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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책협정과 정당내․정당간 정치: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중심으로

이기완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

Ⅰ. 머리말

전후 점령기 일본의 정당정치가 경제정책과 경제부흥방식을 둘러싸고 자유주

의, 수정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축으로 분극화되는 과정에서 실시된 1947년 제23

회 총선거에서 사회당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깨고 제1당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

당은 단독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유당, 민주당, 국민협동당과 ‘4당 연합정

책협정’을 체결하고 6월 1일 가타야마 데쓰(片山哲) 중도연립내각을 성립시켰

다.1)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자유․국협의 4당은 정권형성을 우선적으로 염두

에 둔 나머지 각 당의 정책 차이를 심도 있게 조정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한 형태

로 남겨둔 채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한

1) 자유당은 사회․민주․국협 3당과의 연합교섭에 참여하여 4당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

였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의 관계를 문제삼아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에 직접적으로 참

여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통해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치과정과

그에 의거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연립정권이왜 연립여당 및 정당내

의 대립을 초래하는가하는 문제를 각 당의 기본정책과 연합정책협정 및 연립

정권의 정책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1947년 4월

총선거에서 사회당은 제1당이 되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보수정당

들과 연립정권 형성을 위한 연합교섭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권력

장악이라는 목표 하에 자유․민주 양당에게 상당한 정책적 양보를 할 뿐만 아

니라 애매모호한 4당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고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성립

시킨다. 그러나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석탄국가관리법안과 예산편성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연립여당인 사회․민주 양당간뿐만 아니라 양당내 정치세력의

대립을 초래한다.

결국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성립의 밑그림인 4당 연합정책협정이 석탄국가

관리법안 및 예산편성방침을 둘러싸고 연립여당인 사회․민주 양당의 상이한

입장 차이를 노정시켜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안정을 크게 뒤흔들고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과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한다.

◆ 주제어: 연립정권, 연합정책협정, 정당내 정치, 정당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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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석탄국가관리정책과 예산편성방침을 둘러싸고 사회․민주 양당의 격렬한

정책대립과, 다른 한편으로 연립정권의 참여와 정책의 해석을 둘러싸고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과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하여 1948년 2월 붕괴했다.

이에 본 논문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사례를 통해 첫째, 정책을 달리하

는 정당들이 어떻게 연합협상을 통해 정책협정을 체결하는가의 측면과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정당내․정당간 정치를 고찰하고, 둘째, 정당이 표방하는 기본정

책과 연합교섭에 의해 체결된 연합정책협정의 차이가 어떠한 형태로 정당내․정

당간 대립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포괄적이며 모호한 형태의 연합정책협

정이 연립정권의 안정성 및 지속성에 미치는 정치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하려는 데 있다.

이하 제2장에서는 기존 이론의 한계와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3장에

서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형성과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을 살펴

보고, 제4장에서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하에서 석탄국가관리법안과 예산편성

방침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당내․정당간 정치를 통해 연합정책협정이 연립정권

의 정책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딜레마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함의를 도출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연립정권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리커(W. Riker)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스완(A. De Swaan), 악셀로드(R. Axelrod), 테일러(M. Taylor), 레버(M. Laver),

스트롬(K. Strom), 버지(I. Budge) 등을 거쳐 1980년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이르

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주창되어온 대부분의 연립정권 이론은 연립정권의 ‘유지 및 붕괴’보다 주

로 그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즉 기존의 이론들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및 붕괴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형성 과정에서의 한계가 연립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식의 설명방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연립정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

조’를 구성하고 있는가의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우선, 리커(Riker, 1962)의 관직추구 이론은 연립정권에 참가하는 ‘정당의 수

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를 기본변수로 해서 어떠한 형태의 연립정권을 형성

하면 최소승리내각(minimal winning coalition)이 되는가를 중심 테마로 설정하

고 정당간의 주된 교섭은 각료 포스트의 수를 배분하는 제로섬게임이라고 주장

했다. 이러한 설명은 정당의 정책 또는 이데올로기를 간과하는 것으로 비현실적

이며, 더욱이 이론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성뿐만 아니라 연립

정권 유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반면 스완(Swaan, 1975: 361-375)의 ‘최소정책거리 이론’은 연립정권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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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책교섭을 ‘정책거리 최소화’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데올로기 차이가 적

은 연립정권의 형성을 예측하였고, 악셀로드(Axelrod, 1970)의 ‘최소승리인접 이

론(minimal connected winning theory)’은 정당간의 거리가 최소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인접한 정당간에 정책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합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연립정권의 안정성 및 지속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소홀히 취급하여 왔던 연립정권의 유지 및

붕괴와 관련하여 연합정책협정과 정당내․정당간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정책협정’이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및 붕괴에 어떠한 인

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그것이 정당내․정당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연립정권의 붕괴를 초래하는가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래 연합교섭은 각각의 이데올로기, 정책,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가진 정당

간 타협에 기초하고 있어 각 정당의 정책만을 엄격하게 고집하면 연합정책협상

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정당간 차이는 가능한 한 부각되지 않도록 애매

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한다(Laver, 1989: 313-317). 그러나

연합교섭을 통해 체결된 정책협정의 내용이 특정 정당의 정책과 현저히 차이가

날 때 그 정당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다. 즉 각 정당은 각각의 정책강령이

있고 각 정당에게 있어 타협하기 어려운 당의 정체성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한계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립정권이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과

정에서 특정 정당은 정당 본래의 기본노선을 넘어 양보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

러한 상황에 처한 정당이 정당간 정책조정 및 타협에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연립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연립정권과 특정 정당간의 정책 차이는 당내의 대립과 분열을 초래한

다. 현실적으로 정책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연립정권은 정책을 조정하고 타협하

여 정책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타협 후의 정책이 정당의 기본정책

및 선거공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당내에서 연립정권의 정책타협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여 당내 대립을 발생시킨다(이기완, 2002a: 160; Groennings, 1970:

462). 따라서 정당이 표방하는 기본정책과 연합정책협정과의 필연적 차이에 의한

정당내․정당간 대립 및 분열이 연립정권 취약성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게 된

다. 결국 연합정책협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당내․정당

간 협력 및 대립 범위와 정도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연립정권의 안정성

과 지속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기완, 2002c: 119).

이하에서 전개되는 실제의 분석 및 검토의 주안점은 이와 같은 체계적 인식

과 판단에 입각하여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사

례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연합정책협정과 정당내․정당간 정치의 관계를 고찰하

고, 연립정권의 ‘지속성 및 안정성’ 문제에 관한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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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Ⅲ. 연합정책협정과 정당간 거리: 가타야마 내각의 성립

1. 제23회 총선거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황폐화된 일본경제와 산업의 부흥은 전후 초기 정권

을 담당했던 내각과 국민에게 요구된 긴급한 과제였다. 당시 일본은 패전에 의

해 국내적으로 부의 파괴와 식민지 상실로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직

면했다. 전후 일본정치는 경제부흥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안고 전개되었다. 그러

나 1946년 5월에 성립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은 재정지출에 의한 생산

부흥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이는 극단적인 인플레와 격렬한 노동운동을 초래했

다. 일본경제의 3월 위기설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계획화를 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수정이 필요하

다는 인식과 차기 정권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내각의 성립이 바람직하다

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1947년 4월 25일 제23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의 주요 쟁점은 경제정책과 경제재건의 부담계층에 대한 문제였다. 각 당

이 표방했던 경제정책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 경제정책인가 국가관리에 의한 통제경제인가를 둘러싼 정당

간 정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정권을 담당했던 자유당은 경사생산방

식에 의한 생산의 재개를 주장하면서도, 불필요한 통제 철폐 및 경영권의 확립

과 개인의 창의력 존중 등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다(三谷太一郞, 1988:

108-111). 경영의 협동민주화를 주장한 국민협동당의 입장은 상당히 모호했지만,

대략 자유당 정책과 유사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사회당은 종합적 생산계획

수립과 국가관리를 주장했지만, 국가관리의 내용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2)

특히 사회당은 생산 자재의 국가관리와 배급제도의 철저한 확립을 역설했다. 공

산당은 재벌의 철저한 해체와 중점산업의 인민관리를 주장했다.

둘째, 경제재건을 어떤 계층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각 당의 정책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정당이 신흥 소득계층에 대한 과세와 불법거래의

근절을 주장하여 표면적 구별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유․민주 양당이 새 화

2) 민주당의 수정자본주의론과 사회당의 사회주의 국가관리론 사이의 친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민주 양당의 정책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가관리의 내용은 경영형태의 변경에는 반대하는 통제경제를 의미한 것이었

다. 즉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사회당이 주장했던 기본적인 생산수단의 국유․국영화 정

책과는 달리, 국가공유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공사(公私)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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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봉쇄 및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것의

정지를 주장한 사회당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표방했던 정책은 주로 단편적․추상적 공약

및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정당 본래의 기본정책과는 상이한 ‘선거용’의 의미가

강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당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유당과 공산당의 정책은 이데올로기 상의 양극에 위치하지만,

민주․국민협동당․사회 3당의 정책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단순히 이데올로기

상에서 좌․우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경

제정책을 이데올로기 상에 배치하면 자유당의 자유주의, 민주당의 수정자본주의,

국민협동당의 협동주의, 사회당의 사회주의적 국가관리, 공산당의 인민관리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리하여 전후 경제부흥 방법 및 운용과 관련하여 각 당의 선거공약이 중요

한 의미를 가졌던 제23회 총선거에서 사회당은 일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1

당이 되었다. 총선거 결과에 대해『아사히신문』(『朝日新聞』1947/4/25: 28)은

사회당이 제1당이 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지만, “패전의 현실과 그것에 직

면한 국민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국제적인 주시 속에서 국민의 정치

적 자각과 민주주의를 충분히 보인 것이다”고 논평했다.3)

한편 제23회 총선거의 특징은 정권을 형성하는데 기본조건인 과반수를 차지

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의석 수는

466석 중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제2당과의 차이는 12석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제1당인 사회당의 ‘단독 소수파 내각 구상안’과 ‘사회당 중심의 연립

정권 구상안’이 급부상했다.

2. 연립정권 형성을 둘러싼 정당내 정치

총선거 결과 제1당이 되어 사회당의 수반 가능성이 현실화된 정치국면에서

사회당 좌․우파는 보수정당과의 연립정권 구상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즉 사회주의 정책실현을 전면에 내건 연립정권인가, 구국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정치적 안정을 표방하는 연립정권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연립정권의 범위를 사

회․공산․민주․국협의 정당간 조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자유․민주․

국협의 정당간 조합으로 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木下

威, 1982: 87-88).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공산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려는 입장은

사회당 좌파에게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좌파의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1995)는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 “현재의 조건 하에서 아직 공동 정부를 요구할

3) 제23회 총선거에서 각 당이 획득한 의석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당: 143석, 자유

당: 131석, 민주당: 124석, 국민협동당: 31석, 공산당: 4석, 제 파: 21석, 무소속: 12석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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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립정권의 정당간

조합과 관련한 정국의 초점은 자유당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싼 문제라

고 말할 수 있었다.

사회당 니시오 스에히로(西尾末廣, 1991: 108-112)서기장은 “사회당 정책 이

외에는 패전한 일본의 부흥은 있을 수 없고, 사회당은 다른 정당과의 연립내각

에 참여하는 이외에 당의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고 연립정권에의 참여를 적극

주장했다. 또한 제1당인 사회당에서 수상이 나올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자유당을

수반으로 한 자유․사회․민주․국협의 4당 연립정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명

확히 했다.

그러나 5월 7일 개최된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좌파는 당의 정책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사회당 수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당을 연립정권의 정당간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스즈키(鈴木茂三郞, 1970: 203)는 보․혁 양당제를 이상적 정치체제로

간주하고, 연립정권을 일탈한 정권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타야마 내각인가

연립내각인가’의 문제에 대해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르주아 반동인 보수정당과의 연립내각을 단호히 배격하는 방침은 제

2차 당 대회에서 확인된 정신이다”고 주장했다(鈴木茂三郎, 199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기인

하고 있다. 첫째, 연립정권의 구성을 둘러싼 대립이었다. 우파가 보수정당과의

타협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에 반해 좌파는

불가피하게 보수정당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회당 수반 하에 양당 중

에서도 진보적 인사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연립정권의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었다. 우파는 노농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요구대로 움직일 수는 없고 사회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구국의 입장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좌파는 노농 대중의 목소리는 일본 민주화의 토대

이고 그 강력한 지지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므로 노농 대중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회당이 ‘위기돌파대책요강’에서 총괄했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木下威, 1982: 53).

이리하여 연립정권의 수반, 대상, 그리고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당 좌․우파는

격렬하게 대립했다(片山內閣記錄刊行會, 1980: 215-232). 즉 사회당에는 니시오를

비롯한 우파처럼 정책타협을 통한 정권형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사회

당 단독정권을 끝까지 주장하며 연립정권을 반대하는 좌파 세력도 존재했다. 그

러나 사회당 좌파는 연립정권 문제로 당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국협

양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국 수습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

다.

민주당 내에는 아시다 히토시(芦田均)파의 중앙정당구상과 시데하라 파의 자

유당과의 보수합당구상이 대립했다. 민주당은 시데하라를 수반으로 한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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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양당 연립정권 또는 자유․민주․사회․국협의 4당 연립정권을 추진하려는

다나카 만이쓰(田中萬逸), 기무라 고자에몬(木村小左衛門) 그룹과, 사회․민주․

국협의 3당 연립정권을 주장하는 아시다 그룹으로 양분되었다. 즉 자유․사회

양당의 중간에 위치한 민주당은 자유․민주의 양당 연립정권을 표방했던 시데하

라 파와 이에 반대했던 아시다 파의 갈등이 공석중인 당수 결정문제와 연결되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5월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4당 연립정권론이 우세했지

만, 다음 날 양원 의원총회에서는 총재문제로 양 파벌이 대립하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朝日新聞』1947/5/5).

그러나 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아시다 간사장은 사회․자유․민주 3당

의 의석 수가 팽팽히 맞서는 상태에서 자유․사회 양당 사이에서 ‘상대적 약자

효과(relative weakness effect)’(Browne and Franklin, 1973: 453-469)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반을 획득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립정권의 구체적

정당간 조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연합교섭에서

가진 ‘한계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여 의석 수보다도 유리

한 결과를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자유당의 경우 요시다 총재는 일찍부터 야당으로의 입장을 굳혔지만,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간사장은 위기국면에서는 연립정권도 불가피하며 사회당의 입

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립양상을 보였다. 자유당은 “4당 연립

내각에 의한 거국태세로 차기정권의 수립에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지

만,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朝日新聞』1947/5/11). 자유당은 입각 의사를

가진 간부들 때문에 연립정권에의 참여인가 야당으로 돌아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3.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당간 정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립정권의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각 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1당으로 정권수립을 주도한 것은 사회당이었지만, 중추

정당(pivotal party)인 동시에 완충정당(buffer party)의 역할을 한 것은 민주당이

었다(篠原一, 1984: 29-40). 이데올로기 좌표상에서 민주당의 정책은 자유당과 사

회당의 중간에 위치하여 완충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지지 향방에

의해 연립정권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했다. 즉 민주당의

동향에 따라 사회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아닌 자유․민주 양당의 보수 연립정권

형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협동당은 다수파 공작에 불필요한 보완

정당(complementary party)으로 연립정권의 향방에 규정력이 거의 없었다. 따라

서 연합교섭의 내용은 사회당 정책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정책을 중

심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후일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과 이데

올로기 논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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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간 연합교섭은 5월 8일 요시다와 가타야마의 회담으로 본격화했다. 5

월 9일 사회당의 제의에 의해 열렸던 사회․자유․민주․국협의 4당 회담은 우

선 4당 연립정권으로 난국 타개에 협력한다는 총론에는 합의했다. 그리고 연립

정권 형성을 위한 각론은 4당 간사장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담에서

사회당이 가타야마를 수반으로 할 것을 제의했지만, 자유․민주 양당은 회답을

유보하여 사회당 수반 문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5월 12일 제1차 4당 간사장 회담은 각료 할당과 정책협정을 우선적으로 논의

하기로 하였다. 각료와 정책에 대해 사회당은 제1당으로 원안을 제시했다. 사회

당 니시오 서기장이 정책협정 원안을 제출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단

각료 할당에 대해서는 사회(5)․자유(5)․민주(5)․국협(1)로 할 것에 합의했다.

14일 제2차 간사장 회담에서 민주당이 국가관리와 금융통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 새 화폐의 봉쇄를 단행하지 말 것 등을 명기한 4당 연합정책협정안을 제

출했다. 이를 토대로 16일 제3차 간사장 회담에서 4당 연합정책협정안이 결정되

었다.

<표 1> 사회당 원안과 4당 연합정책협정안의 비교

자료: 木下威(1982: 92-93)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형성을 위해 체결한 4당 연합정

책협정에는 정당간 정책 차이가 부각되지 않도록 구체적 정책방침을 제시하지

순위 구분 내용

1

사회당 원안 ․경제위기돌파를위해종합적정책에의거하여국가통제를실시

4당연합

정책협정안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현재의경제조직을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필요한

국가통제를실시

2

사회당 원안 ․생산증강을위해초중점정책을취하고중점기초산업은민주화된국가관리로대체

4당연합

정책협정안
․생산증강을위해초중점정책을취하고중점기초산업은필요에따라국가관리실시

3

사회당 원안
․ 산업재건은 경제안정본부를 확대․강화하고 기업가와 노동자의 자주적, 적극적인

협력하에실시

4당연합

정책협정안
․산업부흥은기업가와노동자가적극적협력하에실시

4

사회당 원안
․인플레극복은건전재정주의를 견지하고금융통제를 행함과 함께 인플레 및불법거

래이득자의희생과부담으로실시

4당연합

정책협정안

․인플레극복을위하여건전재정주의를견지하고, 필요한금융통제실시. 또한인플레

극복에즈음하여인플레및불법거래이득자의부담중시. 단, 새화폐의봉쇄및군사

공채이자지불등의정지를행하지않음.

5

사회당 원안
․산업재건과민생안정을위하여, 특히 중요한 식량문제해결을위하여식량의완전공

출확보와불법거래박멸에만전의조치를강구

4당연합

정책협정안

․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비료, 농기구, 그 밖의 농어업용 필수물자의 공급을 확보하여

식량증산을꾀함과동시에공출제도를신속히개선하여완전공출을도모

․또한산업재건과민생안정을위해불법거래박멸에만전의조치를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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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4당 연합정책협정안을 사회당

원안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수정과 대담한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

을 알 수 있다(片山內閣記錄刊行會, 1980: 220).

첫째, 제1항에서 “현재의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구절을 새롭게 첨부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사회당이 표방했던 사회주의적 국가관리를 부정한 것이었다.

동일선상에서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주의를 단행하기 위하여 중요

기초산업 등에 국가 통제․국가 관리․금융 통제”등을 고려한 것이었다(木下威,

1982: 94). 그러나 4당 연합정책협정안에는 그것에 ‘필요한 경우에만’이라는 조건

을 붙여 사회당 원안에 제동을 걸었다.

둘째, 제3항의 산업부흥에 대해 사회당 원안에서는 경제안정본부를 확대․강

화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것이 4당 연합정책협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관료

통제 형태의 국가통제에 대해 자유․민주 양당이 반대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제4항의 인플레 극복에 대해 사회당 원안에서는 “인플레 및 불법거래

이득자의 희생과 부담으로 이것을 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4당 연합정책협

정안에서는 인플레 및 불법거래 이득자의 부담을 중시한다는 형태로 표현이 완

화되었다. 또한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는 사회당 좌파의 인플레 대책에서 중요

한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4당 연합정책협정안에서 명백하게 부정되었다(松岡英

夫, 1990: 58-59).

4.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성립

이 4당 연합정책협정안의 타협점을 모색하던 제2차 간사장 회담 후, 사회당

좌파는 5월 15일, 공산당과의 ‘절연성명’을 발표했다(信夫淸三郞, 1966: 556-557).

이 성명에서 사회당 좌파 가토 간주(加藤勘十)와 스즈키는 금후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 사이에는 공식적․개인적으로 어떠한 연계도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들은 공산당과의 절연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당 수반 정권의 실현과 그 정권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4) 즉 이 성명은 ‘좌파의 우파에 대한 협력선언

인 동시에 좌파의 입각에 대한 의지 표명’을 의미한 것이었다.

사회당 좌파의 절연성명과 4당 연합정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연립정권

형성을 둘러싼 정당간의 완전한 합의는 요원했다. 왜냐하면 자유당의 요시다가

4)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 마쓰모토 지이치로(松本治一郎) 등은 공산당 비판의 자세를

가지면서도 공산당과의 공동투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스즈키 및 가토의 입장과 차이

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당 좌파는 스즈키․카토의 ‘현실 좌파’와 아라하타․마쓰

모토의 ‘순정 좌파’로 분열하였다. 또한 후일 노동자 농민당을 결성하는 복선이 되기도

하였다. 이 성명은 좌파 입각에 불안을 느꼈던 자유당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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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과의 연립정권 형성 그 자체를 강하게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松岡英夫, 1990: 64-65).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시

다의 반공정신과 좌파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다. 둘째, 요시다 내각 말기 사회당

과의 연립공작에서 심어진 사회당 불신의 경험이다(林由美, 1984: 263). 셋째,

보․혁 연립정권에 대한 불신이다(吉田茂, 1985: 55).5) 그리하여 당시 국내 정치

적 환경이 사회당 중심의 연립내각을 통한 경제부흥 실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유당이 어떤 구실로 연립정권을 둘러싼 교섭에서 탈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되었다.

이를 위한 구실이 ‘좌파 숙청’이었다(片山內閣記錄刊行會, 1980: 229). 요시다

는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 자유당에서 각료를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타야마 수반에 찬성하는 것과 당으로 연립정

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다. 5월 19일 가타야마․요시다의 회

담에서 요시다는 가타야마 수반 내각의 성립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하지만, “자유

당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공산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경위”에서 사회당 좌

파와 공산당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단지 좌파가 입각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당내에서 좌파를 일소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木下威, 1982: 96). 자유당 오노 간사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명백한 타당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다. 이를 알면서도 사회당에 위와 같이 요구했던 것은 사회당의 거

절을 연립정권 교섭 탈퇴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片山內閣記錄刊行會,

1980: 228-229).

자유당은 이데올로기 차이를 핑계삼아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을 거부하고, 또

한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하여 자유당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역으로 자유당의 존

재를 위협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품어, 결국 중도연립내각에의 참여

를 거부했다.

이리하여 연립정권 형성에서 캐스팅 보트를 잡았던 민주당의 동향이 가타야

마 정권 성립 여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었다. 5월 18일 민주당은 아시다 간사

장을 총재로 선출하여 사회․민주․국협의 3당 연립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

다. 특히 자유당을 탈당했던 아시다는 요시다에 대한 경쟁 의식이 강했고 이전

부터 4당 연립정권 또는 자유․민주 양당 연립정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

다. 결국, 이것은 연립정권의 정당간 조합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보수정당을 분단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아시다 파의 주도권 확립은 가타야

마 중도연립내각을 성립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6월 1일 사회당, 민주당, 국민협동

당을 연립여당으로 하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성립했다.

5) 요시다는 “거국일치 내각 또는 연립 내각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혹은 정

책이 일치한 정당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정당․정파가 권력 유

지를 위하여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립 내각을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타락이다”고 주

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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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조정의 딜레마

1. 석탄국가관리 입법을 둘러싼 정치과정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경제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국가관리 문제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6월 2일 1947년도 석탄 3000만톤 생산계획을 결정했다(西尾末

廣, 1969: 161). 이에 따라 6월 3일 경제안정본부는 ‘임시 석탄국가관리법안 요강’

을 작성하고, 6월 5일에는 상공성(석탄청)도 ‘석탄증산 긴급조치 요강’을 발표했

다. 그러나 이 양자의 입장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여, 그 후 협의 과정을 거

쳐 경제안정본부 안을 축으로 한 ‘탄광국가관리 요강안’을 6월 28일 경제 각료

간담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각료의 반대에 부딪혀 6월 28일 협의는 난관에 봉착했

다. 연립여당인 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민주당은

수정자본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기업을 국가관리 하에 운영하는 사회주의 정

책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 둘째, 탄광업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에게 있어 이 법안의 수용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의 와해를 의미했다

(川口英俊, 1997: 198). 그 때문에 민주당은 증산의 필요성에 따른 부분적 국가관

리는 인정했지만, 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

만 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 입장은 매우 복잡했다. 아시다 파가 수정자본주

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주의 정책의 일부

수용 자세를 보여 사회당이 추진하는 탄광 국가관리법안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시데하라 파는 수정자본주의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국

가관리법안에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日本經濟新聞』1947/7/24).

이러한 정부안에 사회당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信夫淸三郞, 1966: 638-639). 사

회당은 정부안이 석탄청을 국가관리 책임자로 하여 관료통제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관리의 주체를 탄광 단위의 경영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

했다. 석탄국가관리 문제를 계기로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여당 내 정책 불일

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사회주의 정책 구체화 움직임은 곧바로 연립여당 내 정책대립으로 비화하여 연

정의 틀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그 결과 7월 7일 여당 3파 연락협의회는

“3파 전문위원회에서 각 당이 만든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조정하여 국회에 제

출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리하여 8월 6일부터 연립여당 내 정책조정이 행해졌지만, 사회당 안과 민

주당 안 사이에는 세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다. 첫째, 관리대상의 범

위에서 사회당은 전체 탄광으로 할 것을, 민주당은 일부 탄광에만 한정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둘째, 사회당은 일원적 관리방식을 주장한 것에 비해, 민주당은

통제․감사․관리라는 3구분의 관리방식을 주장했다. 셋째, 생산협의회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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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사회당은 생산협의회를 집행․의결기관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

주당은 자문기관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朝日新聞』1947/7/19).

연립여당 내 정책조정을 통해 8월 15일 ‘임시탄광 국가관리 요강안’이 성립되

었다. 이 안은 연립여당 내 정책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생산협의회가 의결기관이 되고 경영자 1, 직원조합 대표 3, 노동조합

대표 4로 구성되어 노동자측에 주도권을 준 것이라고 반대했다(木下威, 1982:

136).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 석탄광업 관리 법안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비주류파는 19일 “정부

의 국가관리 안을 일단 승인하지만, 국회 광공업위원회에서 끝까지 민주당 수정안의

관철을 기한다”고 결정했다(通商産業省․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會(編), 1992: 102). 연

립여당의 일각을 이루는 민주당이 정부안 수정을 전제로 국회 심의에 임할 것을

결정하여 탄광 국가관리법안 심의는 파란이 예상되었다.

사회당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부안에 찬성할 것을

결정했다. 사회당 좌파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경제정책을 기본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당의 정책을 실현하려 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시

기에 사회당 좌․우파는 니시오 관방장관과 스즈키 정조회장의 협력관계가 형성

되어 당내 통일을 유지하고 있었다(『朝日新聞』1947/9/9). 그러나 오카다 하루

오(岡田春夫)를 비롯한 일부 좌파 의원들로부터 “수정을 되풀이한 정부안은 이

름만 국가관리이지 내용은 국가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하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朝日新聞』1947/9/14).

결국 임시 석탄광업 관리 요강안은 연립여당 내 정책대립과 타협과정에서 당

초 사회주의적 경제 사회화라는 목표와 매우 동떨어진 형태로, 9월 18일 내각

결정을 보고 25일 국회에 상정되어 같은 날 중의원 광공업위원회에 위임되었다

(日本經濟硏究所, 1958: 789-794). 동 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8월 15

일 결정된 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출했고, 미해결 부분은 여당 3파 정

조회장 회담과 3당수 회담의 정치적 절충에 위임했다. 11월 7일 민주당은 대폭

적인 수정안을 결정했지만, 사회당은 연립정권의 틀에 구속되어 민주당 안을 거

의 그대로 받아들여, 11월 11일 정부 수정안이 결정되었다(菊地雄夫(編), 1953:

17-35).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회당은 당내 좌파의 강한 비난에 봉착했다. 특히 사회

당 법안을 고집했던 좌파의 오카다가 중의원 광공업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는 사

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회당은 전체적으로 석탄국가관리 문제에 대해 가타야

마 중도연립내각을 지지할 방침을 결정했다(『朝日新聞』1947/11/13). 그러나 사

회당 좌파의 협조 자세는 우파의 히라노 리키조우(平野力三) 농림장관 파면을

계기로 일변하게 되었다. 좌파는 후임 농상에 사회당 좌파의 노미조 마사루(野

溝勝)를 추천했지만, 사회당 우파, 민주당, 국민협동당이 반대하여 사회당 중간파

의 하타노 가나에(波多野鼎)가 농림장관이 되자 스즈키를 중심으로 한 좌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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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야당’을 선언하고,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민주당 ‘의존’을 격렬하게 비

난했다. 이를 계기로 니시오와 스즈키의 협력관계가 붕괴되고 당내 대립은 한층

더 격화하였다(이기완, 2002b: 201).

민주당 내에서는 석탄국가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아시다 주류파와 시데하라

비주류파가 격렬한 대립을 계속했다. 연립여당 내 타협에 의해 민주당의 정책을

대폭 받아들인 3당 공동 수정안이 결정되었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내

국가관리 반대파 움직임은 진정되지 않았다. 시데하라 파와 탄광경영 관계의원

에게 있어 석탄국가관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지지 기반의 이해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었다. 민주당 수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에 의해 석탄국가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민주당 주류파와 시데하라를 비롯한 반대파의 대립은 상당

히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11월 13일 후리하타 도쿠야(降旗德彌), 혼마 슌이치(本

間俊一) 등이 자유당 간부와 회담하고, 14일 시데하라가 요시다와 회담하는 등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당과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11월 23일 민주

당 긴급 총무회는 후리하타를 제명 처분에 부쳤고, 28일 중의원에서 법안 채택

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7명을 제명하고, 17명에게 탈당권고를 했다. 탈당자는

11월 30일 시데하라를 중심으로 ‘동지클럽’을 결성하여 민주당은 분열하게 되었

다(芦田均, 1986: 12).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석탄국가관리 법안을 둘러싼 정치과정은

연립여당인 사회․민주 양당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당 내 좌․우 양파 사이의

세력관계 변화 및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당간의 대립과 정당내

의 분열은 연합정책협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해 야기된 정당구

도의 재편성 속에서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2.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치과정

위에서 살펴보았던 석탄국가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초래된 정당내․정당간 대

립이 연립여당의 균열을 낳는 하나의 정치적 진원지였다면, 예산편성방침을 둘

러싼 문제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통합구심력을 크게 뒤흔드는 요인이 되었

다. 사회당은 쇼와(昭和) 23년도(1948년) 예산편성방침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은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재정정책의 연장을 위하여 어쩔 수 없지만, 1948년도

예산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4당 연

합정책협정에 얽매임 없이 과감한 방침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社會新聞』

1947/12/8). 사회당 본래의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타야마 중도연

립내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당이 자유․민주․국협의 3당과 체결했던 4당

연합정책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사회당은 군사공채 및 봉쇄예금 이자지불 정지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방침을

1947년 12월 8일 정조회에서 결정했다.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는 4당 연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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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4항에서 “새 화폐 봉쇄 및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 등은 행하지 않는다”

고 명기되어 있어, 사회당 정조회가 이를 예산편성방침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커

다란 정치적 쟁점을 야기했다. 더욱이 사회당 정조회는 12월 18일 4당 연합정책

협정 파기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했고, 19일 가타야마 수상에게 이를 제의했다.

사회당 좌파로서는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는 제2회 당 대회에서 당 기본정책으로 결정

된 것이고 그 후에도 일관하여 주장한 정책이었다(『朝日新聞』1947/12/19: 20).

이러한 사회당의 예산편성방침은 민주당 방침과 정면에서 대립하는 것이었

다. 민주당은 1947년 12월 11일 대표회의에서 예산편성은 4당 연합정책협정 범

위 내에서 행할 것을 결정했고(『朝日新聞』1947/12/12), 도마베치 기조우(苫米

地義三) 간사장이 이를 공표했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사회당 정조회의 차년도

예산요강 속에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가 포함되었던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기

때문이다(片山內閣記錄刊行會, 1980: 349). 더욱이 1948년 1월 7일 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에 대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朝日新

聞』1948/1/8).

이리하여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예산편성방침(大藏省財政史室(編), 1981:

1030-1035)과 4당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민주당과 사회당의 대립 속에서 연립

여당의 통합 구심력을 급속히 잃게 되었다. 1948년 1월 8일 차년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3파 정조회장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스즈키

는 “자신은 처음부터 4당 연합정책협정을 무시할 생각이었지만, 이 협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재차 논의되기 때문에 파기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 틀이

있는 한 예산편성에 대해 협의할 수 없다”고 말해, 4당 연합정책협정 파기를 전

제로 예산편성을 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가와사키 히데지(川

崎秀二) 정조부회장은 “4당 연합정책협정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형성의 토대

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내각의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수하여, 4당 연합정

책협정 파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社會新聞』1948/1/12).

사회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제안정본부와 대장성 사이의

헤게모니 다툼과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민주당과 대장성이 4당

연합정책협정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회당과 경제안정

본부는 4당 연합정책협정 파기 위에 새로운 정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여 격렬하게 대립했다(『朝日新聞』1947/12/22).

이러한 대립은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경제안정본부 장관이 사회당과 가깝고

구루스 다케오(栗栖赳夫) 대장상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책상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었다. 사회당과 경제안정본부는 신(新)물가체계 유지에 의한

인플레 억제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 민주당과 대장성은 신(新)물가체계 유지보다

는 행정정리 등으로 재정균형을 꾀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할 것을 주장하고 또한

금융체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에 반대했다.

1948년 1월 7일 대장성과 경제안정본부는 재차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연합정책협정과 정당내· 정당간 정치 33

못하여 예산편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자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상의 검토를 총괄하면 석탄국가관리 법안과 히라노 농림장관 파면 및 그

후임인선을 둘러싼 정당내․정당간 대립과 더불어 예산편성을 둘러싼 경제안정

본부와 대장성 사이의 대립은 한층 연립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요인이 되었다.

연립여당내 사회․민주양당의 대립과 그 정당에 기반을 둔 정부 부처내 경제안

정본부와 대장성의 대립 표면화에 의해 연립여당의 통합 구심력이 크게 저하됨

과 함께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위기에 박차가 가해졌던 것이다. 또한 사회당

우파 일부의 탈당과 민주당 시데하라 파의 탈당은 정당체계의 재편성을 초래하

고 동시에 정권 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연립정권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Ⅴ.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과 정당내 정치: 가타야마 내각의 붕괴

1948년 1월 16․17일 열린 사회당 제3회 당 대회에서 좌파는 가타야마 중도

연립내각의 정책운용과 관련해서 연립여당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4당 연합정

책협정 파기와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파는 이 제안

이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구성하는 연립여당의 대립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자유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여 좌․우파의 대립은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시오 서기장은 “4당 연합정책협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고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협정을 맺어 당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信夫清三郎, 1966: 704). 그러나 4당 연합정

책협정 파기와 군사공채 이자지불 정지는 찬성 366, 수정안 찬성 345로 원안대

로 가결되었다. 사회당 좌파는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붕괴된다해도 사회당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사회당 좌․우파의 대립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되었다.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은 1948년 1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재원을 철도

운임 및 통신요금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다(堀江湛․政治改革コロキアム,

1994: 223). 그러나 스즈키 예산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당 좌파는 정부 재원안에

난색을 표시하며 무역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메리야스 수출 불합격품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社會新聞』1948/2/4). 이리하여 가타야마 중도연

립내각과 사회당 좌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사회당은 1948년 1월 31일 중앙집행

위원회에서 니시오 관방장관을 포함한 자당 소속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협

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사회당 우파의 니시오 관방장관과 미즈타니 조자부로(水谷長三郞) 상공상은

철도운임 및 통신요금 인상은 내각의 결정사안이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각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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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林由美, 1984: 285).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서 아사누마 이네지로(淺沼稻次郞) 서기장이 타협안을 제출했지만, 사회당 좌파

는 철도운임 및 통신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타협안에 반대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표결 투표가 실시되어 우파가 제시했던 타협안이 당론으로 가

결되었지만, 좌파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月刊社會党編集部,

1974: 162). 즉 좌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반대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 사회당은 내부 분열 위기에 빠졌고 가타야마 중도

연립내각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월 5일에 개최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좌파의 스즈키 위원장은 추

가경정예산안의 재편성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사회당 좌파와 야당

인 자유․공산 양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연립여당 제1당인 사회당 좌파의

반란에 의해 정부 추가 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과 사회당 좌파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즉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당 좌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이

에 사회당 우파는 좌파와의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양파는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여 2월 9일 가타야마 내각은 총사직을 단행했다. 사회당 좌파의 반란은 연

립정권의 주도적 세력임에도 왜 당 본래의 기본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가 라는

내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가타야마 내각에서 사회당의 위치를 고려하

면 비현실적이고 성급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內田健三, 1986:

14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석탄국가관리 법안을 둘러싼 사회․민주 양당의 대

립 및 민주당의 분열, 히라노 파면과 후임장관 문제를 둘러싼 사회당 좌․우파

의 대립과 좌파의 당내 야당 선언, 그리고 히라노 파의 탈당에 의한 사회당내

세력관계의 변화와 신당운동 등 일련의 사건이 가타야마 내각의 정당내․정당간

대립과 연계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속에서 가타야마 내각은 붕괴하게 된다.

Ⅵ. 결론

본 논문은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당내․정당간 정치와 정당의 기본정책과

연합정책협정의 차이가 연립여당의 균열과 정당내의 대립에 미치는 영향을, 가

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연립정권

형성과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사회․민주․자유의 정당내․정당간 정

치와 연합정책협정이 사회당 정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고, 그 위에서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입법화하려던 석탄국가관리법안과 예산

편성방침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당내․정당간 대립으로부터 파생한 정책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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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 형성을 위한 연합교섭

과정에서 정당간 정책합의를 소홀히 한 가운데 체결된 4당 연합정책협정으로 인

해 연립여당인 사회․민주 양당은 석탄국가관리법안 및 예산편성방침을 둘러싸

고 각기 다른 정책 및 입장을 피력하여 연립정권의 안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

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4당 연합정책협정은 오랜 시간 구체적인 연합교섭을 통

해 정당간 정책의 조정 및 타협에서 도출되었던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권력 장

악’이라는 목표 하에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행해진 것이

었다. 즉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은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결집한 것일 뿐 정책타협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가타야마 중

도연립내각이 경제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석탄국가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을 상정하자, 연립여당인 사회․민주 양당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어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잠복되어 있었던 사회․민주 양당 내 대

립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이 입법화하려던 석탄국가관리법안의 해석과 예상편

성방침을 둘러싸고 당내 각 세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뒤얽혀 발생했다. 사회

당 내 좌파는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의 협력을 중시하여 가타야

마 중도연립내각의 성립을 지지했지만, 히라노 농림장관 후임을 둘러싸고 우파

와 대립하였으며 더 나아가 4당 연합정책협정의 파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의 형성을 둘러싼 과정에서 사회․민주․국협의

3당 연립정권을 추진했던 아시다 주류파에 대해 시데하라 비주류파는 자유당과

의 보수연계 또는 자유․민주․사회․국협의 4당 연립정권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그 후 아시다 주류파의 중앙정당구상과 시데하라 비주류파의 보수합

당구상이 석탄국가관리법안을 둘러싸고 정책대립과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되었

다. 그 결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석탄국가관리문제에 반대함과 동시에 시데

하라를 중심으로 동지클럽을 결성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정당내 정치―특히 사회당 우파의 일부 탈

당―의 문제이다. 본 연구자는 본론에서 석탄국가관리 문제는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렴하는 방향에서 절충을 모색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로 이 점

이 기존의 정책추구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책

거리에서 사회당 우파(니시오파와 히라노파)와 민주당 내 아시다파는 석탄국가

관리 문제에서 비교적 정책타협이 가능한 세력이었고, 반면 사회당 좌파와 민주

당내 시데하라 파는 이에 반대할 세력이 될 것이다. 정책추구이론으로는 민주당

내 보수세력의 탈당에 관해서는 석탄국가관리 문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회당

우파의 일부 탈당(히라노파)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히라노의 농림장관 파면과 이를 계기로 진행된 사회당 좌우 양파뿐만 아니

라 우파 내 주도권 다툼이라는 정당내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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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거리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결국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정당간 정치뿐만 아니라 정당내

정치를 고려해야만 연립정권의 유지 및 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정책 총론과 각론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연립정권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연립여당 내 정책조정 및 타협, 그리고 정당내의 각 세력간 이해관

계 등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연립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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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conflicts in the coalition government

and in the participating parties of the Katayama Middle Coalition Cabinet.

In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1947, the Japan Socialist Party became the

first ruling party. However, after failing to hold a majority, they began

negotiations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with other conservative parties.

During this process, the Japan Socialist Party provided considerable policy

concessions to the liberal and the democratic parties, who were adhering to

the target to gain power. Moreover, they agreed to “the four-parties’

coalition policy agreement” despite its too simplicity and ambiguouity in

guickly forming the cabine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cabinet was faced with conflicts while

preparing a bill for the nationalization of the coal and mine industry and the

compilation of the 1948 yearly budget. Such conflicts include not only those

between the Japan Socialist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but also within

each party due to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conditions in “the four-parties’

coalition policy agreement”. Although the agreement was designed to organize

the middle coalition cabinet, it violently shook the government. Moreover, it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Socialists and some

disruptio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u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use of the conflicts occurring during

the political processe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which works out and

pushes policies based on a coalition policy agre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sic policies of each party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hilosophies of the

basic policies and “the four-parties’ coalition policy agreement”.

Keywords: Coalition Government, Coalition P olicy Agreement, I ntraparty P olitics,
I nterparty P 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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