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사무라이의 ‘士化’ 

박훈(서울대 동양사학과)



19세기 일본정치사에 대한 이해

• 기존에는 동아시아와는 다른 일본적인 무사사회에서

서구화 이행으로 이해

• 그러나 19세기 전반 일본정치사에서는 17,8세기 조선과

비슷한 정치현상들이 등장

– 19세기 일본은 주자학의 전성시대

–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확산과 활용이 변혁촉발적인 역할

• Confucian Influence + Western Impact:

동아시아화와 서양화가 순차/동시진행, 화합/변용



토쿠가와(에도) 시대란?

德川시대 일본은 유교사회가 아님

(병영국가, 병학이 지도이념)

- 정치제도(天皇, 將軍): 李瀷, 선교사 인식

- 관직명(老中, 目付, 勘定奉行)

- 관혼상제, 族內婚, 남녀관계, 상인 문화

- 조선통신사의 인상: 무기, 도로, 상업, 인구는 평가

그러나 금수나 야만사회

- 조선: 士林의 주자학 사회 건설 야망







歌舞伎



德川정치체제

• 정책결정은 제한된 役人들의 전관사항

• 공개적 회의도 활성화되지 않았고(役職 취임 시의

誓詞), 여론의 정치적 역할도 매우 제한적, 정치보다

군사부문의 우위

• 言官, 상서, 서원, 학교, 당파의 부재 → 公論의 부재

→ ’정치의 凍結’

• 李瀷의 예견(사료)



江戸城(千代田城)



조선통신사(1748)



星湖 李瀷



李瀷 『星湖僿說』上
(卷17人事門 日本忠義)

倭皇이 권력을 잃은 지 6,7백 년에 지나지 않고 나라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조금씩 忠義之士가 그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닿으니 후에 반드시 一逞이 나올 것이다. 

만약 夷人과 연계하여 그 皇을 도와 제후에게 호령한다면

대의를 펴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66주의 태수가 어찌 동조하여 호응하는 자가 없겠는가.

(倭皇之失權亦不過六七百年非國人所願稍々有忠義之士出於其間名正而

言順後必有一逞若令連結夷人挾輔其皇號令諸侯則未必不伸大義六十六

州太守豈無同聲而應者乎)



Confucian Influence의 확산

• 18세기말이 획기

• 장기간의 평화: 전사가 아니라 행정관, 지식인이 필요, 

동아시아서적의 영향.

• 학교의 급증: 藩校/鄕校/私塾

• ’독서하는 무사’: 學問吟味제도

• ‘칼 찬 士大夫’: 국가대사, 천하대사에 대한 관심과 간여

• 武人 → 吏 → 士로: 사무라이의 ‘士化’

• 조선/중국의 사대부와는 온도 차



藩校의 급증

설립 번교수 당해기간 1년당 설립 번교수

寬文-貞享(1661-1687) 4 0.15

元祿-正德(1688-1715) 6 0.22

享保-寬延(1716-1750) 18 0.53

寶曆-天明(1751-1788) 50 1.35

寬政-文政(1789-1829) 87 2.18

天保-慶應(1830-1867) 50 1.35

明治1-4년(1868-1871) 36 12.00

연대불명 4

합계 255

번교유무 불명의 번 21



水戶藩校 弘道館





독서하는 吉田松陰



適塾 의 緖方洪庵



학교 다니는 사무라이

• 막부와 번의 출석권장, 강제

• 학교 출석/성적이 승진과 부분적으로 연동

• 하급사무라이, 次三男이하, 상층민중의 취학/면학

• 藩校 외에도 私塾, 鄕校, 寺子屋의 급증

• 경제적 궁핍(상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 대외 위기

의식의 고의적 조장 + 유학세례

→ 사무라이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확산

• 上書/封書의 정치적 등장

• ‘言官’으로서의 目付改正論

• 학교/학적 네트워크의 정치화와 黨爭의 등장

• 君主親政

• ‘牧民官’으로서의 군주

→ 기존의 ‘병영국가’ 체제와 충돌, 동요시킴



1.上書/封書의 정치적 등장

•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중하급 사무라이들이 상서/봉서를

매개로 정치무대 등장

• 상서를 쓰기 위해서는 유교고전/중국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유려한 문장능력이 필요

: 학문능력이 정치투쟁의 주요무기로

• ‘公議輿論’의 시대 → 公論政治

• ‘상서의 왕국’ 조선에서는 19세기에 상서/공론정치의 퇴조



松陰의 上書



2. ‘言官’으로서의 目付改正論

• 德川정치체제는 ‘언관’이 부재

• 目付(메츠케)

– 君命의 출납, 지방파견, 감찰에 한정

– 老中 등 役人비판이나 여론상달기능은 약함

– 하물며 군주비판은 거의 없음 → 조선의 三司와 대조적

• 吉田松陰과 藤田東湖의 目付改正論(사료)



吉田松陰의 目付論

政道의 득실, 大臣 이하 役人의 잘잘못을 言上하는 것, 

이것이 目付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인선에 깊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원래 (目付)는 정부가 아주 싫어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강직한 사람을 기피하여 온순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물론 정부와 서로 갈등만 빚어서는 좋지

않지만 정부에 아부해서는 目付를 설치해도 무익할 것입니다. 

정부가 꺼려하는 것은 오로지 이 직이며, 또한 번주의 이목을 트이게

하는 것도 이 직입니다.



中國言官이 모델

이상 目付개혁의 건은 정부가 꺼려하는 것이고 또한 直目付의 권한을

꺾는 것처럼 보이므로, 반드시 저지하려는 논의가 일어나겠지만, 

漢土에서도 한나라 이래로 諫大夫, 諫議大夫, 御史大夫 등의 직이

있어서 재상에 대해서도 人君에 대해서도 간쟁하고 규탄했으므로

目付개혁은 반드시 분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吉田松陰).



• 메츠케에 조선의 三司와 같은 역할을 촉구

: 정부/藩主 비판, 下意上達

• 고대중국의 제도가 모델

: 상서+언관의 활성화에 기반한 정치체제 구상



3. 학교/학적 네트워크의 정치화와
黨爭의 등장

• 사무라이사회는 徒黨엄금, 군대편제(番,組)상의 상사에 복종해야

• 藩校의 사제관계, 동료, 私塾의 인적 네트워크가 정치화

:  ‘학교의 정치화’

• 물론 한편으로 武道場의 네트워크도 중요, 兵學은 여전히 중요

• 학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당파와 당쟁 발생

:  [近思錄]모임, 松下村塾(‘正義黨’, ’俗論黨’)

• 당쟁이 약화된 19세기 조선과 대조적



松下村塾







당쟁에 대한 우려: 橫井小楠

붕당은 人君이 不明한 데서 일어나 국가에 큰 해악이 되는 것으로, 

이전에 강습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집정, 諸有司가 일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심하시면 오늘에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붕당은 私情에서 일어나 이른바 쓸데없는 시비를 다투는 것입니다. 

집정과 제유사에 앞서 공명정대하게 政事에 관해 들으시고 조리에 맞게

결단을 내리신다면 자연히 쓸데 없는 시비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붕당이 없는 이유입니다.



水戶藩의 붕당폐해

水戶에 立原, 藤田학파가 있어, 그 餘毒이 지금에도 끊이질 않는다.

.....

지금 水戶藩의 상황은 모든 것이 이 두 파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國政. 國態가 모두 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바이다.

.....

그 兩說의 옳고 그름은 어쨌든 간에 末流의 제자들에 이르러,

黨을 세우고 서로 싸우게 된 것은, 

실로 蝸牛角上의 싸움과 같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당쟁의 순기능: 
극한당쟁 인한 파멸은 회피

• 종교/학파와 연결되지 않음

: 학파와 연결된 水戶藩의 파멸, ‘水毒’의 경계

• 무사사회인 만큼 극한적 당쟁이 폭력적 내란을 초래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공포에 의한 균형’

• 당파와 당쟁의 순기능

– 유신 후 15년 만에 수백 개의 政社 탄생

– 막말기 30년간 지속된 당파정치가 그 배경



4. 君主親政

• 德川時代는 家老(老中)합의체제

• 將軍/藩主는 儀禮/교제활동에 주력

• 19세기 들어 친정요구 활발: 吉田松陰

• 德川齊昭의 親政과 ‘有志大名’

• 영명한 將軍을 대망하는 쇼군계승분쟁(1858)과

왕정복고/천황친정요구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德川齊昭



君主親政 史料

公이 즉위한 이래 신하들을 인사조치하였는데 모두 타당하였다.

(공의)생각에 政敎를 振作시키고 時務에 도움이 되는 자는

內外官을 막론하고 자주 불러 일에 대해 물었다. 

혹자가 外官에 자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자 공이 말씀하시길,

무릇 내 신하는 내외, 대소 없이 모두 하나이다.

만약 물을 일이 있으면 비록 步卒이라 할지라도 그를 부르는 것이

어찌 不可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여 다시 말하는 자가 없었다.

([水戶藩史料]上)



‘牧民官’으로서의 군주

• 藩主가 농정 관련 役人(郡奉行/代官)과 그 휘하

실무진까지 직접 접촉(吉田松陰과 德川齊昭의 사료)



德川齊昭와 鄕吏들의 면담

주위사람을 물리친 후에 鄕吏들이 어전에서 엎드렸는데

향촌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번주의 말씀이 있으셨다. 

마실 것도 주시고 두 종류의 잔에 직접 술을 하사하시었다

([長久保叢書]).



吉田松陰의 君主親政 주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郡奉行, 代官을

어전에 부르시어 분부하시는 것…

이들에게 백성을 보기를 자식처럼 하라고 분부하시고…

각각의 근무성과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신다면

대관들이 모두 감격 분발할 것



군주의 순행

• 德川齊昭 巡行(巡村)의 실시(사료)

: ‘roaming ruler’의 기원

• 순행 중 농민집에서 숙박

- 농민에게 시, 글씨, 담배파이프, 입던 옷 등을 하사

• 장수노인, 효자, 貞節女 표창



“21일에는 미나토(湊: 남군의 대표적 포구)에 가셨는데

때마침 하루 종일 고기가 많이 잡혀 어촌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 번주[上]께서도 고기잡이 배[漁舟] 등에

오르시어 도미를 잡으셨다고 한다.” 

([長久保叢書]).



德川齊昭 의 글씨



정리와 전망
: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위치

• 유교의 복권/부활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님

: 유교와 근대는 양립하기 힘듦(‘유교적 근대’에 의문)

• 다만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확산/활용이 幕藩體制의

정치체제를 동요시키고 동결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후 일본의 서구화에 긍정/부정이든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



정리와 전망: 메이지 이후

• 메이지유신 후 누구도 예상 못한 급격한 서구화, 

Western Impact의 이니셔티브

• Western Impact의 압도 하에 ‘사대부적 정치문화’는

변혁촉발적 기능이 급속히 약화

• 그러나 일본의 근대정치 곳곳에 영향을 끼침

: 유학자들의 천황친정운동, 교육칙어, 建白운동, 

超然主義, 정당/의회관



정리와 전망
: 동아시아정치사에 대한 함의

• 20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전개의 역사, 21세기의 정치현황을

이해하는 데 ‘사대부적 정치문화’를 염두에 둘 필요성

• 한일의 데모크라시

- 민주적 선택에 의한 장기일당지배(自民黨), 헌법재판소, 중국공산당

: ‘賢人支配의 善政主義’

- 四色黨爭과 換局政治를 연상시키는 all or nothing의 정권교체, ‘民心’(한국)

- 정당/의회 등에 대한 낮은 평가와 이질감



• 한일의 데모크라시, 중국일당통치 등 동아시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재해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

• Toward the Up-graded Democracy

아시아의 非Democracy국가에 대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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