예가 되어, 안중에는 국가가 없고 정의가
없으며 서로 솔선하여 부패와 타락의 심연에 침윤되었다. 재산을
내던지고 생을 버려서 국사(國事)를 따라 순사한 자유당 선배 여러
무사의 영(靈)이 안다면 구천의 거리에서 곡할 것이다.‛274
일본에서는 2차대전 종전 이후에도 오사카 사건의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나카쓰카 아키라가 오사카 사건에
대해, ‚사건 참가자의 주관적 의도는 무엇이건, 객관적으로는 조선을
일본을 포함한 열국의 침략에 노출시키게 되었고, 나아가 청국에 대한
그들의 정책은 천황제 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국민을 동원하는 결과가
되었다.‛ 275 라고 하여, 오사카 사건 주모자가 심정윤리에 의하여
움직였으며 이를 책임윤리의 입장에 비추어서 비판하였다.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10-1977)는 반면, 「아시아주의의
전망」(アジア主義の展望)에서 오이 겐타로가 신념윤리에 경도되었음을
변론하는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이 글 전반에서는 오사카 사건의
주동자를 사욕을 넘어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아시아주의자
속에 위치 지웠다. 276 다케우치 역시 오이의 자기 변호 속에서 파시즘과
친화적인 요소를 읽어냈지만, 해당 논리 구조 안에서 위험성뿐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계기까지 발견한 것이다. 아시아주의는 종국적으로
침략주의로 귀결되었지만, 사심이 아니라 대의에 대한 지향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침략주의를 제어할 가능성도 포함하였다. 만약
다케우치를 따른다면 반국가이성은 국가이성에 대한 단순한 반대항이
아니라 적극적 기반과 의미를 갖춘 하나의 논리로서도 평가할 만하다.
반국가이성론 담론에 대한 주목은, 마루야마가 국가이성으로 메이지
시대를 특징 지은 사상사 서술에 대한 소극적 비판을 넘어서서, 잊혀 온
역사 속의 논리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이성론의 대응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1880년 후반 언설을 보면, 도덕적 정당화를
거의 수반하지 않은 계산적 발화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말을 자국 안보를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주로 발화하였다. 물론 이는
청불전쟁에서 오사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위기가 지나간 다음, 군비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결정자 그룹 내부를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설은 국가이성론에 해당하며,
274

石川諒一, 1981, p. 2.
中塚明, 「 自由民権運動 と 朝鮮問題 : と く に 大阪事件 に つ い て 」 (奈良女子大学,
1959), p. 14. 특히 이 글의 pp. 10, 11, 13, 14 등에 반복되는 ‚주관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것.
276
竹内好, 「解説: アジア主義の展望 」, 竹内好 (編), 『アジア主義』(東京: 筑摩書房,
1963), pp. 7-63.
275

- 80 -

1880년대 중반 제기된 반국가이성론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88년 「군사의견서」에서 조선에 대해 ‚그 나라의 위치는
그로써 동양의 형세를 제어하는 데에 족하며 특히 강국이 이를 침략하고
보유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277라고 쓰는가 하면, 군비 확충을 진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렇게 말했다. ‚어찌 외국에 대하여 우리 국권을 확장[伸暢]하고 우리
국리(國利)를 보호할 목적을 확고히 가지고, 이로써 자유롭게 그것을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영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동맹을 요구할 세입니다. 우리 국권과 국리에 신축과
소장(消長)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278
메이지 정부의 전략적 발화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것은 야마가타의
1890년 「외교정략론」이었다. 그는 ‚완전한 독립의 방국‛이 되기
위하여 ‚이웃나라 접촉의 세(勢)가 우리 주권선의 안위와 단단하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정의된 이익선, 즉 조선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독립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틀 속에서 타국에서의
국가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였다. 279 ‚각국이 행하는 바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띠고 이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강력을 써서 우리 의지를 달성‛ 280 하여야 한다는
냉정한 주장은 언뜻 도덕적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당화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오사카 사건의
도덕주의 일변도에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 청일전쟁기의 담론 공간에 등장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이
균형을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새롭게 찾아야 했다.

2. 청일전쟁 국면 사회 담론장의 대립
(1) 의협론: 반국가이성론의 재등장
메이지 시대의 국제정치사상 전체를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어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은 청일전쟁 전후 국면에서도
유효하다. 1880년대 몇몇 국제정치 논설과 마찬가지로, 청일전쟁
전후에도 국가 권력의 작동을 이익과 도덕의 이원적 기준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일국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기적 논리에는 이웃나라의 이익과 지역 전반적 차원의 이익까지
도모한다는 이타적 논리가 자주 수반되었다.

277
278
279
280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山県有朋, 「軍事意見書」,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山縣総理大臣, 「外交政略論」, 大山梓 (編), 1966, p.
山縣総理大臣, 「外交政略論」, 大山梓 (編), 196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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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注), 1989, p. 300.
(校注), 1989, p. 305.
196.
196.

『국민신문』(國民新聞)은 1894년 6월 ‚조선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양의 대국(大局) 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썼다. 281
『우편보지신문』 은 1895년 7월의 한 기사에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이웃나라의 후의에서 나온다.‛라며
‚동문동인종(同文同人種)‛에 대한 ‚일편(一片)의 의심(義心)‛을
정당한 이유로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이 일단 강한 이웃이
침략하는 곳이 되자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독립에 위해를 미칠
것‛이므로 만국공법에 규정된 ‚자위의 권‛에 비추어 이것이 개전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282 이 신문은 ‚지금 열국은 오히려 명분을
인의에서 빌려 탄서의 사욕[慾]을 멋대로‛ 한다며 강대국의 사욕
추구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 나라만이 이웃나라의 후의에 의거하여
인의의 일을 행하니 설령 형적에서 내정의 간섭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심사의 공명정대함은 하늘과 사람이 공히 보는 바이니 역시 누가
나무라겠는가.‛라고 정의 추구라는 동기가 일본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283
조선의
독립
원조는
‚우리
서쪽
이웃의
방어막[防障]‛을 만드는 안보 확보의 이익도 있지만 ‚제국이 스스로
떠맡아 ……열국이 마찬가지로 의라고 인정하는‛ ‚직분‛으로
‚하늘과 땅을 우러러 수치스러운 바 없고 안으로 그 마음에서 부끄러운
바 없‛었다.284
그러나 메이지의 발화 공간에서 몇몇 논자는 이미 오사카 사건을
거치면서, 이중 기준에 의한 정당화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선택함으로써 더 일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유력한 신문은 조선에서 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이 임박하거나 가시화되자, 많은 신문이 이러한 이중의
정당화를 포기하고 일원적인 기준에 의하여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기에 국가 폭력을 도덕주의·심정윤리로 정당화하려는 계열의
담론에는 의협론(義俠論)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론 의협론이라고 하여
이기적 동기를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 필연은 아니었다. 『국민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개인에게도 우의(友誼)가 있고 국가에도 우의가 있다.
개인에게도 의협심이 있으며 국가에도 의협심이 있다.‛라고 하여,
국가가 움직이는 동기로 심정윤리를 전제하였으나, ‚우리 나라가
병력으로 조선의 독립을 담보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래 조선에 대하여 심해진 간섭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라고 써 고려 대상에 자국의 이익을 포함시켰다. 285
그러나 이기적 동기를 명언한 『국민신문』조차 다른 기사에서 일본이
281
282
283
284
285

「獨立の擔保と內政の幇助」, 『國民新聞』, 1894년 7월 8일.
「開戦の理由(清国に對して)」, 『郵便報知新聞』, 1894년 7월 25일.
「廟堂の對韓政策如何」, 『郵便報知新聞』, 1894년 8월 28일.
「對韓の道」, 『郵便報知新聞』, 1895년 7월 11일.
「國家の義俠心」, 『國民新聞』, 189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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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해 ‚고락을 함께 할 의협심, 휴척을 함께 할 동정, 진보,
자유를 나눌 공의‛를 지니는 ‚부모이며 형제자매이며, 모범[師表]이며
선배인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형제자매로서, 선사(先師)로서 진정
다해야 할 상당한 의무‛를 지니며, ‚동양을 짊어지고 일어설 운명‛,
‚천직‛을 가진다는 식으로 심정윤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협론의
논리 구조에 그러한 경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286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의 『대일본팽창론』(大日本膨脹論,
1894년)은 그가 이 시기 『국민의 벗』(國民之友)·『국민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역시 국가 폭력에 도덕적 의미를 적극
부여하려는 반국가이성적 사유를 보여주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통속국권론』에서 국가 폭력을 “금수의 힘”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하여,
도쿠토미 소호는 “인간의 전쟁은 금수의 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 287 청일전쟁은 “금수의 힘의 현상”을 지니지만
이면에는 “도의적” 인과와 “동양의 평화를 담보”하려는 목적 의식이
있었다. 288 도쿠토미는 일본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는 데서 “천하를
의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289
『요미우리신문』은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국가 폭력의
대외적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익과 도덕의 추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둘을 동시에 동원하였다. 동학농민운동군의 기세가
커져가는 동안 이 신문은 한편으로는 조선으로 일본군을 파병하는
이유는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의구하는 바는
한국에 있는 우리 백성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이며 ‚이웃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내는 일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방가(邦家)의
영예에 잘못된다고 할 수 없고 욱일(旭日)이 향하는 곳에 도적을
평정하고 난을 진압하는 것이 씩씩함에 잘못된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조정으로서 우리의 높은 의에 감복하여 묵은 원한을 버리게 할 천세에
한 번 오는 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9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문은 ‚동학당의 사변이란 것이 조선의 독립에 틀림없이 관련되며,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가 아닌가는, 이를 연장하자면 우리 제국의 이해와
영욕에 관계된다.‛라며 자신의 대외관의 이익 추구적 성격을
인정하였다.291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익과 도덕을
양립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대한반도 정책이 일국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독립을 옹호하는
286

「朝鮮を双肩に負ふて立つべきのみ」, 『國民新聞』, 1894년 7월 24일. 이 신문은
‚대국이 소국을 대할 때, 은혜와 위의를 함께 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해서이랴. 우리 나라와 조선은 사제 관계임을 모르는가.‛라고 쓰기도 하였
다. 「我邦と朝鮮とは師弟の關係あり」『國民新聞』, 1894년 6월 19일.
287
德富猪一郞, 『大日本膨脹論』(東京: 民友社, 1894), p. 48.
288
德富猪一郞, 1894, pp. 53, 55.
289
德富猪一郞, 1894, p. 134.
290
「朝鮮の亂に處する道如何」, 『読売新聞』, 1894년 6월 7일.
291
「人心の外に轉ずる事は望む可らず」, 『読売新聞』, 1894년 6월 12일.

- 83 -

것은 우리의 십수 년 내려온 이웃나라에 대한 일정하고 불변하는
정략이며, 또 우리가 동양을 대하는 용협적 천직(勇俠的天職)일
따름이다.‛라고 하여 의협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조선의 독립을
옹호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세에서 논하자면, 동학농민군[東軍]
봉기를 한국 조정이 위구하는 틈을 타서 그 사이에 사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적수가 누구든 간에 일본은 어디까지나
그를 배척하고 축출하여 다른 나라로서 감히 조선의 주권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292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옹호한다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배척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상의 지위까지
밀어주기를 바라는 것‛ 293 이며, 경복궁 점령 및 청일 교전이 시작되기
몇 주 전, 조선이 일본의 내정 개혁 권고에 불응하거나 외국의 힘을
빌려 반격하는 상황 등을 가정하여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우리의 후의에 무례함을 가하는 등의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일으켜 곡직을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義)를 의하여
싸우는 것이니 감히 일삼기를 좋아하고 무(武)를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294 실제로 청일 간에 교전이 벌어지자 신문은 ‚이번의 전쟁은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의전(義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사익 추구를
부정하였다.295
이 신문은 1880년대에 이미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정의가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로 조선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주장한 바 있었다.
‚이 나라[조선—인용자]를 문명으로 이끈다는 식으로 칭하기는 하나
피차 간에 어떠한 실익을 낳는가를 우리는 아직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조선을 문명으로 이끈다 함도 역시
예(例)의 허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허명을 떨치고자 언제나 성가신
지위에 서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소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득책이라고 볼
수 없다. ……허명을 위하여 실익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96
이러한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정도로 진심이거나 기만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당화 논리를 바꾼
것은, 그것이 본심이든 아니든 간에, 변화된 이후의 수사가 도덕적으로
더 정당한 내용을 함의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일전쟁 전후로 주목해야 하는 의협론자의 하나는 신문 『일본』의
저널리스트 구가 가쓰난이었다. ‚오늘날의 정계는 다만 실리를 계산할

292

「獨立の擁護とは何ぞ」, 『読売新聞』, 1894년 6월 17일.
「獨立の擁護とは何ぞ」, 『読売新聞』, 1894년 6월 17일.
294
「對韓の要求、我國の決心」, 『読売新聞』, 1894년 7월 4일.
295
「義戦」, 『読売新聞』, 1894년 7월 26일.
296
「朝鮮との關係」, 『読売新聞』, 1885년 9월 7일. 이는 마치 후쿠자와 유키치가
『시사신보』에 「탈아론」을 기고하면서 한 주장과 유사하다. 坂野潤治, 1977; 松岡僖
一, 『幻視の革命: 自由民権と坂本直寬』(京都: 法律文化社, 1986)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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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그러나 명분은 매번 소홀히 한다. ……그 방부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의 관념이다.‛ 297 라고 하여 초기 제국의회 정치의
동인이 이익 추구로만 점철되어 있으며, 여기에 의리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구가는 조선에서 청과의 무력 충돌이 일단 발발하자, 대외 정책을
전적으로 도덕적인 동기에만 기초하여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제정치적 정당성은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도덕주의적 동기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우리의 보호는 매번 후의에서 나온다.
매번 선진국으로서 이웃나라를 이끄는 후의에서 나온다. 매번 조선을
동양의 오랜 나라로서 그 자주독립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오래도록
이와 입술이 서로 돕는 선린의 호의를 지키고자 하는 후의에서 나온다.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는가.‛ 298 라고 했을 때, 이익 추구의 동기는
가져선 안 될 ‚다른 생각‛으로서 명시적으로 배격되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문명국임을 자처하는 서양 국가들이 ‚여러 강국의 균세‛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우리 왕사(王師)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없다.‛ 299 구가 역시 『요미우리신문』의 논조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순수한 동기가 ‚흉기‛이며 ‚위험한 일‛인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군대는 흉기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이 실업(實業)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본디 논할 것 없으나 우리 나라 이번의 출병은
본래 조선의 독립을 도움으로써 동양 전반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여
나온 것으로, 명분이 바르고 일이 순조로우니 이른바 의전이다. 따라서
297

陸羯南, 「防腐剤」, 『日本』, 1893년 12월 21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355. 같은 곳에서 구가는 ‚헌법정치는 경제적 정치‛라고 규정하고 ‚명분은 국정
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는가. …… 명분론은 매번 배척당해 정계의 밖에 있다. 슬프도
다.‛라고 개탄하였다.
298
陸羯南, 「我帝国の大韓政策を妨害する国は是れ文明国に非ず」, 『日本』, 1894년 7
월 29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64.
299
陸羯南, 「 征弯 の 王師 」 , 『 日本 』 , 1894년 8월 16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80. 그 밖에 이러한 표현도 보라. ‚만약 국제의 관계에 인도가 행해져야 한
다면 조선국의 현상을 보고서 방임해도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문명국의 마음이겠는가. 지
나국이 조선의 약함을 틈타 베푸는 바의 음험한 간섭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문명국인가.
일본국이 조선의 쇠약함을 도와서 행하는 바의 호의적 보호를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
은 문명국인가. ……동양의 안위와 세계 여러 강대국의 균세(均勢)를 본다면 위급한 나
라[危邦]를 돕고 포악한 나라[暴国]를 꺾음으로써 기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다. ‛ (陸羯南, 「 我帝国の大韓政策を妨害する国は是れ文明国に非ず 」 ,
『日本』, 1894년 7월 29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63.) ‚그 나라[중
국—인용자]의 폭려(暴戾)하고 자만[恣睢]함은 본래 공법에서 용인하지 않는 바로, 각국
이 똑같이 보는 바이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는 이웃과의 호의를 중시하는 까닭에, 그리
고 평화와 정의를 존경하는 까닭에, 이때 차마 방관하고 좌시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조선
의 독립을 보호하고자 하고, 예기치 않게 지나와 전단을 열었다. 이것을 공법에 비춰 보
건대, 우리는 의전을 행하는 자이며 지나는 불의의 전쟁을 취하는 자이다. 이는 각국에
서도 돌아보아 이론이 없는 바일 것이다.‛(陸羯南, 「局外中立」, 『日本』, 1894년 9
월 20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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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여러 나라가 모두 이를 정당한 거병이라고 여긴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여덟 대륙에 드리우고 적(籍)을 일본국에 올리는 데에
있어서랴. 모두 의를 태산과 같은 중함에 비하고 명(命)을
홍모(鴻毛)와 같이 가벼운 것이 비김으로써, 보국의 절개를 온전히
하고자 하다. 구구한 재리상의 득실로 어찌 우리 마음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300
구가가 쓴 이 사설에는 1887년 오이 겐타로가 법정에서 한 변론이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그는 여기서 국가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자가 정의에 투신하겠다는 심리 상태에 있을 때라야 완전히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바른 ‚명분‛을 가지고서 ‚의를 태산과
같은 중함에 비‛하는 도덕적 순수함은 ‚구구한 재리상의 득실‛이라는
이익 추구의 동기로 오염되기를 거부한다. 의협론은 국가이성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구가는 청일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러시아와 영국이 일국적인 사리를
추구하면서 터키에 개입한 데에 비해 일본의 대한반도 개입은 정의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하였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이 사적은 후세의 인인(仁人)으로 하여금, 두
강국이 단지 자신의 사리를 지키고 단지 자기 야심을 완수하고자,
하나의 약한 나라를 고주(孤注)하도록 한 불인함을 분게 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301 청은 ‚옛날 터키를 대하는 영국을 배워‛ 조선에서
사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일본제국은 북방을 향하여 영토를 개척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대한 정책은 옛날 러시아가 보스니아 주의
반도(叛徒)를 이용하여 터키에 간섭한 것과 같이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은 다른 나라의 남하를 두려워하여 철두철미하게 이를
막을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대한 정책은 옛날 영국이 터키 조정에
권고하여 보스니아의 반도를 잔혹하게 진압하게 한 것처럼 권략(權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302 구가는 ‚단지 이웃 나라를 개명으로 이끌어
그 내란을 두절하고 이로써 제국의 이익과 안녕을 지킬 뿐이다.‛
303
라고
하여
최소한의
안보를
지키려는
일본의
동기를
영국·러시아·청의 이익 추구적인 동기와 명확히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유럽 여러 나라가 터키에 대하여 기독교민을 도운 것과
동일한 정신일 따름이다.‛304 구가는 침공의 정당성이 의리에서 온다면,
300

陸羯南, 「戦時と国民経済」, 『日本』, 1894년 8월 26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87.
301
陸羯南, 「対韓策の精神 (欧洲諸国は反対せざるべし) 」, 『日本』, 1895년 7월 12
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p. 138.
302
陸羯南, 「対韓策の精神 (欧洲諸国は反対せざるべし) 」,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p. 138.
303
陸羯南, 「対韓策の精神 (欧洲諸国は反対せざるべし) 」,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p. 138.
304
陸羯南, 「対韓策の精神 (欧洲諸国は反対せざるべし) 」,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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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국제법적 합법성 이상의 권위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05
청국을 정벌하는 군대는 만이(蠻夷)를 정벌하는 군대이다. 구구한
권리를 다투는 군대가 아니다. …… 대일본국민이 청 정벌의 군대를
후원하는 까닭은 심원하다.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선 나라의 임무는
본디
인도의
발휘에
있다.
왕자(王者)의
군대는
반드시
무도(無道)함에 가해진다. 무도함을 정벌하는 것이 어찌 구구한
권리의 소장(消長)에만 구애되겠는가. 오늘날의 청 정벌은 그 단서를
국제법리에서 발하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저 인도에 반하는 청국인을
응징하여 다시 발호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군대를 내는
대목적은
여기에
있으므로
전쟁이
기약하는
것도
일승일리(一勝一利)로 만족할 수 없다. ……청국이란 나라는 결코
인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이다. ……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동양에서 덕의의 패배이다. 대일본제국의 패배만이 아닌 것이다. 지금
여러 외국인이 평하는 바를 듣자니 단지 구구한 권리의 소장(消長)을
가지고서 이를 시비한다는 듯하다. 나는 유럽인 등도 우리 전쟁의
대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놀란다. 제국의 전쟁이 어찌 일개
권리에 달려 있겠는가.306
구가는 전쟁을 도덕적으로 동등한 국가 간의 세력 다툼이라는 식의
중립적 규정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 쓰인 그의 「균세
이야기」(均勢談)에서 그는 세력균형 관념에 대립하는 국가 권력들에
대한 산술적 계산 이상의 도덕적 의미를 투사하였다.
의협[俠]의 본지는 인을 행하는 것일 따름이다. ……문명의
나라라는 것이 어찌 다른 것이겠는가. 나라의 중축인 정부는 본래
협자로서 선 것이니, 약자를 도와 강자를 꺾어 편중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오로지 안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이를 이름하여 의협이라 하며, 인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곧
협자이며 인자인 셈이다. 정부는 천직을 행하는 자이다. ……청국이
동양에서 교폭을 마음대로 저질러 감히 고려반도에 자신의 위해를
가하고 이를 속방 수무(綏撫)라고 말한 것이 우리 제국이
혁노(赫怒)하여 저들과 교전한 까닭이다. 조선의 약함을 도와 지나의
305

이 논리에 따라 일본의 도덕주의적인 국제적 운신에 반대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대한정책에 세계의 문명
국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포악한 나라[暴国]일
것이다. ‛ (陸羯南, 「 我帝国の大韓政策を妨害する国は是れ文明国に非ず 」 , 『 日本 』 ,
1894년 7월 29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564.) 구가의 이런 태도의 저변
에는, 이미 『국제론』에서 표명한 대로 현행 국제법은 ‚유럽 여러 나라의 가법‛에 불
과하며 진정한 공법이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치 인식이 깔려 있었다. 陸羯南,
「國際論」,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68.
306
陸羯南, 「 征弯の王師 」 , 『 日本 』 , 1894년 8월 16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p. 5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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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함을 꺾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 대전쟁은 완전히 편중을 구하는
데서 나왔다.307
민간에서 제기된 이러한 의협론은 이것을 제기한 발화자의 심리
속에서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적극 이용되었다. 308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1895년 3월 1일 이토 히로부미 수상에게 보낸 의견서는 ‚당시 민간에
넘쳐났던 대청국 정책에 관하여……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 309 이타가키는 ‚타이완은 우리 나라에서 취하여 단지
이익상으로만이
아니라
국방상으로도
편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10 라고 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타이완을
정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타가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이완보다는 조선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고도의 이익 상의 계산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을 셈하는 동기는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그가 주장하는 데에 있었다. 전쟁의 정당성은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 원조라는 명분에 의해서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별개의 국가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타가키의 이 문서를 전쟁사·외교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토를
포함한 정부 관료와 내용만을 달리하는 침략주의론을 예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상사의 측면에서 이 글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17세기 유럽 식의 국가이성의 사유가 얼마나 취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타이완을
취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침략의
정신으로
의군(義軍)의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자가 자칫 말하기를 동양의
평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도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동양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망령되게 치안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는 조선의
독립을 얻지 않으면 동양의 평화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청국과
싸움을 선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307

陸羯南, 「均勢談」, 『日本』, 1895년 9월 2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b,
pp. 193-194.
308
구가 가쓰난의 경우, 의리를 동원한 정당화에 의해 조선에서의 폭력 행사가 적극적
으로 승인되는 이러한 발화력을 보라. ‚우리 정부가 이번 전쟁에서 당초 어떠한 임무를
스스로 떠맡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독립과 안고(安固)를 도울 임무를 스스로 떠
맡았다. 그런데 이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조선은 내란으로 지쳤으니 조선을 부
액하고자 한다면 우선 내란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陸羯南, 「政事家の恥辱 (対韓
策の当事者に告ぐ)」, 『日本』, 1894년 12월 17일, 西田長寿·植手通有 (編), 1970a,
p. 696.
309
이는 이타가키의 글에 대해 히라오카 아쓰시가 평한 말이다. 平塚篤, 『續伊藤博文秘
録』(東京: 春秋社, 1930), p. 78.
310
平塚篤, 193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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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으로 하여 타이완을 취하는 것은 완전히 선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11
이타가키는 국가 폭력의 진정한 정당성의 근거를 이익과 정의
가운데에서 택일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주저 없이 정의를
선택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던 타이완 점령을
‚침략‛이라고 바꿔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때 타이완을
정벌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는 완전히 침략의 정신으로서 의군의
정신이 아닙니다. 선전의 정신은 오로지 하나이니, 두 개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312

(2) 국가이성론의 대응
앞에서 살핀 대로 일부 논자가 도덕·정의에 의한 국가 폭력의 이중적
정당화에서 의협론이라는 심정 윤리로 적극적으로 경도되었다면, 다른
한편에는 이러한 의협론에 대한 적극적 반명제로서 순전한 이익
계산만이 국가적 폭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반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의 하나로 『도쿄일일신문』이
보여준 논지 전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신문 역시 처음에는
청일전쟁을 그것이 성취하는 이익과 정의라는 두 측면에서 옹호하였다.
우리가 어찌 전쟁을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가 개혁을 한국에서 힘쓰는 것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예로부터의 유래를 고찰하여 청과 협동하여 한국의 독립과
치안을 장래에 담보하고자 하며 열국은 우리의 심사를 양해하였다.
청은 오로지 우리의 호의를 사라지게 하니 우선 협동을 거부하기에,
우리의 혼자 힘으로 그 나라 경영을 맡고자 하니, 백방으로 방해를
시도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국 조정에 우리의 말이 용납되자
저들은 마침내 화심(禍心)을 드러내어 포악하게 굴어와 병력의 위압을
가하여 한국의 뜻을 돌렸다.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님은 논할 것도 없다.
청이 이렇게까지 우리 호의에서 나온 동양평화의 □계(計)를
방해하고자 하니 우리는 단지 군자의 성노(盛怒)를 발할 뿐이다.
우리가 어찌 전쟁을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313
여기에서

311
312
313

신문은

호전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

平塚篤, 1930, pp. 79-80.
平塚篤, 1930, p. 79.
「止むを得ざるなり」, 『東京日日新聞』, 1894. 7. 20. □ 표시는 판독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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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의 파병과 내정 관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그 외국의 ‚독립과 치안‛을 도모하는 것을
들었다. 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파병과 내정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도, 두 나라를 구별시키는 유일한 차이는 청은 조선을 위하지
않는 마음, 즉 ‚화심‛을 가졌으며 일본은 여기에 반발하여 ‚군자의
성노‛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신문도 다른 나라를 위한 도덕적
동기를 폭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며칠 뒤 사설에서는 ‚한국 조정의 개혁‛에 ‚제국이 이렇게까지
잠입하지 않을 수 없음은 왜인가. 한국 조정이 능히 자주하지 못하여
타국의 부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이
대단히 적지 않기 때문‛이며, ‚제국이 동양의 대국(大局)을 생각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낸 대한 정책은, 제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낸 파병과 개혁 요구가 되‛었다고 하여 이익 추구의
동기 역시도 시인하였다. 314 정의 추구와 이익 추구라는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 신문은 1894년 말에는 ‚제국이 군대를 낸 것은 물론
영토를 개척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인의절제(仁義節制)의 군대가 어찌
탄서(呑噬)와 침략을 일삼겠는가?‛ 315 라고 하여 전쟁에 대한 종래의
도덕주의적 정당화를 반복하면서도 대외 폭력을 옹호하기 위한 추가
요건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이 청에 비해 전세가 우세하였지만, 유럽
정치를 움직이는 ‘실세’인 일반 대중은 일본에 대해 무지하거나 높은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진정으로
대일본제국의 지위를 유럽 정치와 연관시킬 때는 그 고하와 존비는 주로
평범한 대중의 일반적 견해에 의해 인정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6 도덕주의적으로만 행동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일본이
실질적으로도 서양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 받기
위하여, 객관적인 권력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목적인 정의, 신실, 인애, 의협[任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속류(俗流)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국토[國疆], 국민, 국부, 국력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7 ‚한편으로는‛이라는 말의 반복에서는 도덕과 이익에 대한
자각적 구분,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동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것인가? 『도쿄일일신문』은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면
일국주의적 이익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일찍이 세상 사람이 대한정책을 확정하라고 부르짖는 것에
314

「韓廷改革は列國に對する我日本帝国の責任なり」, 『東京日日新聞』, 1894년 7월
24일
315
「大大日本」, 『東京日日新聞』, 1894년 12월 4일.
316
「大大日本」, 『東京日日新聞』, 1894년 12월 4일.
317
「大大日本」, 『東京日日新聞』, 189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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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것이 외교의 지극한 뜻[極意]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문(注文)이라고 지적하고 배척하였다. 형세의 추이가 한국에 의해,
우리에 의해, 또는 국외열국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가 오로지 정략의
방침을 정하여 이를 묵수한들 그 어리석음은 거의 융통성이 없는
것[尾生の信]에 그칠 따름이다. 한국은, 보호해야 할 한국이고, 독립을
지키게 해야 할 한국이며, 어쩔 수 없을 때는 병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형세와 사정에 연유하는 것인데 형세와 사정을
도외시하여 오로지 정략의 방침을 지키고 묵수하고 고집하지 않는
자가 꽤 드물다.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이른바
일본당이라는 것에 구구하여 오로지 이들을 도울 것을 계책으로 삼는
등 가장 외교의 극진한 뜻에 반하는 자들일 뿐이다. 외교란 무엇인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고 신장하는 것을 제1 주된 뜻으로 삼아
이 주된 뜻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인의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저 자선과 인과 의협[慈善仁俠]이 나라의 사귐[國交, 국제관계—
인용자]과 관계 없다고 냉철하게 말하는 것은, 노예 폐지, 적십자 사업
등 최근 열국 사이에서 공동 시행되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관여할
것을 바라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인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라를 희생하는 것 역시 우리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언제나 신장하기만 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니, 한국
조정과 한국 백성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독립을 명의로 실제로는 보호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팔아 넘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을 뿐이다. 아아,
이것이 어찌 오로지 한국에 대하여서만 그러하겠는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도 그러할 따름이다.318
이 글에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
정세의 변화(‚형세의 추이‛, ‚형세와 사정‛)를 무시한 채, 자국과의
친소를 감안하여 특정 세력(‚일본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자선과 인과 의협‛ 등 감정적
친애를 낳아 대상을 보호하거나 원조하는 이외의 선택의 폭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친애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 일변도의 정책은 ‚인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라를 희생하는‛ 부정적 사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익 추구와 정의 추구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전자이다.
국가는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현재 친근하게 대우하는 대상을 경우에 따라
‚병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319
318

「外交の方針」, 『東京日日新聞』, 1895년 9월 5일.
이후의 다른 논설에서 이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제국이 조선을 대하는 조치는 다
른 외교상의 조치와 같이 물론 수주(守株)하고 고집[膠柱]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제국
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한다는 한 점은 만고에 불변할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면 돕고 넘어뜨려야 한다면 넘어뜨리는 것이지 또 무엇에 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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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경제잡지』(東京經濟雜誌)는
사회에서 의협론에
반대하고
이익만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또 하나의
언론이었다. 이 잡지는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간의 시비곡직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표준을 자국의
이해득실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이해득실 밖에서는 국제
간의 시비곡직을 결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을 수 없다.‛라며
일본에서도 ‚영어에 이른바 Right or wrong our country[옳든 그르든
내 나라의 이익을 기준으로―인용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국제적
행위의 당위를 판별하자고 주장하였다.320
이 잡지의 주필인 다구치 우키치는 다구치는 1894년 12월 1일
일본군을 한반도에 파견한 것의 정당성을 이렇게 옹호하였다.
‚[조선이―인용자] 독립국이라 한들 다른 나라가 그 내정에 간섭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 비유하건대 이웃집에서 자주 부부가 소란을 일으키면
가서 이를 꾸짖을 수 있고, 이웃집이 누누이 부주의하게 화재(火災)를
일으키려고 하면 가서 이를 금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21
다구치는 ‘이웃집의 소란’이라는 비유에서 궁극적 관심사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가(自家)의 안녕에 두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의협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고안된 비유였다.
‚이것은 특히 이웃 사귐[隣交]의 의(義)가 아니라 실로 자위의
권리이다. 조선은 동양 추요(樞要)의 나라에 있으니 이 나라에 다른
강국이 있는 것은 실로 우리 나라의 해이다. …… 따라서 우리 나라가
여기에 간여하려고 하는 것은 지당한 권리로서 이를 천하에 호소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322 다구치에게 도덕주의적 근거를 끌어오는
반(反)국가이성적인 담론은 국가 폭력의 궁극적 정당화 원천을 오인하는
부류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개전의 이유는 자위(自衛)보다도 강한
것이 없다. 우리 일본은 실로 이를 위하여 청국과 개전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323

애되겠는가. ……조선이 과연 보장된 중립국[中間國]이 될 수 있다면 제국은 어디까지나
처음 뜻을 지켜 그 독립을 도와야 한다. 만약 그 나라가 자포자기하여 도저히 도울 수
없고, 돕는다 해도 보장이라는 쓰임새[保障の用]를 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돕지 않는 것
의 이점만 못하다. 그런데 돕지 않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이와 함께 제국의 권리와 이익
을 보전할 조치도 단연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사정이 완전히 변할 때 당시의 묵은
정책을 묵수하겠는가?‛ 「朝鮮問題に對する謬見」, 『東京日日新聞』, 1895년 12월 17
일.
320
「我が社の対外強硬論」, 『東京經濟雜誌』, 1894년 6월 30일 발행. 岡義武, 「日清
戦争と当時における対外認識」, 岡義武, 1993, p. 198에서 재인용.
321
「日淸開戰の理由」, 『東京經濟雜誌』, 1894년 12월 1일 발행, 754호, 田口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 348.
322
「日淸開戰の理由」, 田口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 348.
323
「日淸開戰の理由」, 田口文太 外 鼎軒田口卯吉全集刊行會 (編), 1928, p. 349.

- 92 -

3. 정부의 이중적 정당화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전후 정부의 담론 공간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국가 폭력의 정당화 논의 중 어떤 것을 취하였는가를 논의할 차례이다.
정부에서는 대체로 정의와 이익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동원하여
침략이나 간섭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상일은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에서 메이지 정부의 일원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정의 추구라는 동기를 견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토나 무쓰, 또는 정책결정자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정개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조선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열강들에게 외교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다.‛324
이러한 분석은 메이지 정부 관료의 침략적 의도의 존재만을 전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문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전제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에 325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아 한상일의 주장이 지니는 문제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주요 인사의 내면과 독립적으로, 폭력의 정당화 방법을 둘러싼
당대인 간의 논쟁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한상일의 말대로
조선에 대한 정계 인사가 일률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주의’적
동기를 가졌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들이 개전 당시 선언한 명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은 설명되어야 한다.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라는 양대 명분을, 일본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놓고서 당시 메이지 관료들은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기 일본의 담론 공간에 유통된 국가이성론과
반국가이성론의 공존은, 막상 청을 격퇴하고 나자 일본의 대조선 개혁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낳은
것이다.
재조선
주차공사(駐箚公使)였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는 무쓰
무네미쓰에게 보낸 1895년 2월 17일자 의견서에 이렇게 썼다.
근래 우리 나라 신문지에서 말하는 것과, 속속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자(有志者)가 논하는 것을 듣건대, 누구든지 모두 일본의
이익만을 주로 삼거나, 철산을 우리 손으로 열어야 한다거나 우리
324

한상일, 2015, pp. 167-168.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사료, 특히 이토가 통
감으로 부임한 이후에 남겨진 자료의 신뢰성이다. 사실의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 즉 일본의 한국병탄은 한국인의 문명화와 식산흥업과 동양 평화를 위한 조치였음
을 부각하기 위하여 만든 기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다.‛ 한상일, 2015, p. 14. 그는
이 책의 pp. 409-411에서도 피해자인 조선 측의 입장에서 쓰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
의 정황 증거로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으나, 어느 것도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은 아니다.
325

- 93 -

인민을 내지로 이식시켜야 한다거나, 제어장(製漁場)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 공업으로 상업으로 단지 우리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본관은 우리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희망합니다만, 오로지 일본 인민의
이익만을 계획하기를 꾀할 때는 조선의 이익은 모두 일본인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와 같은 데에 이르면 조선 독립의
실질은 무엇에 기대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한 취지의 모순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관은 조선에 대하여 장래 그들의 이익을 빼앗지 않으며
우리의 이익을 잃지 않고서 서로의 이익을 병진시킬 방침을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326
이노우에의 편지에서 어떤 독자는 제국의 침략주의를 분식하려는
도덕적 외피를 발견하거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읽어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사적 입장에 선다고 할 때 이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국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의 저변에 어떠한 동기를 두어야
하는가를 놓고서 명시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노우에는 ‚근래 우리 나라 신문지에서 말하는 것과, 속속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자‛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영토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희망‛한다는 개입주의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단지 우리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순수한 이익 추구 행위를
공박하는 발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설령 극단적으로
이 모든 발언조차 후대의 독자를 상정하고서 쓴 수사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노우에는 이익 추구를 날 것 그대로 인정하는 논변으로는 대외
개입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독립의
실질‛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가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성한 담론의 논리를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익 추구를 근저의 동기로 인정하되, 이것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정의 추구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회에서도 『우편보지신문』은 이미 1894년 10월에 ‚일청사건이
다시 변하여 어쩌면 고래 미증유의 최대 세계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라고 예견하고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단히 바빠져서 조선의
개량을 도외시하는 등의 일은 빈약한 이웃나라를 구제하여 다른 나라의
탄서를 면하게 하려는 의협(義俠)을 세계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며
유사한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327 권력 정치에 도덕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관념 상의 제어 장치를 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326

井上馨侯伝記編纂会 (編), 『 世外井上公伝 第四巻 』 (東京: 内外書籍, 1934), pp.
454-455.
327
「朝鮮を奈何せんとする」, 『郵便報知新聞』, 189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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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메이지 관료의 반(反)국가이성적 논리는, 이익 추구라는 일원적
근거에 기반한 제언이 여전히 미약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정책 결정 그룹 외부의 독자를 상정한 어떤 글에서,
자기 이익만으로는 독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내란을 평정하고 그 어지러운 정치를 개혁하는 데에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요하는 자금의 조달을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여겨
스스로 다음의 대한책(對韓策)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 당국자는 물론
민간 유력자에게 보여 그 주의를 환기‛ 328한 문건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미약한 힘에 위임하여 감히 원조하고 지원하는 바가 없다면 그
개혁은 중도에 꺾여 마침내 백년하청을 기다릴 유감이 있을 것이다.
아마 조선의 변란을 평정하고 그 치안을 회복하며 부원(富源)을
계발하며 상업을 진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 목하의 급무일 뿐
아니라, 또한 동양의 대국에서 실로 영원한 장기 계획이다. 우리
나라가 이웃 청과 전쟁을 하는 데에 이른 것도, 일이 조선에 주로
근거하기 때문이니, 조선 개혁의 성사 여부가 어떠한가는 우리의
이해와 영욕에 관계된다.329
따라서
이토는
조선
정부조차
‚우리
국민의
고의(高義)와
호정(好情)‛에 호소하여 ‚공채 모집을 기도하고자 한다‛라고도
썼다.330
메이지 정부의 관료 가운데 국가이성에 입각하여 움직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아마 무쓰 무네미쓰일 것이다. 331 이것은 그의
『건건록』(蹇蹇錄)이 비합리적인 대외 정책 요구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냉정한 이성에 따른 이익 계산을 그만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쓰는 1895년에 탈고한 이 청일전쟁 회고록에서 도덕주의
일변도의 전쟁 정당화론을 겨냥하여, 국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도덕주의보다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구절은 무쓰가 정의
추구의 동기가 이익 추구를 위협할 정도로 근본적 지위를 점하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거부감을 보인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세간에서 공연히 표명된 것은, 사회 범속(凡俗)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는다는 의협론(義俠論)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본래 조선 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이외에는

328

春畝公追頌會, 1940, pp. 113-114. 이 글은 이토 히로부미가 무쓰 외상에게 1894
년 7월 13일 보낸 편지이다.
329
春畝公追頌會, 1940, p. 115.
330
春畝公追頌會, 1940, p. 115.
331
예컨대 마루야마 마사오, 「근대일본사상사에서 국가이성의 문제」, 마루야마 마사오,
1998, p. 244의 지적을 보라. 한상일, 2015, p. 168에서도 일본이 조선을 위하려는 동기
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근거로 『건건록』의 이 대목 전후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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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역시 의협을 정신으로 삼아
십자군을 일으킬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332
무쓰의 이러한 발언은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폈듯이,
청일전쟁기에 『국민신문』·『요미우리신문』·『일본』 등의 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의협론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 중 일부가 전쟁의 의로운 측면과 이익이 되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이력이 있고, 『도쿄일일신문』과 『도쿄경제잡지』 등이
국가이성론을 개진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간에서 공연히 표명된
것‛이 마치 의협론뿐이었다는 듯한 무쓰의 발언은 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노우에 가오루의 의견서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근래 우리
나라 신문지에서 말하는 것과, 속속 한국으로 건너온 유지자(有志者)가
논하는 것을 듣건대, 누구든지 모두 일본의 이익만을 주로 삼거나 ……
단지 우리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자가 많이
늘었‛다는 정반대의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실제로 청일전쟁의 의의의 하나가 ‚우리 국민이 의협심으로 가득함을
세계에 보이‛는 기회라고 주장한 『우편보지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동시에 ‚국리(國利)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움직인 영국과 마찬가지로
333
‚무역상의
이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은 청일전쟁이 ‚단지 작은 약한
나라인 조선의 독립을 도울 뿐 아니라, 청국의 무례함을 꾸짖을 뿐

332

陸奥宗光, 1929, p. 322. 무쓰가 『건건록』에서 서양 열강의 행위 동기가 주로 이익
지향적이었다고 묘사하는 몇몇 대목도 일본의 도덕주의적 외교론에 대한 간접적인 공
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기술을 보라. ‚러시아는 적어도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아니면 이익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막거나 제거하고자 하기 위해
서는, 마침내 적극적 수단을 취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영국은 그 나라가 동양의 상
업적 이익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기가 허락할 때는 일청 양국으로 하여금
평화를 회복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陸奥宗光, 『新訂 蹇蹇録―日清戦争外交
秘録』(東京: 岩波書店, 1983), p. 98; 무쓰 무네미쓰, 김승일 (譯), 『건건록』(서울:
범우사, 1993), pp. 102-103. 단, 여기서 번역문은 김승일의 역본이 아니라 모두 인용
자의 것이다.] 실제로 강대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근거만으로도 일본
의 국제정치적 운신에 항의하는 발화가 가능하였다. 재독일 공사 아오키 슈조는 무쓰에
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 외무부에서 자신에게 ‚일본이 명한 평화조건에서는 독일 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지나에서의 무역상 관계를 고려하는 바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청일 강화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平塚篤, 1930, p. 112. 이와 관련된 기록은 陸奥宗
光, 1983, pp. 347-353; 무네미쓰, 1993, pp. 335-340에도 나온다. 무쓰는 여기서 독
일은 표면적인 ‚동정, 우의‛가 아니라 일관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라고 보았
다. 무쓰는 러시아의 한 신문이 비스마르크의 독일의 행보에 대해 ‚ 이 대사(大事)에
대한 정략을 결정할 때 자기가 러시아를 대하는 호의의 감정과 영국을 대하는 악감정
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한뜻으로 독일의 이익만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칭찬‛하
고 러시아 역시 ‚지금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민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 ‛ 라고 분석한 것을 인상적으로 기록하였다. 陸奥宗光, 1983, p. 361; 무네미쓰,
1993, p. 347.
333
「亞細亞諸國に對する外交政略 (貿易上政略上より公使領事を派遣する必要)」, 『郵
便報知新聞』, 189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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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로 우리가 동양의 새벽종임을 자임하고 다년간 방대한 나라를
둘러싼 구름과 안개를 우러러 깨뜨림으로써 문명의 광휘를 떨치고
예로부터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이름을 실질로 만들고자 하는 큰 뜻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여 이중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담론장의 분위기에
참여하였다. 334 『오사카매일신문』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논조를
유지하였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전체는 어디까지나 조선을
보호하여 그 독립을 돕고 조선 국민을 뉘우치게 하여 문명의 늦은
저녁으로 향하게 하고자 힘쓰는 동시에, 감히 망령되이 우리 제국의
위광을 남용하여 불법부정한 거동을 하는 것은 그 죄를 단정하여 성낼
수 없으며, 일이 한 개인의 사행(私行)에 지나지 않는 듯하여도 우리
대조선 정책상에는 우리 이해의 대관계가 걸려 있다.‛335
게다가 『건건록』에 무쓰가 이익 추구의 논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논리가 메이지 담론 공간에서 유력하게
통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기록은 1895년에 탈고되었지만
1929년이 되어서야 공간(公刊)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쓰가
자신의 이익 추구의 동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비밀리에
회람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쓰는 다른 나라
정부를 청자로 상정한 발화에서는 결코 정의 추구라는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1894년 11월 26일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일본에서는 이[한반도―인용자]를 점령하는
논거, 즉 구실로 공명(公明)한 것은 장래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청국의 간섭을 막는 것이 제1의 좋은 변명입니다.‛ 336 청일전쟁이
의협의 전쟁이 아니라고 후일 회고한 무쓰조차 한반도에서 청과
긴장감이 높아지던 1894년 6월 22일, 왕펑자오(旺鳳藻) 공사에게 보낸
반박서에서 일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언급하였다.
조선반도는…… 사변이 누누이 일어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서 그
나라가 독립국이 되는 책무를 온전히 지킬 요소에서 결함이 있는 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저 나라는 좁은 해협을
끼고 떨어져 있고 강토가 서로 인접하여 양국의 이해 관계는 극히
밀접하기에, 오늘날 저 나라에서와 같은 참상을 수수방관하고 이를
구제할 계책을 베풀지 않는 것은 이웃나라의 우의에 반할 뿐 아니라
실로 누리 나라 자위의 길에도 상반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여기서 우리 정부는 장래 이 나라[조선—인용자]의 치안을 보장하고
선정을 보장하기에 족한 변법을 확정하지 않으면 현재 이 나라에
주재하는 제국군대를 철거하는 것이 득책이 아님을 믿는다. 이는 단지
톈진 조약의 정신에 의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 조선의 선후
334

「戰息むの日は全勝を得る日なり」, 『大阪毎日新聞』, 1894년 9월 17일.
愛溪生, 「朝鮮に於ける日本人 印度に於ける英 國人」, 『大阪毎日新聞』 1895년
10월 2일.
336
春畝公追頌會, 1940, pp. 149-152. 岡義武, 「日清戦争と当時における対外認識」,
岡義武, 1993, p. 185에서 재인용.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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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로서도 마땅히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337
무쓰의 말대로 청과의 비타협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요구한 세력이
민간에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우편보지신문』은 강화를 체결하기
전에, 전국 병력을 동원하여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본토를 함락하여
중국 전체 영토와 인민의 복종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의 강경론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이 반드시 무쓰의 주장대로 의협론 때문에
강경해진 것은 아니었다. 강화를 통하여 ‚조선의 독립, 군비의
배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양 영원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338
따라서 무쓰가 『건건록』에서 사회의 전쟁 담론을 의협론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자신은 순전한 사익 계산만을 고려한 반대자로 묘사한 것은,
청일전쟁기 사회와 정부에서 유통되던 담론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역시 청일전쟁기가 되자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정책 결정 그룹을 향하여 말할 때에도, 국가 폭력의 행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 추구라는 동기에도 입각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 1880년대에 걸쳐 그의 발화는 대부분 이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사고에 의거한 것임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대외적 선전을 위하여 계산적으로 동원했을지 모를 정당화의
수사가 이제는 그들 간 발화 행위의 폭까지 제한하였던 것이다.
야마가타는 일본의 이익 추구가 외국을 원조한다는 정의 추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일전쟁기인 1894년 11월 7일,
육군대장으로서 쓴 「조선정책상주」에서 그는 물론 조선의 독립 원조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나라를 도와서 독립의 명분과 실질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를
독립시킴으로써 동양에서 우리의 이익을 온전히 할 방편에 기여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겠습니까.‛ 339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번 일에서 그
주의(主意)로 삼은 바는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조선의 독립을 돕고
그들에게 전연 청국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340 라고
말해야만 했다.
337

金子金太郎 外 春畝公追頌會, 1940, pp. 62-63. 물론 무쓰는 정책 결정 그룹 내부
의 의사 소통에서는 도덕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기
도 하였다. 이를테면 그는 이토에게 보낸 1894년 6월 27일 편지에서 ‚만약 파열을 면
할 수 없다면 이 기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만전의 명의(名義)를 얻고자 하였
다가 도리어 적병이 틈탄 예가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조선에 대하는 세
력이 아직 지나의 적위(積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는 데에 있어서이겠습니까.‛라고
썼다(金子金太郎 外 春畝公追頌會, 1940, p. 64.).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발화는 청자
가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338
「支那本土を占領せよ」, 『郵便報知新聞』, 1894년 11월 15일.
339
山縣陸軍大將, 「朝鮮政策上奏」, 大山梓 (編), 1966, p. 224.
340
山縣陸軍大將, 「朝鮮政策上奏」, 大山梓 (編), 1966,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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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전후
메이지
정부의
담론장에서
주요
관료가
국가이성론이라고 할 만한 근거에 따라 국가 폭력에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리와 일국의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논변, 즉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듯한 양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한 정신에 도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그것이 냉정한 이익 계산으로만
뒷받침되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몇몇 논자가 정의 혹은 이익이라는 일원적인 규준을 고수하여 비교적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로 선택한 데에 반하여, 메이지 정부는 두 가지
규준을 동시에 차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 장에서 본 바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가이성을, 일국주의적 이해라는 단일 참조 체계에 의해 국가의
국제적 운신을 합리화하는 사유 체계로 정의한다면, 국가이성은 담론
권력을 가진 언론에 의해 피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이성은 긴박한 국제 정세에서조차 담론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지는 못한 채, 의협론이라는 이름의 도덕주의 혹은
반국가이성과 경쟁하는 지위에 서 있었음을 지적해야 하겠다. 심지어
국가이성론으로 분류될 만한 제언을 게재한 신문조차도, 유사한 시점에
상황에 따라 이타심 등 도덕을 겸하여 동원하였으며, 정부 관료 역시
이중 기준에 맞추어 전쟁이나 내정 간섭의 이유를 찾았다. 이러한
고찰은 국가이성이 메이지 담론장에서 지녔다고 주장되었던 독자적
지위를 의심스럽게 한다. 나아가 의협론·도덕주의적 대외관이
국가이성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의 폭력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드는 설득력을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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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가이성이라는 개념을 지표로 참조하여 메이지 전기에
국가 권력을 무엇으로 정당화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진정한 모습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암시한 대로 국가이성론 일변도였다거나, 후지타
쇼조가 말한 대로 국가이성의 결여태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적
진실은 두 사람이 제시한 이미지의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
첫째, 국가이성이란 개념에 상정되었듯이, 국가의 권력 정치에 다른
시공간을 참조하지 않는 고유 영역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전기에는 장기적
진보라는 시간 속에서, 지구적 차원의 공을 향하여 전쟁과 국가의 폭력
기구가 지양되어 가는 과정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 이후의
시간과 국가를 초월한 공간을 참조하는 논리 체계에서는, 국가 고유
영역만을 참조하는 국가이성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대를
진보가 둔화된 시대, 나아가 국제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인 형세라고
규정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국가이성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었다.
둘째, 국가의 폭력 행사를 오로지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만
정당화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국가
폭력은 비합리적 열정을 발흥시켜 다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가 통용되었고, 이 논리 속에서
열정은 이성의 통제 하에서 조작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도 메이지 전기는 국가이성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오사카 사건에서 보듯이 이 열정이 전면화되거나, 청과 조선에 대한
침략 국면에서 보듯이 비합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만이 부각되는 등,
비합리적 열정을 자신의 필수적 부분으로 가지는 국가이성은 끊임없이
반국가이성으로 전화할 위험 속에 놓여 있었다.
셋째, 국가의 폭력 행사가 오로지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
정당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 일변도의 국가이성론이 담론장에서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마저도 의협론·도덕주의라는 반명제와 갈등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사회 담론장에서는 이익 추구와 정의
추구를 결합한 논리, 말하자면 국가이성과 반국가이성이 혼효된 담론도
유통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마루야마나 후지타와 같이 과거 사상의
특정 측면을 간취하여 메이지 국가의 정신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메이지
전기에 국가이성론이라고 불릴 만한 담론의 논리는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국가이성은 적어도 위에서 살핀 세 가지 의미에서 반국가이성이라고 할
만한 반명제와의 갈등이나 혼효 속에서 조건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위태로운 가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이성이라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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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어만으로 한 시대의 국제정치 사상의 위광을 부각하거나, 결락된
지점을 비판하는 규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 동아시아에서 국제정치 관념의 전환을 규정하려는
개념적·이론적 접근이 개별 사료에 대한 존중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메이지 국가를 뒷받침하는 사상 공간을 균질적인
특성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적의 논리와 접속된 채 발화하려는 경쟁적
입장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행한 국가이성의 지위에 대한 재검토는, 단순히
서양사의 특정 사유가 일본에 있었거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
그것은
사상사적
차원에서,
메이지
국가가
갈등·교착하는 여러 정신에 의해 떠받쳐졌고, 그 정신은 심지어 근대
국가에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포함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의 고찰에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국가이성 개념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을 때 표상되는 것과 달리, 근대 국가는 문명과
비상 사태, 합리성과 비이성적 생명력, 그리고 국가 이익과 초국적 의리
사이의 갈등과 교착 속에서 의미를 부여 받는 유동적 사물의 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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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son of State and Anti-Reason
of State during Early Meiji Period
Jeonghun Choi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reevaluate both Maruyama Masao’s claim
that the use of state power during Meiji period was mainly justified
by the discourses of Reason of State, and Fujita Shōzō’s claim that
the use, inherently, was infeasible to gain support from Reason of
State. By analyzing the articles aimed to justify the state power
during Early Meiji Period (1868-1895), this paper shows that the
discourses of Anti-Reason of State, as well as those of Reason of
the State, did indeed circulate in the discursive field.
The notion Reason of State implies the views that the state refers
only to its own realm, namely the state itself, that the act of the
state is determined by rational calculation, and that its use of power
is motivated by the consideration on the state interests. Having
taken these implications as criteria, this study finds three distinct
features of the discursive field during Early Meiji Era.
First, the reference of the state was not limited to the state itself,
since the discourses shared the assumption of the long-term,
permanent progress toward Civilization, which would lead to the
abolition of war and even of the states as apparatus of power. The
use of state power could be legitimated only by imposing the
additional pretexts that the progr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slowed down temporarily, and that the state was under the
contemporary Emergency (Keisei ).
Secondly, the state power exertion was determined by rationality,
but this rationality also necessitated the Samurai-like pathos as an
inseparable part of the military capability. As far as the discourses
suggest the irrational force be under the control of the reason, they
could be regarded as following the principle of Reason of State.
However, as the Osaka Incident (1885) demonstrated, the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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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still had the potential to transform Reason of State into
Anti-Reason of State.
Thirdly, in discussing the main motivation of the state power
exertion, while some discourses applied the principle of Reason of
State, which regards the pursuit of state interests as the best
criterion, others applied that of Anti-Reason of State, which sees
the allegedly righteous indignation (Gikyōshin) as the best ground
for war and intervention. Still other discourses took the form of a
mixture of Reason and Anti-Reason of State.
In conclusion, Reason of State during Early Meiji Period was not a
notion taken for granted as it is in our time, but merely was a
secondary construction under specific conditions, being ceaselessly
threatened by the premises of Anti-Reason of State which were
largely shared in the discursive field. This implies that the reality of
Meiji state was backed up by at least two spirit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elements, even contradicting each other.
Keywords: Reason of State, Anti-Reason of
Civilization, contemporary Emergency (Keisei),
pathos, righteous indignation (Gikyō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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