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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선진국의 용틀임

명치유신과 일본의 경제구조
(1853~1955)

세계사 3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1789)

 
신해혁명

 
청나라-
 

중화민국

(1911)

 
러시아혁명

(1917)

공통점 : 군주제의 붕괴

마르크스 주의적
사관(Interpretation)

자유주의적 관점의 혁명

영국 명예혁명 (1688)

영국
1차 산업혁명
(1760~1820)

미국 독립 혁명
(1775~1783)

독일
1차 산업혁명
(1770~1820)

영국, 독일
2차 산업혁명
(1865~1900)

일본의
메이지 유신

(1843~1877)

산업혁명의 성공과
입헌군주제의 유지

메이지 유신은
계급혁명이 아니다

대정봉환도
(大政奉還圖)

도쿠가와 요시노부

대정봉환(1867년)과
도쿠가와 가문

도쿠가와 요시노부 (1837~1913)

• 재위 : 1867~1868

• 메이지 유신의 결과를 대변
하는 공무합체(公武合体)의
상징적 인물

• 대정봉환(大政奉還)결정 후
메이지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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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 명치유신 (明治維新)
• 영문 표기 : Meiji Restoration

• Restoration : 왕정복고

1970년대까지 영문 표기
(Meiji Innovation)

메이지 유신은
계급혁신을 만들어냈다

후발선진국이란?

식민지 경영과 시장확보

• 영 국 (식민지경영 시절)

• 프랑스 (식민지경영 시절)

• 미 국 (세계대전 이전과 후)

산업혁명 이후와 19세기

• 독 일
• 일 본

# 중앙정부의 유무
(Central Government)

이와쿠라 사절단
(1871~1873)기도 다카요시

카쓰라 코고로
(1833~1877)

야마구치 마스카
(1839~1894)

이와쿠라 토모미
(1825~1883)

이토우 히로부미
(1841~1909)

오오쿠보 도시미치
(1830~1878)

메이지 유신의 핵심쟁점들

1. 근대정치의 출발 : 공의의 제도화
2. 국민의 창출
3. 신분제 폐지
4. 징병제와 천황제도
5. 메이지 정부의 의무교육
6. 천황제 이데올로기

17세기초 말라카 해협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포르투갈
동인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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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초 말라카 해협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포르투갈
동인도회사

＂야빠녜제 들은 거칠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싸움에 임하면
지독한 악마로 변한다." 

- 1615년경 네덜란드 총독의 일기 中...

존왕양이 사상과 통합정부의 필요성

아이자와 야스시 (會澤安)
(1782~1862)

신론 (新論) : 미토학

• 막부제도가 가진 한계점과
정통성에 반발

• 천황의 정치 참여와 통치
체제 구축을 주장

• 서양이 문명을 주도하는
이유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능하게 한 국민개병제

18세기 초반(1701년~중반) 경제규모

• 인도[무굴제국] (983억 달러)
• 청나라 옹정제 시절 (828억 달러) 참고 : 2018년 (12조 0,146억 달러)

• 프랑스 (195억 달러)
• 러시아 (161억 달러)
• 오스만 터키 (155억 달러)
• 일 본 (153억 달러)                참고 : 2018년 (4조 8,721억 달러)    

• 이탈리아 (146억 달러) 독립된 20개 주의 총계

• 독 일 (136억 달러) 프로이센 왕국 + 신성로마제국(8개 공국)

• 영 국 (107억 달러)
• 네덜란드 (40억 달러)

막부정권의 일방적 통상조약에 반발

요시다 쇼인 (吉田松陰)
(1830~1859)

막부정권에 의해 처형

• 조슈번 출신의 학자

• 그의 이론을 실행,주도한
제자들에 의해 일본근대화
기반이 만들어 짊

• 강맹차기(講孟箚記)
• 초망굴기(草莽崛起) 이론

여기에 다 있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ㅡ,,ㅡ 19세기 바쿠후 정권의
재정위기

바쿠우 정권의 재정
• 해외 무역에 소극적이던

막부정권

• 난학(蘭學)과 대외 교류는
존재 했지만 지배계급에
국한, 기본정책 쇄국

• 간세이 개혁, 텐보 개혁은
개혁이 아닌 농민수탈

실질적인 일본 정세
• 막부의 재정위기가 당시

일본 국내의 경제변화와
사실상 무관

• 늘어난 상인계층에 의해
생산력은 증가추세

• 문제는 지나친 조세부담, 
행정시스템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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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의의 제도화
공의정체론(公議政体論)

바쿠후 정권의 한계

• 권력 정당성을 인정받는
정치사상의 부재

• 여론 및 사상이 아닌 무력
경쟁을 통해 유지된 정권

• 경직된 징세권(徵稅權)을
유지할 명분적 한계

존왕사상의 도전

• 상인계급의 활동이 계급
평준화를 요구하던 시기

• 정치적 구심점으로 중앙
통치기능의 필요성

폐번치현(廃藩置県), 1871년

주 요 내 용
• 왕정복고 쿠데타와 함께

메이지 유신 시절 제2의
군사정변

• 번(藩)을 철폐하고, 부(府),
현(縣)으로 바꾼 행정개혁

• 1876년 기준 35개 현(縣)
으로 전면 개편

주 도 인 물
• 사이고 다카모리
• 오쿠보 도시미치
• 기도 다카요시
• 이노우에 가오루
• 야마가타 아리토모

2. 국민의 창출

• 국민들 사이 이질성을 최소화
•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교육개혁)
• 신분제폐지와 국민개병제를 통해 극대화

되는 변화

3. 신분제 폐지

주 요 내 용
• 정부수립 이후에도 무사

(사무라이)계층은 존재

• 1876년 봉록 폐지

• 봉록을 받던 무사 계층들
에게 정부채권을 발행

• 세습재산이 없어진 무사
계층들은 토지 매입, 기업
투자 등으로 활동이 확대

마스다 다카시
(1848~1938)

(미쓰이 물산 창업자)

4. 징병제와 천황제도, 1873년

핵 심 요 소
• 천황과 “국민”을 잇는 끈
• 계층간의 차이를 줄임
• “국민”을 형성하는 중요 사항

• 징병제 반대 폭동, 16차례가
일어나고 10만 명이 체포

대 표 인 물
• 기도 다카요시
• 오무라 마스지로
• 야마카타 아리토모

# 서남전쟁 당시 징병제로
구성된 평민군대가 반란군
효과적으로 진압

5. 메이지 정부의 의무교육

주 요 내 용
• 근대국가의 핵심요소

• 상호일체감을 목표로 한
정치, 역사의식의 공유

• 구성원 상호간 소통가능
한 언어의 표준화

• 1872년 학교령을 발표

1872년 학교령
• 4년제 의무교육의 표준화

• 평민들의 반발이 컸는데, 
이유는 교육세와 아동노
동력을 교육기관에 의해
통제된다는 생각

• 1880년 기준 : 취학률은
전체국민의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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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황제 이데올로기

도쿄로 향하는 메이지 천황 주 요 내 용
• 45년 재위기간 동안 102회

지방순행 (평균 연간2차례)
• “신민”들과의 즉흥적 만남

• 순행 장소 : 히노마루 계양
• 연설 전 : 기미가요 재창

사츠마번의 무사들

무진전쟁 : 사츠마번의 무사들

영국의 사진작가
• 동아시아에서 주로 활동

• 인도, 청나라, 일본에서
활동하며 전쟁 사진촬영

• 세포이 항쟁-아편전쟁과
메이지 유신기간 전쟁 및
일상생활을 주로 촬영

펠릭스 비토 (1832~1909)

삿초동맹을 만들어낸 인물

활동사항 및 이론
• 삿초동맹을 이끌어 냄
• 선중팔책(船中八策) 이론
• 신정부강령팔책(新政府綱領八策)
• 신분을 떠난 인재등용과 국방력

(해군)강화에 대한 지론을 주창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6~1867)

# 미스테리한 인물 + 이너서클의
서열이 높았을 거라 추정되는 인물

# 일본판 토머스 페인(Tomas Paine)

구 분 사 항

메이지 정부 수립

• 초슈와 사츠마번 출신의
인물들에 의해 정부수립

• 정부명령에 따르는 근대
개병군대와 혁명세력과의
알력다툼 및 논공행상

혁명을 주도한 무사집단

•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
으로 메이지 정부정책에
반감을 가진 무사집단을
이끌고 전쟁을 준비

• 이로 인해 벌어진 마지막
내전(전쟁)이 무진전쟁

사이고 다카모리
(西郷隆盛)

생몰년도 (1828년~1877년)

# 왕정복고 정변을 일으킴
# 막부에 대항, 무진전쟁을 주도
# 에도(도쿄)에 입성 후 사실상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킴

# 정한론의 주창자
(학술적 견해는 많은 차이를 보임)

# 이후 메이지 정부와의 마찰
# 조선에 국서거부 사건으로 실각
# 서남전쟁 패전 후 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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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마 야이치로
(永山弥一郎)

서남전쟁에 실제 같이 참전

사
이
고

기
치
노
스
케

무진전쟁 당시 모습

신정부가
하사한 금기

토바 후시미
전투

나가오카
전투

요도야마자키
전투

고슈가시오
전투

에도성 전투
직전

무진전쟁
(1868~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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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고 다카모리

가쓰 가이슈
(카츠 카이슈우)

에도 담판을 묘사한 그림 가스 가이슈
(勝 海舟)

생몰년도 (1823년~1899년)

# 막부말기의 군함봉행(軍艦奉行)
# 페리의 개항요구 이후
해군조선소 건설을 총괄

# 뛰어난 네덜란드어를 구사
# 신정부군과의 전쟁에서
에도 담판으로 희생을 막음

Samurai March in 
Seinan War

사이고 다카모리의
병력으로 추정

조슈번

사츠마번

조슈와 사츠마가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

조슈번 (現야마구치현)

사츠마번 (現가고시마현)

조슈

사츠마

조슈와 사츠마가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

1. 태평양 항로 이전, 에도 막부
이래로 해외 통상의 주요 거점

3. 도쿠가와 가문의 전통적인
경쟁자 집단이 조슈와 사츠마번

2. 대규모 영지가 바탕이 된 튼실한
재정적 기반

4. 오사카 상인들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

# 당시“번(藩)”의 수입규모

조슈번 : 2위

사츠마번 : 9위

군사적 측면의
조슈번 출신 인물들

기도 다카요시
카쓰라 코고로

오무라 마쓰지로

야마가타 아리토모

다카스키 신사쿠

데라우치 마사타케

노기 마레스케

하세가와 요시미치

소네 아라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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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료 출신 인물들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오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와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들을 후원

토고 헤이하치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야마모토 곤노효에

구로다 기요타카

강화도
조약체결

일본 : 재벌의 형성

• 유력가문 :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 자유시장보다 봉건체제에 가까운 구조
• 산업활동에 뛰어든 무사계급
• 1950년대 이후 계열사로 재등장
• 소비행위의 집단적 구조
• 사회적 관계와 위치 찾기

토 막 상 식

국화와 칼 (1944년)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주요내용

• 위치 찾기 (자신-Self)
• 武를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
• 오명을 씻다
• 인정의 세계
• 자기수양
• 신용과 상인계급
• Etc~~~~

루스 베네딕트

에도 막부의 붕괴원인

쿠로부네 사건 (1853년)

• 흑선의 출몰(?)
• 미국 동인도 함대에 대한

물리적 공포감(?)
• 대외적 변화를 소화시킬

역량부족의 일본정세(?)
• 1854년 미-일 통상조약

매튜 캘브레이스 페리 제독
(Matthew C. P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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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막부의 사회구성

사회-행정적 구성

• 9개의 지방 산하
• 62개의 국(國)예하
• 518개의 번(藩)
• 행정구역을 통한 지역별

조세제도

인적 구성원의 변화

• 무사계급의 상인활동
• 상인계급의 부상
• 사(士)농(農)공(工)상(商)
• 士를 제외한 계급의 평준화

명치유신 (明治維新)
: 무진전쟁의 시작

영 국

프로이센
(독 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1898년 The Times 삽화

서양이 동아시아를 앞서게 된 해 :

– Robert Fogel의 1750년 설

– 국부론과 독립선언서의 1776년 설

– “Life, Liberty and Happiness”
– Robert George의 1793년 설

• 동아시아가 서양을 앞선 연수

– 종이 1400년, 성냥 1000년, 우산 1200년

– 도자기 1700년, 인쇄 700년, 지폐 850년

• 서양이 동아시아를 앞선 두 가지 이유 :

① 기업차원의 경제조직 : 주식회사

② 나라차원의 경제조직 : 자본주의시장경제

Hardware 와 Software 발명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이력서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영국과 미국의
야생 자본주의시장경제 원년.

1791년 프랑스 자본주의 시작
1848년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원년
1868년 일본의 자본주의 시작. 일본의 주식회사

제 1 호 탄생.
1917년 러시아의 공산화
1948년 한국의 자본주의 시작
1949년 중국의 공산화
1959년 독일의 자본주의 시작
1991년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작
1992년 중국의 자본주의 시작

Global Capitalism의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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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혁명으로 시장경제의 탄생

• 정치▪정부가 기업에게 공갈▪협박을 못하게!

–피터 드러커

• 재산이 재산의 재생산 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정치자금 vs. 기업의 투자자금

• 시장경제의 자동유도 및 감시 장치.

안기부, 감사원이 시장경제 내부에 생긴다!

경쟁과 Invisible Hand가 하는 일?

자유시장경제의 7가지 경기규칙

① 사유재산(자본)의 보장 ⇒  자본주의

② 시장에 의한 생산∙분배 ⇒ 시장경제

③ 사익추구 보장

④ 경제적 자유 : 기업+ 직업 ⇒ 자유경제

=자유기업경제=자유시장경제

⑤다양성과 경쟁

⑥법치(rule of law)정부 ⇒정부통제 경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작은 정부가”

⑦친 기업적 문화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이후
(1918~1945)

전후 일본경제의 핵심 키워드

경제원조 고도성장

전쟁특수 성장위주 수출주도

냉전냉전속에서속에서경제경제 발전을발전을이루다이루다

동아시아에 끼친 냉전

à미국: 한국과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만들고자 함
à소련: 중국과 북한을 통해 미국 견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

:국방비의 부담을 덜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à한국, 일본: 미군의 지원
à북한, 베트남: 중국, 소련, 동유럽의 경제 원조

자본주의 진영의 무역 자유화

: 한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에 도움

일본의일본의고도성장과고도성장과한국의한국의경제경제발전의발전의연관성연관성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패배로 극도의 혼란

à일본 정부의 기간 산업 투자
à미국의 지원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부활
à6·25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

한국: 6·25 전쟁으로 기간 산업 파괴

à미국 원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공업 발달
à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박정희 정부)
à한·일 국교 정상화로 자금과 차관 도입
à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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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미국, 일본에 전쟁 물품 대량 발주

-무기, 트럭, 자동차 부품, 석탄,
섬유, 식품, 가구, 철선, 드럼통
판매

-전차, 함정, 자동차 수리

-전신, 전화, 하역 시설 건설

1.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한국과한국과일본일본경제가경제가더욱더욱발전하다발전하다

베트남 전쟁의 영향
:한국 참전 à 미국의 기술과 차관 제공
:일본 à 미국의 배후 기지 역할
일본의 성장
:기술 개발 등으로 통한 지속적 성장
한국의 성장
:1970년대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
:1980년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일본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배경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
:사회 보장, 환경 등에 공공 투자 억제
à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이란에서이란에서조선소를조선소를건설하는건설하는
우리나라우리나라기술자들기술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