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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봉합은

한일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국가의 외교적 대응,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동학, 국제체제적 변화 등의 국제정치적 움직임과 밀

접하게 연동하며 전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 7월 설

립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정

책으로써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

아여성기금’)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일

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본 논문은 ‘일본 정부는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선택하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정책

결정의 원인과 과정의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

인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1차 자료 중심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

근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인정’, ‘인식’, ‘해결’이라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수

의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

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은 19

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

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유엔외교 정책이자 일본의 ‘정치대국

화’와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이었으며,

일본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에 따라 형성된 연립정권 내부 실용주

의 기반의 연대세력 간 국내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규

명한다. 덧붙여 전후책임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

범 및 국내외 사회적 요구 수용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분열되어있



던 정치 지도층 내부 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보상이 아닌 민간모금

과 복지 지원을 통한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제한적

규범수용 사례로써 정책의 성격이 결정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이해를 바

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가지는 ‘완결’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

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전후책임 문제

해결 또는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일본의 외교정책 사례연구로서 연

구의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여성기금’, 국제규범, 전후책임,

일본외교정책,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학 번 : 2016-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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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질문

한일관계에서의 역사적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 또는 국제관계

적 맥락에서 이해되기보다 한국과 일본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전후 국제정치, 특히 미국의 동아시

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개되었으며, 국제규범의 발전과도 연

동하며 진행되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사례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

부’1) 문제 또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후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외 시민운동,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초국가적 연대운동 등으로 그 범

위와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

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틀을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요인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국내정치적 과정

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2)은 199

5년 7월 설립 이후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도 2007년 3월에 그 사업을 종

1) 위안부, 종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성노예 등의 용어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그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
어로서 일본군‘위안부’ 또는 ‘위안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안부’란 1931년

부터 15년간의 전쟁을 치른 일본이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하여 군인들을 대상

으로 마련한 여성의 성을 제공하는 시스템 속에 동원되어 성노예 역할을 강요당
한 여성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서울: 서울특별시, 2016), 15쪽).
2) 정식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지만 이를 줄임말은 일본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 (Asia Women’s Fund), 한국에서는 국민기금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민기금’은 기금이 가지는 민간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본 논문의 취지

는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시도로서의 기금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

닌, 하나의 일본외교 정책 사례로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업이 공

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줄임말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사용하되 따옴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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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할 때까지 운영되었으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 문제 합의 이전까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부 정책으

로서 존재해왔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학술

적 연구가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지닌 법적, 도의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함

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실질적

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도출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이 추진된 원인과 배경,

실제적인 정치과정, 그리고 기금 정책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일련의 정치과정 속에 위치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였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본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아시아

여성기금’ 정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외교적 대

응과 국내외 압력에 반응하여 일본이 아시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문

제의 ‘해결’3)을 시도한 사례였다. 하여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의 결정 과

정을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포착하고, 앞

으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책이 시사하는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일본 정부는 왜 일본군‘위안부’ 문

제의 해결책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선택하였는가’로 설정하고, 통합적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의 원인과 과정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 결

과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은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

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UN외교 정책이자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이라는 국내정치

3) ‘해결’은 좁게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배상, 보상, 청구권의 문제를 샌프란

시스코 조약이나 다양한 양자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 온 기존의 갈등 봉
합 정책을 뜻하며, 넓게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정치적 결착 및 합의

를 뜻한다 (기미야 다다시 저, 손석의 역, 『일본의 한반도 외교』, (서울: 제이앤

씨, 2013), 16쪽). 본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앞서 서술한 정의
중 광의(廣義)의 해결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부 간의 ‘해결’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국가 간 결착이자 합의였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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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의의 결과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책 형성과 선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써 일본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에 따라 형성된 연립정권 내부 실

용주의 기반의 정치 연대를 지목한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념적으로 분열되어있던 정치 지도층 내부 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

정하고 국가 보상이 아닌 민간모금과 복지 지원을 통한 ‘보상을 대신하

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금 정책의 성격이 결정되는

정치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당시의 국제정치적 조건이 일본 국내정치의 구조적,

시기적 속성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반대로 국내적 조건이 국제정치적 환

경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새로운 통합적 이해의 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탈냉전에 따른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일본의 ‘정치대

국화’의 조건 중 하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와 기존의 냉전 논리를 벗어나서 정권복귀라는 이해관계

합치에 따라 구성된 자민당과 사회당의 정치 연대가 국제정치 변화를 대

응, 수용하는 국내정치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아시아 유화 정책의 선택

과 제한적 국제규범의 수용에 대한 타협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

정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방법적 논의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전후책임 문제 해결 또는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일본의 외

교정책 사례연구로서 연구의의를 찾기를 기대한다.

2. 기존 연구성과 및 한계

기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들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집중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

거나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체 규명 및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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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

한 연구는 연구목적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

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이는

실증주의적 접근, 예외주의적 접근, 당위적 접근으로 나눠진다.

실증주의적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로서 주로 역사학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4) 전시부터 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증언, 언론기사, 공문서 등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일정 수준

의 상수(常數)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국제활동과 연대, 갈등과 분열

에 주목하여 여성학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고 있다.5)

예외주의적 접근의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또는 일본의 특수한 문제로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중심적으로 논한다.6)

4) 대표적으로는 요시미 요시아키 저,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서울: 소

화, 1998); 정진성, 「군 위안부/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회와 역사』,
제60권 (2001), 34-61쪽;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
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
icago Press, 2008);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등이 있으며, 특히 정

진성의 저서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포함하는 문제의 실태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된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개괄, 분석 등을 겸하고 있다.
5) 우에노 치즈코 저,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 2000); Chun

ghee Sarah Soh, “From Imperial Gifts to Sex Slaves: Theorizing Symbolic Rep

resentations of the ‘Comfort Wome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Vol. 3, N
o. 1 (2000), 59-76쪽; Soh, 2008;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포스트/식민국

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53권, 제3호 (2010), 41-78쪽;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
주’」, 『동방학지』, 제161권 (2013), 3-38쪽 등이 있다. Soh는 인류학적 관점에

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전쟁범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제체제와

일본의 침략전쟁 가운데 계급과 인종주의적 착취 현상이 더해진 여성에 대한 구
조적 폭력의 사례임을 지적하고 있다.

6) 조윤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
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권, 제1호 (2014), 69-96쪽; 양기호, 「한일갈등

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일본연구논총』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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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속에서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접근이

며,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논의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흔히 활용된다. 이러한 접근을 한층

넓힌 시도가 국가 간 화해, 사과, 보상, 배상, 청산 등의 국가 간 관계 회

복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이다.7) 이들은 일본군‘위안부’ 문

제를 하나의 사례로 다루거나 국가 간 우호적 관계의 수립이라는 전체

현상의 일부로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치과정에 더욱 주목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갈등은 결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

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동해왔다. 따라서 최

근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과정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

하는 구체적인 지점들에 주목하고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위적 접근은 현재까지 정부 또는 국가 중심의 해결시도가 가지

는 도의적 한계와 앞으로의 해결책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논하는

2권, 5-30쪽 등이 있다. 한일사례에 집중하지만,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

는 유송현, 『Discomforting Comfort Women: The Incomplete Combustion of R
econciliation(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위안부 문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손기영, 「기억되는 과거의 과잉(過剩): 국제정치의 시간성(temporality)과

반일정체성의 장기지속(longue duree) 및 위안부 문제」, 『아태연구』, 제24권,
제2호 (2017), 41-68쪽 등이 있다.

7) Jennifer M.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국가 간 화해의
유형과 가해국 정책 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2;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 제12권 (2015), 26-49쪽; Emilie Yuki Takayama, 『Crafting State
Apology: The Dynamic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Forces in Japan’s

Response to the Comfort Women Issue(국가 공식 사과(謝過)의 정치학: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간 역학 관계에 대한 고찰)』, 석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武井彩佳(타케이 아야카), 『和解のリアルポリティ

クス: ドイツ人とユダヤ人』, (東京: みすず書房, 2017) 등이 있다.
8) 신기영,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

어서」, 『일본비평』, 제15호 (2016), 282-309쪽; Sukeui Sohn and Bee Yun Jo,

“Vacillating between the US-centered and UN-centered Security Postures: Jap
an’s Reconstruction of Post-Cold War Strategic Identity in the 1990s,” 동아연

구, 제36권, 제1호 (2017), 103-137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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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목적에 입각한 연구 경향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군‘위안

부’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 인권 중심적 접근, 시민사회와 운동사 중심

의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 등을 살펴볼 수 있다.9) 당위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현재화’하는 과정, 이후 해결

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한계를 지적하

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일

본 정부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게 했던 요인, 실질적으로 정책 선택의

변화를 일으킨 변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전의 사건 또는 현상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국

제사회의 역할 및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을 정치과정의 주체로서 포착하

거나, 국제적 또는 국내적 차원의 변수를 다양화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0)

‘아시아여성기금’에 관한 연구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

으로서 가지는 도덕적, 법적 한계에 주목한 당위적 접근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은 정책이 수립, 실행되었던 역사적 경위와 실패의

9) 관련 연구로는 연도순으로 게이 맥두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게이 맥두걸 UN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

지엄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도츠카 에츠로 저. 박홍규 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일본인 국제 인권변호사 도츠카의 10년 UN 활

동 기록』, (서울: 소나무, 2001); 정진성,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

(NGO)의 협력과 갈등: 군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
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2002), 21-40쪽; 김창록·이승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서울: 여성부, 2003);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再考」. 『법제연구』, 제39권 (2010), 79-108쪽;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 「위안부 관련 자료: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설

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일본공간』 제11권 (2012), 58-9

2쪽;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법사학연구, 제47권 (2013). 85-113
쪽; 아베 코오키(阿部浩己) 저, 김창록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의 현

재」. 『법학논고』 제59권 (2017), 313-331쪽 등이 있다.
10) 정미애,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2011), 17-41쪽; 신기영, 「커뮤니케이션, 초국가적 공론장, 그리고 초국가

적 연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제18권 (2013.03), 263-308쪽; 나카노 도시오·김부자 편, 이애숙·오미정 역, 『역사

와 책임: ‘위안부’ 문제와 1990년대』, (서울: 선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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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논하면서 국제사회의 권고 및 인권 규범의 중요성,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념적 불일치, 반대 운동을 둘러싼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갈등,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 부재에 따른 도덕성 결여 등을 지적해 왔다.11)

다른 한편에는 기금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하고, 사업 실패에 대한 원인

의 분석과 이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한 축을 이루었다.12) 이러

한 연구들은 각 정부, 특히 일본 정부가 시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

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이는 일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는 논리 전개에 집중하게 되면

서 기금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당시 일본의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형성 가

능 또는 제한 조건 등에 관한 분석은 최근 들어서야 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금 정책을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외교 노선 변동 또는 초기 일본군‘위안

부’ 문제 대응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고, 둘째는 일본 국내적 변화에 초점

을 두고 그 역량과 한계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13)

11) 관련 연구는 양미강, 「아시아 국민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신학』,

제33권 (1998), 81-84쪽; 신영숙, 「일본의 ‘아시아평과국민기금(국민기금)’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여성과 역사』 제12권 (2010), 231-278쪽; 스즈키 유코(鈴木

裕子), 『資料集 日本軍「慰安婦」問題と「国民基金」』, (川崎: 現代女性社会史研

究所, 2013); 김부자, 「국민기금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스즈키 유코, 「국민
기금 반대운동의 역사적 경위」,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

터 편,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강제연행, 고노 담화, 국민기금

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2014) 등이 있다.
12) 와다 하루키·오누마 야스아키·시모무라 미츠코 공저, 이원웅 역, 『군대위안부 문

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서울: 오름, 2001); C. Sarah Soh, “Japan’s National/As

ian Women’s Fund for “Comfort Women”,” Pacific Affairs, Vol. 76, No. 2 (Su
mmer, 2003), 209-233쪽; 오누마 야스아키 저, 정현숙 역, 『일본은 사죄하고 싶

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서울:전략과 문화. 2008); 와다 하루

키 저, 정재정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서울: 역사공간, 20
16) 등이 있다.

13)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조윤수, 2014 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土
野瑞穂(츠치노 미즈호),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の政策過程に関す

る一考察: アクター分析を中心に」, 『人間文化創成科学論叢』, 第13巻 (201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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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발현 이후 국내와 국제적 움직임을

포함한 정치과정을 포착하고자 하는 접근은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

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난제인 까닭은

문제의 본질적인 역사적, 사회적 특성 – 식민주의, 젠더, 인권, 계급 등

– 의 복잡성에도 기인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과

오류, 행위자의 다양화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도 근거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1990년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주

체들의 노력이 조속하고 미숙한 미봉책들을 이용한 ‘해결’로 수렴하게 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에 더하여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국내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결정의 정치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아시아여

성기금’이 1990년대 당시 강화하던 국제규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정책이자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아시아 유화 정책으로써 선택되

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연구 과정

본 논문은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정책으

로 제시 및 구성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국제정치적 요인을 밝히고, 이

에 대응, 수용하는 양상을 일본 국내정치의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하는 단일사례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 정책 결

정까지의 정치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연구 시기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아시아

여성기금’이 최종 출범한 1995년까지의 6년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1차, 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활용했다. 특히 1990년대

당시 정치과정에 관한 문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역사적 접근을 통

9-338쪽; 鄭柚鎮(정유진), 『サバルタン再現に関する研究:日本軍「慰安婦」と「女

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博士学位論文, 大阪大学, 2012; 土野瑞穂(츠치
노 미즈호), 『｢慰安婦｣問題と｢償い｣のポリティクス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

民基金｣を中心に』, 博士学位論文, お茶の水女子大学,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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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분석의 틀로 활용하는 기존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적

논의는 국내외적 변수에 대한 국내 정책결정자들의 정치과정에 주목하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14)과 외교정책론15)이며, 이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연계에 주목하는 본 논문의 이론적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덧붙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역사갈등 사례이자 전시(戰時) 여성인

권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요 국제정치적 환경요인과 국내정치적 설

명요인을 도출하는 데 기존의 한일 간의 갈등 봉합에 관한 연구, 국가

간 화해에 관한 연구, 국제규범 형성과 발전, 수용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

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

은 1차 자료 중심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정치과정을 역사

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미야자와 내

각 기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인식’의 과정을 통해 일본

외교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한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침을 결정했음을 밝히고, 무라야마 내각 기간에는 앞서 형성된

‘인식’을 중심으로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해결’ 정책을 결정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1990년대 탈냉전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국제인권규범

발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일본 국내정치적 대응과 수용과정을 통해 선택된 아시아외교 정책이자

UN외교 정책의 사례로 재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리더십 또는 정당정치가 아닌 국내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정치세

14) 신고전현실주의는 “외교 정책적 행위는 국제체제적 압력이 국내정치적 변수의

개입을 통해 걸러지면서 생산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국제정치적 변화를

판단하고 수용하는 데 국내정치적 구조와 정치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학파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Thomas Christensen, Aaron Friedberg, Randall Schweller, J

ack Snyder, William Wohlforth, Fareed Zakaria 등이 있다. (Randall L. Schwell

er, Unanswered Threat: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
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6쪽.)

15) 외교정책론은“국제정치학의 하위 영역으로서 국가의 대외적 행동 또는 행태를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진석,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김계동 외

16인 저, 『현대외교정책론 제3판』, (서울: 명인문화사, 2018),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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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간의 이념적 분열과 정권복귀를 위한 연대, 관료집단과의 타협에 기

반을 둔 연립정권 내부의 갈등과 합의의 정치과정이 대응 방침과 국제규

범 수용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아시아여성기금’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당시 전시하 여성범죄, 국가의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규범이 형성,

강화되고 있었던 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일본외교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점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외교 전략으

로 설정한 정책결정자들이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응,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국가 정체성과 외교, 안보 노선에서 이념적으

로 대립하던 정치세력이 정권회복이라는 실리를 기반으로 연대하고 정치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후책임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에 대

한 국제규범적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국내 조건을 구성하였다. 이

러한 국제적, 국내적 변화에 상응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은 「고노 담화」

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로써 선

택되었으며, 그 과정은 출범 이후의 논란만큼이나 일본 국내으로 상당한

논란과 논의과정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정치과정으로 선택된 ‘아시아여성

기금’은 일본 정부의 결코 유일 가능하거나 당연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1990년대 일본의 정치과

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

에 참여하고, 국제정치학 내에서 국제적 변수를 수용, 대응하는 국내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한 사례연구로써 학문적 기여를 시도한다.

4. 활용 자료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1차 문헌은 크게 미국 국무부 내부 교신자

료, 일본 국내정치 관련 자료, 일본 주요 정치가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가의 회고록, 일본 국내 언론자료, 한국 및 일본 시민단체 기록

등을 활용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2차 문헌을 활용한다.

미국에 관한 1차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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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전쟁

범죄 관련 ‘나치 전쟁범죄와 일본제국 정부 기록에 대한 부처 합동조사

단(the 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

nteragency Working Group, IWG)’의 문서군 중에서 RG59(국무부 일반

기록)의 Entry ZZ1005(A1 5697): Selected Documents Relating to Japan

ese War Crimes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990년대 대사관과 국무

부 내부 교신 기록에 해당한다.16) 이 기록들은 주로 미 대사관이 다른

지역 미 대사관 또는 한국과 일본대사관과 주고받은 기록, 또는 관련 기

관으로부터의 각종 상황이나 의견 보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17) 본 논문

에서는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문서 중에서 약 150건(item) 정도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상당 부분이 ‘위생처리(sanitize)’를 통해 생략된 상태에

서도 미국 정부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착하고

있었는지, 또 이에 관해 일본 국내외에서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덧붙여 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일본 국내, 그리고 일본과 한국 외교

16) IWG는 1997년 11월 발의된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 법안이 1998년 6월 상원에서 1998년 8월에 하원에서 각각 통과하고, 1998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설립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실행을 맡은
실무 조직이었다. 당시 나치 정부의 동맹이었던 정부로서 일본 기록도 이미 공개

대상이었지만, 추가로 2000년 12월 일본제국기록공개법(the Japanese Imperial Go

vernment Disclosure Act)이 통과되었다. 그에 따라 나치 전쟁범죄 및 일본제국
전쟁범죄에 관한 정부 기록을 수집하여 검토, 공개, 기밀 해제하였고, 본래 절차

에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1990년대 자료 또한 관련 내용이 있다면 제한적으

로 공개되었다. IWG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던 일본제국의 전쟁범죄 중에는 ‘성
적 목적을 위한 [피지배 집단] 여성을 체계적으로 노예화한 일본의 ’위안부‘ 프로

그램’이 있었다. 집행 기간 IWG는 총 850만 장의 문서를 공개하였고, 그중 일본

에 관한 문서는 14만 장에 이르렀다. 최종적으로 2007년 4월에 IWG의 활동은 마
무리되었으며, 이후 기록의 최종 검토 및 일반 공개에 관해서는 NARA에서 진행

하게 되었다 (강성현·곽귀병·공준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일본군 전

쟁범죄 관련 ‘Interagency Working Group' 문서군 중 한국 관련 자료 조사 및
해제」, 『해외사료총서 30 일본군 전쟁범죄 및 전후 한일관계 자료』, (서울: 국

사편찬위원회, 2016)). 해당 자료를 소개 및 제공해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정진

성 연구팀’과 성공회대학교 강성현 교수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7) 강성현·곽귀병·공준환, 2016, 68-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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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료들의 문제의식과 진행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어 관료집단의 정

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일본에 관한 1차 자료로는 일본 국회 회의기록과 공개된 정부 관

계자료, 일본 국내 언론자료, 관련 인물의 회고록 등을 활용하여 일본 국

내정치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활용된 정부 관계자료로는 ‘아시아여성기

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자료, 일본 외무성에서 공개하고 있는 일본

군‘위안부’ 문제 관련 담화, 2014년 공개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のやりとりの經緯)」에 관한 보

고서(이하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18) 등이 있으며, 언론자료

로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요미우

리신문(読売新聞)』,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이하 닛케이신

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서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기사를 활용

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 회고록 또는 인터

뷰로는 당시 도쿄대학 교수이자 일본 전후책임 문제 운동가, 이후 ‘아시

아여성기금’의 발기인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

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국제법학자, 일본 전후책임 문제 중 특히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여한 활동가,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으로 참여하

는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일본의 인권변호사이자 일본군‘위안부’

문제 활동가 도츠카 에츠로(戸塚悦郎); 1992년 7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일본 내각외정심의실장을 역임한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 3당 연립내각의 총리로 수반된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사회당 의원으로 일본 전후책임 문제 관련 중심적 역할을

한 정치인이자 호소카와 내각의 건설대신, 무라야마 내각의 관방장관을

역임한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등의 것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

18) 2014년 6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 당시 일본 외무성이 고노 담화의 작

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

목으로 국회에 보고서로 제출했다. 보고서는 주로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에
서 한일 간에 이루어졌던 협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1990년대 초중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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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와 관련된 시민

단체,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록과 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5. 논문의 구성

앞서 제1장에서는 기존 일본군‘위안부’ 문제, 특히 ‘아시아여성기금’

관련 연구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의 정치과정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의 연계에 주목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논문이 활용할 연구 방

법과 자료를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탈냉전으로 인해 변화한 국제정치적 환경과

당시 일본 국내정치적 조건을 역사적 검토에 앞서 소개한다. 우선 일본

을 둘러싼 주요 국제정치적 환경요인으로 주목하는 국제규범에 관한 기

존의 논의와 본 논문의 이론적 틀인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책 결과에 대한 국내정치과정 연구의 중요

성을 확인한다. 이후 탈냉전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의 대두, 국제인권규범과의 연계, 일본의 ‘국제공헌’과 ‘정치대국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의 모색, 전략과 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치세력 간

의 논쟁 구도, 그리고 국내 정치체제 변화에 따른 국내정치적 조건의 형

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국내정치적 변화 속에서 ‘아시아여성기

금’이 1990년대 일본외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성격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

러싼 국제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리한다. 시민사회의 문

제 제기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발현한 이후 사법적 피해보상, 해

결 청구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의제화하고, 더 나아가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화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관련 국가

인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정부들, 한일 간 갈등 봉합의 주체적 역할

을 해온 미국 정부가 각각 어떠한 대응을 통해 일본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이 우호적 관계의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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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였음을 지적한다.

제4장에서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 내각 기간 일본군‘위

안부’ 문제의 전개와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인정’과 ‘인식’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일본 국내정치에 집중하여 일본 정부의 초기 대

응, 정부 관여를 ‘인정’한 「가토 담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본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고노 담화」가 도출되는 정치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문제 ‘인식’ 과정에서 국제규범

의 형성과 주변 국가의 대응 등의 국제정치적 변화가 일본 국내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일부 수용, 제한되고 있었음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형성되고, 「고노 담화」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써 확정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내각 기간을 중심으

로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시도의 정치과정을 살핀다.

우선 무라야마 내각 이전 일본 국내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 연립내각이 들어서는 1994년 중반 국제사회의 법적 평가의 형

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 국내적으로 ‘해결’ 정책을 둘러싼 분열이 일

어났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권복귀를 위해 이념적 갈등을 넘어선 정치

세력 간의 연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당 세력 간의 대립과 타협이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을 통한 UN 정책이자 아시아 유화 정책으로써 ‘아시아여

성기금’을 선택하는 국내정치과정을 구성하였음을 규명한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외교 전략의 실현과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시도하였으나 그 과

정에서 발생한 보수세력의 조직화에 따른 ‘반대파’의 세력화, ‘해결’의 방

식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부 분열 등이 제한적 규범 수용을 통

한 정부의 ‘해결’ 시도가 가지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의 결론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정책으로써 가지는 한계점이 정책의 ‘완결성’에 있음을 비

판하고, 본 논문이 1990년대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을 둘러싼 국

제정치와 국내정치 연계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는 학문적

의의와 한계, 후속 과제를 정리하면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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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90년대 국제정치와 일본외교의 변용

1990년대 초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환경은 그야말로 대전환의

소용돌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적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전후 오랜 기간 유

지되어 온 정치체제가 1993년 최종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본은 국제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정치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여야 했다. 동시에 세계적인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하면서 냉전이라는 국가중심적 체제에서 침묵을 지켜야 했던

개인들은 국가 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그 예외는 아니었으며 “탈냉전기 협력의 모색과 과제

의 분출”19)로 묘사되는 1990년대 한일관계는 긴박한 국제정세의 움직임

과 유동화하는 국내정치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중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을 살

펴보기에 앞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환경요인, 결정요인의

규명을 위한 1990년대 일본의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변화를 다룬다. 그

과정에서 외교정책으로 나타나는 국제정치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국내정

치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자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역사에 대한 전후책임 문제로

위치 지어졌음을 지적한다.

1. 국제규범 수용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 실행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이

19) 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世・浅羽祐樹, 『戦後日韓関係史』, (東京: 有斐閣, 201
7),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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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개념을 형성하고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특히 국가의 대외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강하게 연계한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탈냉전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탈냉전기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과정 또한 복잡해졌다. 특히

과거사 문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는 대중의 관심도가 높음에 따라 다

수의 행위자가 개입하게 되며 정부는 높은 사회적 요구 또는 압력을 받

게 되었다.20) 따라서 복잡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는 먼저 행위자의 도출, 덧붙여 국제적, 국내적 차원의 환경적, 결정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

치학 내에서 국내정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이자 인권침해 문제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과정을 다룸에 앞서 국제정치학 내 논의를 바

탕으로 탈냉전기 국제정치 환경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국제규범의

형성, 발전, 강화에 따른 규범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오랜 기간 국제정치적 행위에 있어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과정을 분

석하는 세 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두 번째 이미지에 해당

하는 것이 국가 내부에서 대외적 행위의 결정요인을 찾는 것이었다.21)

왈츠는 국가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결정요인을 찾는 제3 이미지에 집

중하였지만,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제2 이미지 역전

이론(second image reversed)과 세 가지 수준의 상호작용적 연계정치(lin

kage politics)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국제정치학 안에서

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하나의 영역으로

구축, 발전해나갔다.22)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20) 여기서 요인이란 정책 결정요인을 말하며 이는 “정책 결정을 둘러싼 환경과 조

건”으로 정의된다. 또 환경과 조건이란 국내외 상황 또는 변화가 해당 국가의 정
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궁곤, 「외교정책결정요인」, 김계

동 외 16인 저, 『현대외교정책론 제3판』, (서울: 명인문화사, 2018), 45-48쪽).
21)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NY: Columbia Unive
rsity Pres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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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 특히 외교정책을 설명하고자 한 노력은 신고전현실주의와

외교정책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다만 이론이란 사회과학적 검증을

통해 변수의 상관관계에 따른 일반화를 도출하고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고, 특수한 사례 또는 현상에 집중해온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이론의 수

준에 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23) 그러나 기

존 논의가 전제하는 사례 또는 현상의 유사성(analogy) 또는 은유(metap

hor)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취하는 분석 방향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

고, 중요 환경적, 결정적 요인을 도출해볼 수 있다.

신고전현실주의 학자들은 국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국내정치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내정치적 변수와 행위자 간의 정치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했다. 대표적인 학자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

er)는 균형정책(balancing behavior)의 차이에 관한 논의에서 국내정치적

요소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체제 변수로는 국가가 취하는 균형정책의

유형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균형정책은 국내 행위자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 간 위협의 정의에 따라 결정되며,24) 위협

22) 제2 이미지 역전이론은 피터 고르비치(Peter Gourevitch)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
고, 연계정치에 관해서는 제임스 로즈노우(James N. Rosenau)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Peter Gourevitch, “The Second Image Reversed,” International Organizat
ion Vol. 32, No. 4 (Autumn 1978), 881-912쪽; James N. Rosenau ed., Linkage
Politics: Essays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NY: Free Press, 1969).

23) 외교정책론의 이론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로즈노우의 연계이론
또한 스스로가 예비이론 수준이라 칭할 정도로 이론적인 완성도는 낮은 것이었

다. 고르비치 또한 자신의 이론이 은유에 가까운 것이라 인정하고 있으며, 퍼트넘

의 양면게임이론 또한 이러한 은유를 사용한 분석틀로 인식되고 있다. 유진석은
“아이디어는 제공”하지만 “연구전략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하므로 이를 일종의

분석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한다. (유진석, 2018, 79-80쪽). 이론에

관한 설명은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
A: Addison-Wesley, 1979)의 제1장 Law and Theories 참고.

24) 이러한 ‘인식’의 중요성은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에 의해 자세히 다루어졌
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식의 중요성과 실제로 정책결정자가 국가가 직면한 상

황, 상대국의 동기, 목적 등을 오인(misperceive)하게 되면서 실제 상황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Robert Jervis, Percept
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ersity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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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책은 ① 정책결정자들 간의 합의, ② 정책결정자들 간의 응집

력, ③ 정부와 정권의 취약성, ④ 사회적 응집력이 중요 국내적 변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합의가 가능할수록, 강한 응집력으로 내부 분열이

적을수록, 정권이 내부적으로 덜 취약할수록 적절한 정책에 접근할 것이

라고 주장한다.25) 특히 슈웰러의 논의는 정책결정자 간의 합의, 정치세력

의 분열과 응집력을 정책 결정의 중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세력 간의 분열과 연대, 타협 과

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이론적 타당성과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외교정책론은 국제정치학과 모호한 경계를 나누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특히 국제정치 차원의 이론과 변수가 국내정치과정

과는 다른 차원에 위치하며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26)에 대하여

외교정책론은 거시적 변수의 영향력이 특정 정책 유형의 확률을 증가시

키는 양상과 국내정치과정에서 체제 변수에 대한 ‘순응’ 또는 ‘예외’를 선

택하여 정책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을 밝힘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변수를

정책 결정 과정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해왔다.27) 그 가운데 가장 주목

을 받는 이론적 논의는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국가 간 협

상의 과정을 다루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일 것이다. 퍼

트넘은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정부 대표자들이 실제 협상 내용에 더하

25)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72-107쪽 재인

용; 전재성, 「외교정책 연구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김계동 외 16인 저, 『현대
외교정책론 제3판』, (서울: 명인문화사, 2018), 12쪽. 슈웰러의 저서 Unanswered
Threat에서도 국가의 과민반응(overreact)이 아닌 과소반응(underreact) 또는 위협

에 대한 과소평가(underestimate)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동일한 국내정치적 결정요
인을 제시하고 있다. 슈웰러는 정책결정자의 응집 또는 분열을 “the degree to w

hich a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 leadership is fragmented by persistent int

ernal divisions”로 정의한다 (Schweller, 2006, 11-12, 47, 54-55쪽). 슈웰러 이전
에 조 헤이건도 정권의 파편화라는 변수를 발전시켜, 정권이 파편화될수록 국내

적으로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하게 되어 “더 모호하고 덜 적극적이며 가장 수동적

인 행위를 초래한다”라는 점을 밝혔다 (허드슨, 2009, 220쪽).
26) Kenneth N. Waltz,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 Stud
ies, Vol. 6, No. 1 (1996), 54-57쪽.

27) 벨러리 허드슨 저, 신욱희·최동주·조윤영·김재천 역,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

문화사, 2009), 242,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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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국 및 상대국의 국내정치적 ‘승인(ratification)’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협상가들이 국내와 국제, 두 개의 차원을 동시

에 고려하는 점에 주목한다. 이때 국내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

상의 내용을 총칭하여 ‘윈셋(winset)’이라고 정의하고, 정부 대표자들은

자국의 윈셋을 줄이고 상대국의 윈셋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협상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게 된다.28) 비록 일본의 정치과정이

협상으로 정의될 수 없기에 이론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지만,29) 일본군‘위

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사회적 ‘승인’의 절차로써

시민사회와 여론의 수긍이 필수충족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봄

으로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내정치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본

논문이 취하는 연구전략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

도는 최근 국제정치학 내 주제별 연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분야는 국제규범 수용에 관한 논의들이다.

규범이란 행위자의 정체성에 따라 설정된 적절한 행위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그중에서도 국제규범은 국가 행위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28)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427-460쪽.
29) 유송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처음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된 시점부터 2014년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으로 포착

하고 퍼트넘의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양국의 윈셋이 점점 축소됨에 따라 타협이 가능한 지점이 없었기 때문이

라 주장하며, 그에 따라 서로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가의 전략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합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송현, 2014). 그러
나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전개과정을 ‘협상’에 빗대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실

제 정치과정이 양국 간 협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결정

하고 이에 대한 주변 국가 정부 또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으며,
특히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과정은 주변 국가의 일임 하에 일본 정부가 국내정치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 국가 간 문제의 ‘종결’ 협의에

따라「고노 담화」의 발표를 기준으로 “외교적 현안으로서 종결”을 선언한 부분
에 대해서도 이를 협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종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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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범은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는 토론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규범 또한 한 국가가 시행한 대외적 행위의 정당성, 이를

판단할 국제기준의 설정 및 논의과정에서 확인된다.30) 국제규범과 그를

명시화한 국제법은 국가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지

만 하나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었다. 기존의 국제규범에 관한

국제정치학 내 논의는 국제규범과 국제법의 실효성, 국제사회의 압력구

조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집중되어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국가 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질서

와 냉전기 현실주의 국제정치로 인해 국제규범과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물리적, 법적 강제성이 결여된 구조 속에서 앞으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31) 하지만

탈냉전으로 기존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민주화, 세계화 등으로 개

인과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비롯한 비국

가 행위자가 국제정치의 장에 등장하면서 국가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마주했다. 이에 따라 규범과 법의 제도적,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학문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는 국제체제 차원의 변수로 인권 준수에 대

한 국내적 차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른 말로 국제

사회의 규범 발전과 법 제도의 강화는 국가의 조약 비준을 야기하고, 인

권규약 및 조약에 따른 규범의 제도화는 국가 내부의 인권 개선에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32) 하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

30)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
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887-917쪽.

31) 이원웅, 「국제인권레짐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38

집, 제1호 (1998.09), 127-129쪽.
32) 대표 저서로는 각국의 국제규범 수용 사례를 다룬 로프(Stephen C. Ropp), 리스

(Thomas Risse), 시킨크(Kathryn Sikkink)의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
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를 들 수 있다. 대표 학자인 마서 핀모

어(Martha Finnemore)는 국제인권규범의 도덕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와 연계된 비

정부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고, 잭 도넬리(Jack Donnelly)는 ‘인권레짐’의 개념을
통해 국가의 인권규범 수용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인권레짐’의 개념은 기존에

국제법학의 영역에서 전개되던 인권규범에 관한 연구를 국제정치학 내에서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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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체제 차원의 변수는 국가마다 국제규범 수용의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능력(state capacity), 해외 원조 또

는 해외직접투자 유치 여부, 국가정치체제 등의 국내정치적 차원의 변수

를 오히려 강조했다.33) 하지만 국내 차원의 변수로는 갑작스러운 규범

위반이나 준수,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 등을 설

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살바도르 레지메(Salvador Santino F. Regilme

Jr)는 국가의 인권규범 수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국제적, 국내적 요인

의 인과적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고르비치의 제2 이미지 역전이론을 언급하면서 국내정치적 요소와 함께

국제적 차원의 영향력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현상의 원

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4) 이렇듯 국제규범 수

용에 관한 논의 속에서도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연구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후책임 문제의 등장과 일본외교

탈냉전으로 세계질서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국제적 환경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변화했다. 첫째는 기존의 냉전적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제 및 지역 질서의 형성이었다. 둘째는 큰 범위에서 국제인권

규범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대두”로 정리되는 정치적 주체로서 NGO 및

비국가 행위자로의 부상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전후’

의 역사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동했고, 기존의 국가중심적 역사 인식 구

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35) 이에 따라 냉전 시기 국가의 의도

에 따라 우선 봉합되었던 식민지 지배 및 전후처리에 관한 역사갈등이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Salvador Santino F. Regilme Jr, “The

Social Science of Human Rights: The Need for a ‘Second Image Reversed’?”
Third World Quarterly, Vol 35, No. 8, (2014), 1391쪽; 이원웅, 1998, 129쪽)

33) Regilme Jr., 2014, 1393-1395쪽.
34) Regilme Jr., 2014, 1395-1400쪽.
35) 나카노 도시오·김부자 편, 2008, 26,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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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시민사회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재차 문제 제기되었고,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인권침해에 따른 책임의 의무가, 국내사회에서는 역

사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국가 정부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현실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이후 추구해야 하는 외교 노선에 관한

국내 차원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외교 전략 전환을 논의함에 따

라 전후책임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설정한 아시아외교와 국제규범 수용

을 통한 UN외교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1) 1990년대 국제규범의 강화와 전후책임 문제

전쟁 이후 인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회문제이자 정치문

제로 부상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비국가 행

위자를 중심으로 인권레짐이 형성되었다.36) 그리고 이는 탈냉전과 함께

UN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국제정치체제이자 엄연한 국제정치

적 현실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인정받고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주변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공헌과 함께 국제규범에 대

한 존중과 적극적 수용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설

정하고 국가에 국제규범 수용의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주체적 역할을 맡아 기능하였고, 시민사회와 개인 활동가 등

과 연계함으로써 국내정치과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UN은 인권문제가 논의되고 관련 규범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존재

했다. 창설 당시 전쟁의 원인 중에 경제적 격차나 인권의 억압이 존재했

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UN헌장에는 조직 제1의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이외에도 제2의 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36)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가, 국제가구, NGO, 개인을 포함하는 국제사

회의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된 일련의 국제적 규범 체계 및 실행철자를 의미하

며, 국가 간 합의로 성립된 규약이나 조약을 비롯하여 행위자 간 묵시적으로 인
정되고 있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제적 기준 및 관행을 총칭한다 (이원웅, 1998,

127-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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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문제의 해결”, 제3의 목적으로 “인권,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

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장려”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냉전의

전개로 인해 제1의 목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UN은 다수결 결정이

가능한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발, 인권문제 등에 관한

활동으로 중점을 옮겼고, 이로써 UN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서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확보하게 되었다.37) 1990년대 당시 인권문제를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던 UN의 기관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총

회(General Assembly),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ffic

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

ion of Minorities) 등이 있었다.38) 그 외에도 이후 국제노동기구(Internat

ional Labor Organization, ILO)나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

ission of Jurists, ICJ)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조

사, 논의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

할은 인권문제에 대한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현재의 국제기준에서 대상

국을 감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의 권고, 상황개선 또는 문제 해결을 위

한 계획과 정책 제언 등이었다.39) 특히 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의

경우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 책임자로 위원을 구성하였고, 다시 그 산하

37) 요코타 요조, 「‘위안부’ 문제와 국제연합의 인권보장」, 와다 하루키·오누마 야스

아키·시모무라 미츠코, 이원웅 역,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서
울: 도서출판 오름, 2001), 106-107쪽.

38) 이후 UN은 2006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지위를 격상하여 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로,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는 인
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

on of Human Rights)로 각각 재편되었다. 김창록·이승욱, 2003, 47쪽 참고.
39) UN은 인권 분야에서 크게 ① 조사 및 연구에 따른 심의, ② 선언 및 조약안의

구성 또는 채택을 통한 기준설정, ③ 지속적인 관찰(감시), ④ 자문, ⑤ 회의 개

최, ⑥ 홍보, 교육, 계발 활동, ⑦ 인권문제 관련 기금관리 및 운영의 일곱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이 중에서 앞

에 세 가지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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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한 작업부회(Working Group)를 설치함으

로써 새로운 인권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수정, 보완된 국제인권기준

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시민단체를 비롯

한 NGO, 개인들이 참여했다.40) 결과적으로 국제기구는 국제규범의 내용

을 규정하는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를 형성, 확산하는 역할

을 했으며,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 결의하거나 정부에 권고 조

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의 국제규범 수용을 위한 거시적 압력구조를 형

성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국내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그

형태가 결의와 권고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는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인정되어 국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존중되었다.41) 다만 국제기구의 활동이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국가가 반

드시 이에 대응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

적인 한계 또한 함께 수반되는 것이었다.42)

1990년대 당시 국제인권규범 가운데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가장

크게 연동한 것은 전쟁과 여성인권의 문제, 그리고 국가 주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규범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문

제에 대한 인식의 방향성과 해결의 필요성, 실질적 해결에 이르기 위한

방법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 내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고, 평

가되었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가장 크게 기

여하고 호응한 주체는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활동가였다.

40) 김창록·이승욱, 2003, 48쪽.
41) 김창록·이승욱, 2003, 49쪽.
42) 요코타는 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연구, 심의 과정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선언이나 조약을 채택하는 등의 기준설정 행위가 아니며, 이에 관한 감시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나 결의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코타, 2001, 109-110쪽). 또 다른 예로 첼시
퍼비스(Chelsea Purvis)는 미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를 살

펴보면서,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내재화시키거나 이를 통해 국가 행위를 다스리

는 등의 실질적인 효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Chelsea Purvis, “T
he Role of the Committee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Yale Law School Report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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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성인권의 문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UN에서는 1980년대 초반 실질적인 조직화를 진행하면서 여

성인권을 중요 의제로써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43) 1990년대 여

성인권에 관한 문제는 성(sex) 문제, 젠더(gender) 문제, 페미니즘 등으

로 발현되면서 세계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던 여성인권의 문제 중에는 전쟁 중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중 하나의 형태로 전시 성폭력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었다. 보스니아 분쟁과 르완다 내전 중 발생한 여성에 대한 성폭

력 및 집단 강간에 대하여 이를 전쟁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인종

학살행위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Inte

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설립이 그 배경이었다.44)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43) UN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196
7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

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기본으로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

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
men)」을 채택하고 그 실행기구로서 1981년 인권고등판무관 산하에 여성차별철

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를 설치했다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Discr
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Geneva, Swit
zerland; New York, NY: 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

eneva, 1994), 4-6쪽).
44) 신기영, 2016 참고. 보스니아 분쟁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였으며, 1992년 4월 6일 EU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세르비아계(인
구 약 37%)가 재차 보스니아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내전으로 발발했다.

그리고 전쟁 중 세르비아계는 ‘인종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을 자행했다. 르완

다 내전은 소수파 지배층이었던 투치족과 다수파 피지배층이었던 후투족 간의 유
혈 분쟁을 의미하며 오랜 갈등 끝에 1990년 10월부터 난민화된 투치족이 인접 국

가인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1994년 4

월 6일 후투족 출신 하브야리마나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내전은 민간인을 포
함한 부족 간의 학살로 번졌고, 무차별 학살과 대량난민 발생,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집단 강간 등의 성폭력이 자행됐다. (「보스니아 분쟁」, 한국국방연구원(KID

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WoWW), http://www1.kida.re.kr/woww/dispute_detai
l.asp?idx=1085&msection=200; 「르완다 내전(종료)」, KIDA WoWW, http://ww

w1.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56 (검색일: 201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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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존엄에 대한 침해”의 “상징적 사례”로써 주목받았고,45)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가운데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

ctices during armed conflict)”의 유형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그리고 199

3년 해당 유형에 대해 린다 차베스(Linda Chavez) 특별보고관이 임명되

었고, 관련 보고서가 결의를 통해 채택되면서 전시하 여성에 대한 성폭

력 문제는 공식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포함되었다.

1994년부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6년 1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

wamy)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부속문서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권고한 진단 보고서가 첨부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 사례로써 다루어지기 시작했다.46)

하지만 이러한 여성인권 문제보다도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받아들

였던 국제규범은 국가의 책임을 논하는 국가 주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

제에 관한 규범이었으며, 이는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와 직결되는 국제규

범의 유형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탈냉전과 민주화로

인해 국가중심적 구조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의 정

치적,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다루어지지 못했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 환경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이들은 1990년대 이전의 침묵을 깨고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인정과 배상을 포

함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47)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 간의 정치적

45) 오누마, 2008, 66.
46) 1996년 1월 6일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제52회기 인권위원

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부속문서(Addendum)였으며, 제목은 「전쟁 중 군대 성노
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Report on th

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이었다 (문서번
호: E/CN.4/1996/53/Add.1).

47)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증대가 기대되면서 개인 또는 시민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또는 법정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인권침해 및 전쟁책임에 대한 보상요구를 선결 조

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전쟁피해를 비롯하여 전쟁포로, 민간인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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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착으로 마무리 지어졌던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의 실질적인 ‘미

완성’을 주장하며, 전쟁 중 자행되었던 국가 주도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

식적인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일본 정부에 대

한 불신감을 바탕으로 탈냉전 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

대를 경계하는 움직임이었다.48)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대한 요구는 국가 정부의 법적 책임 여부와 대응의 의무, 그에 합당한

정부 조치에 관한 논쟁으로 귀결되었다.49)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의 의무를 규정하는 데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50)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국제사회에 처음 문제를 제

기하였던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사법기관이나 U

N의 인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과 처벌을 요구했다. 곧 1993년, 1994년

자, 전쟁범죄 등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배상 등으로 넓은 범위의 것이었고,

문제를 제기한 주체의 국적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홍콩 포함), 대만, 한
국, 일본 등을 포함하며 다양했다. 한 예로 캐나다의 시민단체인 War Amputatio

ns of Canada와 Hong Kong Veterans’ Association of Canada는 일본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취임을 하거나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반드
시 먼저 지난 전쟁 중 일본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기에 대한 지지와 포로 억류와 감금에

대한 책임을 호소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RG59, Entry
ZZ1005, Box LC, Item 41 (1993.02.)).

48) IWG의 미국 국무부 자료 가운데는 일본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데 미국 정부의

지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나, 1990년대 초중반 일본 정부가 보인 적극적인 전후
책임 문제 해결조치가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다수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
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RG59, Entry ZZ1005, Box SE, Item 9

(1995.07.04.); Box Y, Item 8A (1995.08.01.); Box X, Item 12 (1995.12.12.)).
49)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조건이 증명되
어야 하는데, 이는 ① 국가기관의 행위, ② 직무상의 행위, ③ 고의로 인한 과실,

④ 손해의 발생, ⑤ 국제법 위반이다 (김창록·이승욱, 2003, 11 참고).
50)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식민지 책임론: 세계적 동향과 일본」, 『공익과 인

권』, 제4권, 제1호 (2007), 26쪽.



- 28 -

에 걸쳐 UN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법률가

위원회(ICJ) 등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른 법적 평가가 제시되었

고,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며 일본에 대한 국제체제 차원의 압

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가의 법적 책임은 평화조약과 그 외 관련 국

가와의 조약으로 종결되었다는 “국제 표준”51)의 입장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사회의 법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마땅한 책

임의 인정과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대립했다. 그리고 이러

한 간극은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를 주장하는 정부와 ‘국가배상’을 요구

하는 시민사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했다.52)

2) 탈냉전과 일본외교의 전략 전환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은 종식되었고, 국제체제의

변화에 반응하여 국가들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동아시아는 국가들이 냉전의 진영논리에 따라 격렬하게 부딪혀 온 지역

이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중국과 대만의 분리 등 냉전의 유산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거대한 압력구조가

51) 야부나카 미토시(薮中三十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일본 정
부가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상호 포기로 인해 국가배상은 시행할 수 없다는 “국

제 표준”에 따른 입장을 견지한다면 “미국도 더는 일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薮中三十二, 『日本の針路: ヒントは交
隣外交の歴史にあり』, (東京: 岩波書店, 2015), 196쪽 재인용; 와다 2016, 226쪽.

52) 법률 용어에서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
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보상은 국가

행위의 적법성을, 배상은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일: 2018년 5월 4일)). 다만 이러한

법률적 의미나 그 차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운동가가 인식한 것은 나중의 일이었

다. 문제 제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는 ‘배상’. 국가와 개인 간
에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입힌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강조하면서도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츠치노, 2014, 1쪽 참고).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치과정 당시의 언어를 그대
로 인용하는 경우 수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배상’

과 ‘보상’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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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자 아시아 국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쌓아온 지역의 역사와 미래지

향적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현재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UN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국

제정치의 장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의 외교 전

략적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한 일본은 탈

냉전기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써 기존 대미외교의 상호보완적 의미에서

아시아외교와 UN외교와 같은 지역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1980년대 일본

의 경제대국화에 합치하는 ‘정치대국화’였으며, 그 수단으로 전후책임 문

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 ‘국제공헌’을 통한 UN외교, 지역 내

다자외교를 통한 ‘지역공헌’의 외교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 양상이 ‘정치대국’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는 일본의 자세와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53)

일본외교의 가장 큰 축을 구성하던 것은 안전보장에 관한 일본의

대미외교 전략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주도 아래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경(輕)무장 경제

우선 전략’을 표방하는 “요시다 독트린”을 수립했다.54) 그리고 경제적 번

영과 안보의 교환(bargain)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역내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의 판단과 합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55)

그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국제적 요인으로 미국의 영향력

이 주목되어왔고, 이러한 접근은 미·일 관계의 비대칭적인 측면에 집중

하면서 “외압(gaiatsu)”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56) 그리고 미국을 포

53) 오누마, 2008, 46쪽.
54) 요시다 독트린이란 전후 일본의 미·일 동맹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을 이르는 것

으로 그 내용은 ① 미·일 동맹을 일본 안전보장의 기본 틀로 설정, ② 일본의 방
위력은 최소한으로 억제(경무장), ③ 경제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통상국가의 활로를

개척(경제우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면우, 『현대 일본외교의 변용과 한일협

력』, (파주: 한울, 2011), 47-48쪽.
55) Kent Calder, 2004, “Securing Security through Prosperity: the San Francisco S

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Vol. 17, No. 1, 153쪽.
56) ‘외압’,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두 연구자는 쇼파(Leonard

J. Schoppa)와 뮬간(Aurelia George Mulgan)이다. 전자는 그 한계를, 후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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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일본외교의 특징을 칼더(Kent E. Calder)는 “반응국가(reactive state)”라

고 설명하였고, 이는 주로 일본의 경제정책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확인

되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국가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주도적인

전략을 입안하지 않고 변화의 요인을 국외에서 찾는 것에 주목했다.57)

대미외교 중심의 외교 전략 구성과 일본외교에 대한 미국의 영향

력은 일본의 지역외교인 아시아외교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왔다. 미국 중

심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아시아외교는 역사문제의 근본

적인 해결보다도 우선적인 갈등 봉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에

동조한 아시아 근린국가와 일본 간의 정치적 결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

으로 미일 주도의 갈등 봉합 정책은 일본과 주변국 간의 우호적 관계 회

복을 저지하고, 반대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58) 이러한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와 동아시아 동맹구조

효과를 서술했다 (Leonard J. Schoppa, Bargaining with Japan: What American
Pressure Can and Cannot Do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
97); Aurelia George Mulgan, “The Role of Foreign Pressure (Gaiatsu) in Japa
n’s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The Pacific Review, Vol. 10, No. 2 (199
7), 165-209쪽). 양기웅은 ‘외압’과 ‘영향력(influence)’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외압은

“그 대상(목적)이 상대국 대외행동의 통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 경제정책, 제
도에 관련하는 것”이며, “반드시 국내정치적 대립을 매개하여 그것에 관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비대칭적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 간의 경제정책

협상 과정에서 관찰되는 ‘협박성 외압’의 개념을 강조한다(양기웅, 『일본의 외교
협상』, (서울: 소화, 1998), 25쪽). 그리고 영향력(influence) 또는 힘(power)의 가

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달(Robert A. Dahl)의 개념을 빌리고 있다. “A has Power

over B to the extent that he can get B to do something that B would not oth
erwise do” (Robert A. Dahl,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 Vol.
2 (1957), 201-215쪽 재인용; 양기웅 1998, 11쪽).

57) Kent E. Calde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Vol. 40, No. 1 (July, 1988), 517-541쪽.

58)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포함했던 모호성(ambiguity)은 역내 국가 간 갈등의 근원이
되어 일본과 주변국 간의 영토분쟁, 주권분쟁을 일으켰으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

이 남긴 역사문제 미해결 논쟁의 근본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하여 칼더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으로 봉합된 동아시아를 “위기의 활꼴(Arc of Crisis)”로 표현했다 (K
ent E. Calder Pacific Defense: Arms, Energy, and America’s Future in Asia,
(New York, NY: William Morrow, 1996) 재인용; Calder, 200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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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자 빅터 차(Victor Cha)는 이형의 한미일 관계를 유사동맹,

한일관계를 “적대적 제휴(Alignment Despite Antagonism)”로 규정했

다.59) 그리고 유사동맹 구조 아래 미국은 한일 간의 역사갈등이 국가 간

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태의 빠른 결착과 갈등의 봉합을 한

일 양 국가에 요구해왔다.60) 결과적으로 냉전기 일본의 아시아외교는 미

국의 지도력 아래 국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종결’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이는 일본의 대미외교

와 아시아외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61)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이러한 일본의 외교 전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발단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미국과의 경제 마찰이 더

욱 심화한 것과 1990년대 시민사회의 부상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에 대한 국가중심적 ‘종결’에 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었다.62) 일

본은 오히려 탈냉전으로 인한 국제체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59) Victor D. Cha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
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60) 1965년 한일협상이 ‘배상’에서 ‘청구권’, 다시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해결’ 또는
‘청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점은 기존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왔고, 초기 연구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파악했다

(Cha, 1999 참고). 다만, 이후 연구에서는 외부 요인이 아닌 일본과 한국의 국내
정치적 측면이 함께 논의되었다. 한 예로 김은정은 경제협력 방식의 결정 요인으

로 일본의 관료정치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구상

의 결과물이었음을 주장한다 (김은정,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일본공간』 제20권 (2016), 208-240쪽). 1965년 한일합의 외에도 19

74년 박정희 저격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전달한 외교문서에는

한국 측의 양보를 통한 빠른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정
환. 「박정희 저격사건의 한일관계: 국제구조의 제약과 국내정치의 영향」. 『일

본연구논총』, 제37호 (2013), 65-95쪽), 1982년 역사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도 미국이 사건의 해결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본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과정이 관찰된다 (RG59, Entry ZZ1005, Box F, Item 31 (1984.06.25.)).

61) 국교가 없는 북한과 대만과 같이 “미해결로 남은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으로 우리는 이러한 보상, 배상의 문제는 이미 결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
11월 10일 참의원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회에서의 시마부쿠 소코(島袋宗康)의 발

언. 국회 회의기록 재인용; 츠치노 2014, 2쪽.
62) 조양현, 「일본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16인 저, 『현대외교정책론 제3판』, (서

울: 명인문화사, 2018), 356쪽; Calder, 2004,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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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정치대국’으로써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 확립과 국가 정체성의 전

략적 재건을 시도했다.63) 그중 하나의 전략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apol

ogy)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주변국과의 국가 간 화해 정책이 시행되었

다.64)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역외교 전개

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외교를 시도하는 하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대

의 조건으로 전후책임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 태도로 성실히 임할 것,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공헌’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제시한

것이었다.65) 동아시아의 “화해 구도로의 전환”은 일본이 지역적 영향력

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전후책임 문제를 논의하고 아

시아 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66) 그리고 이러

한 일본의 아시아외교 전략 전환은 “근린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수립을

통한 지역 내 역할의 확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논리 아래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63) Sohn and Jo, 2017 참고.
64) 국가 간 관계의 회복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용어를
통해 과정 또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화해, 사과

또는 사죄, 보상, 배상, 청산 등이며, 엄밀히 따져서 이러한 연구는 국교의 정상화

나 단절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회복이나 복원의 말보
다는 우호적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화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

고 천자현의 연구를 활용하여 국가 간 화해를 “과거 식민지배 또는 전쟁에서 비

롯된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65) 한 예로 싱가포르 수석 각료(senior minister) 리콴유(Lee Kuan Yew)는 일본이

아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전후책임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또한

주변국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타심(altruism)을 보임으로써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속해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248 (1991.05.05.); Item 311 (1994.11.2

9.)).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성실한 태도”, “도덕성 증명”을 강조했던 점에

서도 그 호응의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66) 북일 국교 정상화 시도 등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신정화, 「냉전 이후 일

북 관계의 시대별 주요 특징: 동북아시아 정세, 국가목표, 국내정치세력」, 『일본

공간』, 제19호 (2016), 171쪽; 이원덕, 「북방정책과 일본: 북일 수교교섭과 일본
의 대북정책」, 하용출 외 7명 공저,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 서울

대학교출판부, 2003), 197-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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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적 역할 증대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체계에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에 대한 공통의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67) 아시아의 주변국 역시 동아시아 안보구조에

서 미국의 중심적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1990년대 초 일본의

대미외교와 아시아외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외교 전략 전환의 중심에 있었

던 것은 국제공헌을 통한 다자외교, 특히 UN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

의 국제적 위상의 확립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었다. 그동안 일

본이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고자 시행했던 다자외교는 ODA(Official Dev

elopment Assistant, 정부개발원조)를 통한 대외원조와 경제협력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68)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의 충격 이후 일본은

외교 전략의 전환에 따라 UN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활동과 지역

내 다자외교를 통한 ‘지역협력’ 외교를 추진했다. 이는 불안한 국제정세

에 대응하여 세계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을 재차 확립하고, 인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자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대국’으로서의 지위 상향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69) 그 중

심에는 일본의 UN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 적극

참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70)

67) IWG의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근린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회복
하기 위해 시행하는 역사문제에 관한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전후책임의 종결 시도에 대해서도 아시아외교 성공

의 전제조건으로써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탈냉전기 일본의 아시아외교를 평가하
는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안보 영역에서 일본의 급격한 아시아외교의 전개

는 경계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압력을 행사한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원덕, 2003, 204쪽).
68) 일본의 ODA는 1954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대 “ODA

대국”이 되었다. 다만 냉전체제에서 일본의 ODA는 자유 진영 국가들에 대한 집

중적 원조, 또는 소위 “분쟁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원조로써 넓은 의미의 안전보
장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여 냉전기 일본의 다자외교는 국제적 역할의 수행임

과 동시에 냉전기 미국 전략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조양현, 2018, 356-357쪽).
69) 이면우, 2011, 116, 155-156, 404쪽.
70)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 구상은 글로벌, 지역, 국내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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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의 ‘국제공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일본의 UN PK

O 활동 참여와 인적 공헌으로써 자위대의 파병이었다. 일본 국내에서 가

장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안(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이하 PKO

법안)」이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미국 주도의 다국

적 연합군이 투입되면서 미국은 일본에도 “평화유지에 대한 공헌”을 명

목으로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군사적, 인적 공헌은 어렵다는

국내적 판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

다.71) 하지만 전쟁이 종결된 이후 국제사회는 군대를 파견한 국가만을

전쟁 공헌 국가로 승인하였고, 일본의 물질적 지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적 반발이 일면서 ‘국제공헌’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인적 공헌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자위대를 파병하는 안

이 검토되었다.72) 결과적으로 자위대의 파병을 조건 하 용인한 「PKO

법안」이 1992년 6월 15일 성립되었고, 이후 일본은 캄보디아 등에 평화

유지군으로서 자위대를 파병하였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노력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

만 이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적으로 엇갈렸다.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평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한 세력이 자위대 파병에 대한 반감을 표시

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일본의 국제적

평화유지 노력은 비군사적인 부분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73)

그리고 UN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의 구조적 강화가 이루어짐에 따

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승인 조건으로 “평화유지에 대한

공헌”과 함께 국제규범의 준수와 적극적 수용을 요구하는 “인권존중을

통한 공헌”이 제시되었다. 전자는 정책결정자와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하

데, 글로벌 차원의 구상은 UN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배정호, 『탈냉

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61쪽).
71) 일본은 파병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원하였다 (배정호, 1999, 6쪽).
72)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

1), 231쪽.
73) 한국 노태우 대통령의 PKO 법안 반대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보고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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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후자는 인권문제를 중심적으

로 다루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던 일본에 요구된 절대적인 조건

이었다.74) 그리고 1990년대 초 한국, 미국, 영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은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대 의지를 지지하는 한편 마땅히 수행해야 하

는 조건으로 국제규범의 수용에 동의하였고, 외교상으로 직접 문제를 제

기하지 않더라도 국제규범 준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일본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국내적 논의가 각국 국회에서 진행되었다.75) 더욱이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

가가 동반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은 일본의 국제

74) 일본은 1970년대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희망했고,

미국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에
따라 1990년부터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면우, 2011, 310쪽). 그리고 1990년대

미국 정부는 일본이 UN에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PKO 활동을 통해 국

제 평화에 공헌하고 있고, UN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Y, Item 8B; Item 9 (1995.07.06.); Box SE, Item 9A (1995.08.04.)).
75)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조건으로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이를 인식한 관

련 국가의 국내적 논의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된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난다 (내용은 후술하기 때문에 여

기서는 생략한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민사

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적 차원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예를 들어 1993
년 7월 29일 윌리엄 로스 주니어(William V. Roth Jr.) 상원의원이 제출하여 상원

대외관계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 소개한 결의안의 제목은 “Germ

an and Japanese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이었으며,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그 책임을 수행한다는 가정 아래 상임이사국으로의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그 책임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피해국이었던 주변 아시아국과 논의하여 필요한 정치
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03rd Congress(1993-1994), “S.Res.135,”Library
of Congress, (1993.07.29) 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senate-r
esolution/135, (검색일: 2018년 3월 23일)). 이어서 미국은 1997년 미국 법무부의
일본 국적 전쟁범죄자의 입국 거부 조치, 1997년 11월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과 2

000년 12월 일본제국기록공개법을 통한 독일 나치 정권과 일본제국의 전쟁범죄에

관한 자료 공개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부족한
대응에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미국 시민사회의 요구가 “임계점(critical mas

s)”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IWG, 2007,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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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승인 획득의 문제이면서도 국가 위신과 체면에 관련된 국가 정체

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하여 일본 국내적으로도 국제규범 수용의 필요성

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76)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국

내적 논의 속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전후책임 문제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로 위치 지어졌으며,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 수행에 대한

자격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탈냉전으로 인한 일본의 아시아외교, UN

외교 전략의 변화가 대미외교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던 일본의 국가 간 관

계, 안보 체계, 미·일 동맹 중심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상호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서 미·일 동맹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은 국제 및 지역사회에서 역할의 증대와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노렸다.77) 더욱이 일본은 아시아 유화 정책을 통해 전후

책임 문제를 다루면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본에 유리하게 규정한

“전쟁책임에 따른 법적 의무 종결”이라는 명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

리고 일본과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던 미국 정부 또한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정부 차원에

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78) 즉, 1990년

76) 1990년대 초중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회의기록을 살펴보

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위신, 체면, 명예와 관련된 문제임을 발언하는 의

원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77) 배정호, 1999, 61-65쪽.
78)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규정하는 일본의 “전쟁책임에 따른 법적 의무 종결”은 샌프
란시스코 체제부터 확립되어 온 양국 간의 합의된 입장이었고, 이는 미국 국민을

상대로 미국 국무부가 보내는 일본의 전후책임에 관한 미국 정부의 견해 속에서

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부터 미국 내에서는 일본군의 인권침해 행위(강
제노동, 포로 대우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들은 미국 사법기관, 의회, 국무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보상을 요구했

다. 그 가운데는 일본이 UN의 상임이사국에 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전제조건으
로 전쟁책임에 대한 보상을 제시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일관된

답변은 지난 전쟁에 대한 일본의 모든 배상책임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완료되었으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일본
은 지금까지 UN에 상당한 양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PKO 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

으로 공헌하고 있기에 이미 상임이사국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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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루어진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 노력은 “전후책임의 완전한 종

결”을 시도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 형성된 미·일 관계를 둘러

싼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는 선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아시아의 안보 체계에서 일본과 안보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는 일본과 근린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아시아외교 성공을 위해서 미국은 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한적

이지만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79) 이는 이후 일

본군‘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소극적 관여를 통해 관리

하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탈냉

전기 외교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미외교 중심의 외교 구상이 유지된

배경에는 일본이 마주한 정치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이념이 부

딪히고 타협되었던 일본 국내 정책결정자 간의 논쟁과정이 있었다.

3. 자사사 연립정권 등장과 기회 구조의 성립

1990년대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본 국내적으로도 많은 정

치적, 사회적 변화를 맞이했다. 거품경제의 붕괴, 정치추문 등으로 인해

일본 사회 내 분위기는 폐색해갔고, 일본 여론은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본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

대해서는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80) 가장 큰 국내정치적 변화는 1993년

여름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 일당 지배의 ‘1955년 체제’81)

(RG59, Entry ZZ1005, Box SE, Item 9A (1995.08.04.); Item 12A (1995.12.15.); B
ox Y, Item 8B; Item 8C; Item 9(1995.07.06.); Item 9B (1995.05.23); Box X, Item

12 (1995.12.12.)).
79)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20 (1993.05.27).
80) 제럴드 커티스 저, 박철희 역,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전환기 일본 정치개

혁의 구조와 논리』, (서울: 한울, 2003), 참고.
81) ‘1955년 체제’란 1955년 이념적 대립으로 분열되어있던 사회당이 통일되고 보수

세력이 연합하여 자민당을 형성함으로써 탄생한 일본의 정당정치 체제이며, 자민

당과 사회당 사이의 “보수와 혁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구도
아래 자민당이 계속된 우위를 차지해온 일당 지배체제를 지칭한다 (커티스, 2003,

8쪽; 박철희, 「1990년대 정치세력의 연합과 갈등의 구조」, 이면우 편, 『55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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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붕괴하고 1996년 10월 자민당이 최종적으로 단독정권을 회복하기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세 번의 연립내각이 수립했던 정치체제적 변화였다.

이러한 국내정치 환경 속에서 일본의 정치 주체들은 그 세력을 연합하고

분열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쟁을 전개하는 국내정치적 조

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국내정치적 조건에

따라 국제적 요인을 재구성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

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과정을 진행했다.

연립정권은 다당제 아래에서 기존 정치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체제에 대한 ‘위협’ 저지”라는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과 정

치인의 선호, 정치적 보상과 자기 보존 욕구에 따라 형성되는 경향을 보

인다.82) 이러한 위협요인으로는 오직(汚職), 부패 사건으로 인한 국민지

지 상실 및 신뢰도 하락,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상실, 경제 상

황 악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등이 있으며, 이는 기존 정당 분열, 신당 대

두 등에 의한 정당 체계의 재편성 그리고 선거 득표율과 확보 의석수의

변화에 따른 주도권 재설정을 초래한다.83) 정권 수립을 통해 체제 유지

에 대한 위협요인이 사라진 후 각 정당은 당의 가치판단과 가장 가까운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연립정권에서는 각 정책 항목별 정당 간의 정책 협

력 및 대립에 입각한 정치과정이 진행된다.84) 연립정권에서 정당 간의

“정책적 양보”는 “필수조건”으로 설정되고, 그 결과는 “대외명분”을 앞세

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파주: 한울, 2005), 39쪽).
82) Sven O. Groennings, “Notes toward Theories of Coalition Behavior in Multipa

rty Systems: Formation and Maintenance,” in S. Groennings, E. W. Kelley, M.

Leiserson (eds), The Studies of Coalition Behavior (New York, NY: Holt, Rine
hart and Winston, 1970), 55쪽 재인용; Ian Budge and Hasn Keman, Parties an
d Democracy: Coalition Formation and Government Functioning in Twenty St
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34쪽 재인용; 岡沢憲芙, 「G. サル
トーリ: 比較政治学の完成」, 白鳥令 編, 『現代政治学の理論<上>』, 東京:早稲田

大学出版部, 1981), 240쪽 재인용; 이기완,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서

울: 케이시 아카데미, 2002), 25, 37쪽.
83) 岡沢憲芙, 『政堂』 (東京:東京大学出版会, 1988), 80쪽 재인용; 白鳥令 編, 『選挙

と投票行動の理論』 (東京: 東海大学出版会, 1997), 89-90쪽 재인용; 이기완, 2002,

36-37쪽.
84) 이기완, 2002, 2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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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애매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책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다.85) 이러한 연

립정권의 특징을 1990년대 일본정치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1993년 7월 18일, 전후부터 커다란 흔들림 없이 지켜져 왔던 자민

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붕괴하였다. 1993년 6월 18일 야당이 제출한 미야

자와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미야자와 총리는 국회를

해산했고, 이후 7월 18일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의석에서 223석을

획득하며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86) 소위 ‘1955년 체제’의 붕괴를

설명하는 요인 중 첫 번째는 잇따른 정치추문으로 인한 ‘정치개혁’과 그

내용을 둘러싼 당내 세력 싸움과 여론의 지지철회였다.87) 자민당은 당내

파벌을 중심으로 내부 체계를 구성해왔다. 1990년대 초반 원내 원로 정

치가와 신진 의원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보

지 못하고, 독자적인 세력 구축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자민당 내 세력이

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설하면서 기존 야당과 연계하여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에는 기존 정치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

현하던 일본 국내 여론이 배경으로 존재했다.88) 두 번째는 걸프전에 대

한 일본의 ‘공헌’이 인정되지 못하면서 형성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의 ‘보통국가’ 논쟁을 둘러싼 정치권 내 세력변화였다.89) 마지막으로 미

85) 이기완, 2002, 39쪽 참고.
86) 와다, 2016, 105쪽.
87) 1980년대 말부터 일본은 잇따른 정치추문으로 인하여 정부 신뢰도에 심각한 손

상을 입고 국내 여론으로부터 부패 척결, 정·재계 쇄신 등의 엄청난 압력을 받았
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인 ‘리쿠르트 사건(リクルート事件)’은 1988년 6월 18일

에 발각된 일본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업범죄이자 뇌물 사건이었으며, 일본 정·재

계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의 자민당 탈당, 당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자

민당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미야자와 기이치,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등

의 사임, 1989년 6월 3일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
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1989년 8월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총리의 성추문으로 인

한 퇴진과 1992년 8월 당시 자민당 부총재이자 유력 파벌 다케시타파(竹下派) 회

장 가네마루 신(金丸信)의 ‘사가와규빈(佐川急便) 뇌물 사건’ 등으로 자민당은 심
각한 정치적 위기와 함께 당내 파벌의 분열을 맞이하게 되었다.

88) 자민당 탈당에 이어 형성된 신당은 하타 츠토무와 오자와 이치로의 신생당, 다케

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의 신당 사키가케 등이었다 (커티스, 2003 참고).
89) 커티스, 2003; 박철희,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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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와 총리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대처

는 국내정치세력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90)

결과적으로 자민당 탈당 의원의 최대수가 포함되어있던 신생당(新

生党)을 필두로 하여 일본사회당(日本社会党, 이하 사회당), 공명당(公明

党), 일본신당(日本新党), 민사당(民社党),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이하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社會民主聯合)의 일곱 정당과 참의원 원내

회파(會派)인 민주개혁연합(民主改革連合)이 연립을 구성하여 1993년 8

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비(非)자민 연립내각이 탄생했다.91) 호소

카와 내각은 국회 제1당인 자민당이 내각 바깥에 존재하며 “소수당에 정

국운영을 위임”하되 “거부권 행사”가 가능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정권이었다. 그에 따라 내각수립 동안 잇따른 정당 간의 의견 불일치로

정책 실행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92)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

던 호소카와 내각 또한 역설적으로 총리 자신의 뇌물 사건으로 내각 총

사퇴를 맞이했고, 이어진 하타 츠토무(羽田孜) 총리의 비(非)자민 비(非)

공산 연립정권 또한 자민당의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약 2개월

만에 내각 총사퇴를 한다. 그리고 1994년 6월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

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연립정권(이하 자사사 연립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전 연립내각보다는 안정적이었지만 총리를 배출

한 사회당이 여당 제2당이라는 변칙적 내각이었다.93) 그에 따라 무라야

마 내각은 모든 정책 결정에서 여당 제1당인 자민당, 여당 제3당인 신당

사키가케와 합의를 거쳐야 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 주체는 내각, 국회로 대표되는 정당, 정당

90) 한국 외무부 관료가 일본 국내정치세력의 반발이 미야자와 총리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1.01.24.).
91) 원내 회파 또는 교섭단체란 일본 국회 운영의 기본을 구성하는 조직이자 정치제

도로써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법안제출 및 발의, 위원회 이사회 선출, 입법사무비

할당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연립내각 동안 정당 재편성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커티스, 2003, 27, 181-183쪽; 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
世・浅羽祐樹, 2017, 174쪽).

92) 이기완, 2002, 23쪽.
93) 이기완, 2002, 23-24쪽; 오누마, 2008,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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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파벌을 포함하는 정치세력, 외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 중앙 및

지방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부 등으로 구성되어있었다.94) 정치세력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연립정권 형태는 정책 결정의 정치과정에서 관료집단

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정당 간(inter)의, 정당 내(intra)의 협의를 수반했

다. 정치적 혼란과 연립정권이라는 국내정치적 조건은 일본 내 정치세력

간의 실용주의에 기초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념적 분열과 갈등

을 촉진, 강화하였으며, 국제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정치적 기

회이자 제약을 일으키는 정치구조를 형성했다. 정당 간 이념적 간극은

완전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중요 외

교정책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게 했다. 일례로 일본의 전후책임 문

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사회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사키

가케는 중도적, 자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그리고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자민당 내 보수 우파는 무라야마 내각의 정책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95) 하지만 분명 일본의 전

후책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사회당이 포함되어있는 연립정권과 정

권복귀라는 실리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 세력 간의 연대는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국내정치적 기회 조건으로 존재했다.

94) 언론의 정치 주체적 역할이라는 점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구

성과 결정을 위한 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점에서 1990년대 초중반 언론은 아직

정치 주체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언론의 영향
력은 강력한 것이었지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주체적 역할을 실시하려 했

던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주체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필자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오누마 야스아키의 저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95)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 사회당으로 할 수 있

는 것을 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결심을 굳혔었다고 말했다 (야쿠시지, 2015, 241
쪽). 이가라시 고조 당시 내각 관방장관 또한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시기 무라야

마 내각이 수립된 것에 대하여 이를 “역사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역사문

제를 비롯한 총체적인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사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에 반해 자민당 내에서 전후책임 문제 해결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사람은 고

노 요헤이 당시 자민당 총재를 비롯하여 자민당 의원 약 1/3 정도에 그쳤다고 회

고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9쪽). 그리고 보수 우파의 반대는 조직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파벌 내 의원이 연립내각이 입각하고 있지 않았

다 (이기완, 2002, 4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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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연립정권 내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세력과 대립각

을 세웠던 또 다른 정치세력이 바로 외무성 중심의 관료집단이었다. 이

들은 내각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을 관

철했다. 특히 선례 답습의 선례묵수성(先例墨守性)에 기반을 둔 행동규칙

은 현상 유지적 발상을 특징으로 했으며,96) ‘선례’가 없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사사례로써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특히 그중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국교 정상화 청구권 합의 등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

을 구성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새로운 집권당과 관료집

단 사이에는 서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수반되었다. 커티스는

“정치가와 관료 간의 복잡한 관계야말로 ‘일본정치’인 것”이라 덧붙이면

서 그의 경험에서 무라야마 내각의 한 각료가 관청 관료들의 강한 반발

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관료들이 그들의 정책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

해 정계 지도자를 비롯하여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방해(sabotage)” 공작

을 펼쳤음을 기록했다.97) 당시 관료집단은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민당 내

리버럴 세력과 견해를 함께하며 ‘1955년 체제’ 붕괴 이후 수립된 연립내

각의 정치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외무성의 아시아외교 전

략 수립과 동시에 선례 중시에 입각한 법률론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는 일

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기회이자 제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1955년 체제’의 붕괴와 연립내각의 수립은 결과적으로

전후책임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사회당의 약화와 몰락을 초래했다. 당시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라는 결과와 함께 사

회당이 예상 의석수의 반 정도에 불과한 70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

다.98) 이는 야당으로서 사회당도 함께 구성, 유지해왔던 전후 일본 정당

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지지철회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사사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사회당은 미·일 안보 반대에서 입장을 선회하고 ‘비

96) 오누마, 2008, 39, 49쪽.
97) 커티스는 이러한 일본 연립내각의 경험을 1970년대 영국 노동당 출신 국회의원
의 “선례를 깨고 관료의 권력을 위협하면 관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

려고 든다”라는 말과 연관시키며 새로운 집권세력과 관료집단 간의 갈등이 일본

의 특수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 현상임을 강조한다 (커티스, 2003, 16-19쪽).
98) 와다, 2016,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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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중립’ 정책을 폐기하는 등 자민당과의 이념적 대립을 바탕으로 유지

되었던 당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본래의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99) 더

욱이 여당 경험이 없었던 사회당은 여당으로써의 자각이나 정권 운영에

대한 의식이 약했다.100) 이는 사회당 출신 총리 내각에서도 당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 1월 17일 ‘효

고현 남부 지진(兵庫県南部地震)’과 1995년 3월 20일 지하철 사린 사건

(地下鉄サリン事件)101)이 일어나면서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에 대한 국

가 위기관리능력의 실태가 드러났고, 이후 사회당은 세력 약화와 지지철

회에 따라 1995년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1996년 1월 5일 무라야

마 총리의 사임과 함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전후책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기회 조건이 이후 축소되었다.

4. 국가 정체성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

1990년대 일본정치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정치권 내 잇따른 정

치적, 경제적 위기에 따른 세력 갈등과 정치세력 간의 정책 논쟁과정에

서 중도세력의 해체 및 이념적 보수화에 따른 보수적 야당의 성장, 기존

보수세력의 내부 분열 및 확산으로 인한 신보수주의 세력의 대두, 기존

혁신세력의 상대적 약화로 볼 수 있다.102)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연합은

기존 당의 분열 또는 해체, 새로운 당의 창설, 연립정권 수립 등을 통해

자민당 집권 체제의 재건과 새로운 정치체제의 탄생을 둘러싸고 전개되

99) 스즈키, 2014, 138쪽.
100) 야쿠시지, 2015, 232쪽.
101) ‘한신·이와지 대지진’ 또는 ‘고베 대지진’으로 더 잘 알려진 ‘효고현 남부 지진’은

전후 사상 최대규모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낸 지진이었으며, 일본 소방청 통계
에 따르면 사망자 6,434명, 실종자 3명, 부상자 43,792명, 피해액 약 10조 엔에 육

박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였다. ‘지하철 사린 사건’의 정식 사건 명칭은 ‘지하철역

구내 독극물 사용 다수 살인 사건(地下鉄駅構内毒物使用多数殺人事件)’이며 일본
의 종교단체인 옴진리교(オウム真理教)가 도쿄 시내 다수의 지하철역에서 화학무

기로 사용되는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

한 화학테러 사건이다 (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世・浅羽祐樹, 2017 참고).
102) 박철희, 2011, 247-24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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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탈냉전기 일본 내의 외교 전략과 국가 정체

성, 특히 전후책임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한 국내정치적 조건으로

존재했다. 당시 일본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정책 항목별 정치

세력의 분열(fragmentation)이며, 90년대 일본정치의 분열을 규정했던 것

은 세력 간의 견해의 차이, 특히 일본정치의 주류를 차지해온 자민당 보

수파의 분열과 변형이었다.103) 그리고 각 집단은 세력화를 통해 정책 논

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국내정치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정치세력의 분열과 논쟁 구도, 세력의 규모에 따른 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04)

전후 일본정치는 본래 보수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이념의 대립으

로 유지되어왔다. 이는 ‘1955년 체제’ 아래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과 혁

신을 대표하는 사회당이 각각 여당과 야당으로 국내정치과정을 구성해온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국가’

적 정체성과 요시다 노선에 입각한 ‘통상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과정

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역사 인식 또는 전후책

임 문제에 관한 논쟁 속에서 그 변형을 추가해갔다. 60년대부터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국가 정체성 논쟁

은 ‘국제주의’의 ‘평화국가’와 ‘애국주의’의 ‘보통국가’ 또는 ‘자주국가’라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사관(史觀) 논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1990

년대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모두 기술하는 아시아 유화적인

방향이 채택되었고, 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한 서술, 2000

년대에는 관련 국가의 적극적 개입까지 더해져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영

토문제에 관한 기술을 둘러싸고 다시 첨예하게 대립했다.105)

103) 분열은 다른 말로 파편화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분열을 구성하는 것은 세력의

크기, 응집력, 외교정책 결정에의 근접성, 견해의 차, 활동성 등이며, 견해의 차가

클수록 문제에 관한 경쟁의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허드슨, 2009, 219-222쪽).
104) 이원덕, 2003, 205쪽 참고.
105) 남상구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의 구분을 미국의 일본 점령 이
후 1960년대 제1차 교과서 공격, 1970년 스기모토 료키치(杉本良吉) 재판장의 교

과서 검정의 헌법과 교육법 위배 판결을 지칭하는 ‘스기모토 판결’, 1980년대 초



- 45 -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내적으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쟁과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위안

부’ 문제에 대한 행위는 일본의 국제규범 수용의 정도와 ‘평화’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대

한 하나의 측면을 구성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책 논

쟁 구도는 ① 국제규범 수용의 정도와 ② 국제적 ‘평화를 위한 공헌’의

방식, 그리고 ③ ‘역사 인식’의 차이에 근거한 아시아 유화 정책의 선택

여부와 그 강도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 일본 정치세력

분열과 논쟁 구도를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1990년대 일본 정치세력 분열과 논쟁 구도106)

註: ①, ②, ③ 항목은 앞서 설명한 기준을 의미하며, 각 정치세력, 그리고 논쟁 구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出處: 용어에 관해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였으나 세력 구분은 필자가 설정하였다.

제2차 교과서 공격, 1982년 교과서 파동과 ‘근린제국조항’의 신설, 199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제3차 교과서 공격과 그에 대

한 근린국가의 이의제기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 영토문제 관련 기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있었다 (남상구, 「일본 교과서: 국제주의

와 애국주의 중첩」, 『새로운 일본의 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보수화의

표상과 실상』, 심포지엄 발표자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년 4월 8일).
106) 당시 1990년대에는 ‘적극파’와 ‘소극파’ 사이에 ‘중도파’로 지칭할 수 있는 정치세

력(신당 사키가케 외 소규모 정당)이 존재했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주
도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적극파’ 또는 ‘소극파’의 의견을 수용하며 찬성 또는

반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논쟁 구도를 다루는 표에서는 제외했다.

적극파
(혁신)

소극파
(보수리버럴)

반대파
(보수 중도)

반대파
(보수 우파)

정치세력
사회당,
시민사회

자민당 지도층,
관료집단

신진당 등
신당

자민당 내
파벌

① 규범 국제주의 실용주의 애국주의 애국주의
② 평화 평화국가 통상국가 보통국가 자주국가
③ 아시아 찬성, 유화 찬성, 편의/실용 반대, 강경 반대, 초강경
정책결과
(인식)

범죄성 인정 범죄성 미인정 무반응 존재 미인정

정책결과
(해결)

입법을 통한
배상

국가배상 불가
(민간기금)

불필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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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규범의 수용과

이를 통한 일본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주장한 세력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적극파’와 이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시민사회였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하고, ‘국

제주의’를 표방하며 국제여론과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면서 국제규범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시아 유화적 해결 정책에 찬성하는 세력이었다. 199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과정에서 ‘적극파’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후처리 정책을 궤도 수정해

야 한다”라는 주장을 전개했다.107)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당 의원은

국회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식민지 지배 등

에 관한 전후보상을 비롯한 전후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

다.108) 그리고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형성 당시 사회당의 지도층에서는

수상을 배출한 기회에 힘입어 일본으로서 종전 50주년을 맞이하는 1995

년에 일본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109) 덧붙여 일본군‘위

안부’ 문제는 국가에 의한 전쟁범죄이며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을 통

한 국가배상 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특히 이들은 ‘평화주의’라는 이

념을 뿌리 깊게 실천해오던 일본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두

107)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김석연 외 12명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에 걸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토대연구사업으로 ‘한일회담 미해결 과제의 해법 마
련을 위한 일본 측 1차 자료 수집, 해제 및 자료 해제집의 집대성 사업: 일본군위

안부, 사할린조선인억류자, 조선인원폭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하 해당 사업
의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약칭하여 인용한다 (김석연, 『결과보고서: 한일회

담 미해결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일본측 자료 수집, 해제 및 자료해제집』, 기

초학문자료센터 (2015), https://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
10040153&res=y, (검색일: 2017년 3월 17일)).

108) 사회당 시미즈 의원 발언. 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1.12.12.).
109) 김태지 구술, 진창수 면담, 『한국 외교와 외교관 한일어업협정과 과거사 문제

김태지 전 주일대사』, (서울: 역사공간, 2017),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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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정치권 내 ‘적극파’의 의지는 당시 시민사회의 부상에 힘입

어 더욱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110) ‘적극파’ 정치세력은 일본의 연립정

권 형성과정에서 보수세력이 분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화되고

자민당 지도층과의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서 이전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

책 구상을 둘러싼 세력 간 분열이 진행되고, 1995년 이후 연립내각 성립

으로 사회당 세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감소하였다.

1990년대 자민당의 지도층과 관료집단을 구성하던 보수리버럴 세

력은 ‘소극파’를 형성하며, 탈냉전 이후 ‘정치대국화’라는 새로운 국가 정

체성 확립에 외교 전략적 기회를 찾고 실용주의적 정신에 따라 국제규범

의 제한적인 수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보수세력의 ‘통상국가’적 국

가 정체성을 중시한 실용주의 세력이었으며,111) 아시아외교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문제의 ‘해결’에 합의하고 ‘적극파’가 주장하는 아시아 유

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결’이란 ‘종결’의 의미였

으며, 분명한 결과를 동반하지 않는 행위는 취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

본의 전후책임은 법적으로 완결”되었다는 국가중심적 견해에 바탕을 두

고 국가책임 인정에 따른 배상이 아닌 국제규범의 제한적 수용을 통한

국제사회 설득 시도를 주도했다.112) 그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

한 인권침해적 성격과 그 중대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법적 책임을 유

발하는 범죄성의 인정은 불가하며, 국가배상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것

을 강조했다. 더욱이 보수세력의 분열이 심화하면서 보수 우파 집단이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자 논쟁 범위(spectrum)의 중간에 위치하

던 ‘소극파’는 타협 가능한 지점으로써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110) 「PKO 법안」 논쟁 당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반대하던 여론은 58%에 육박
했으며, 일본 전후책임에 대한 사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

었다 (박철희, 2011, 231쪽; 츠치노, 2014, 85쪽).
111) 「PKO 법안」 논쟁 당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하여 자민당 내 2/3만이 찬
성을 했던 점에서 나머지 1/3은 기존의 ‘통상국가’로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지

지했던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박철희, 2011, 231쪽).
112) 이러한 법적 견해는 일본 사법부의 최고재판소 차원의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김석연,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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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구성한 것은 신진당

(新進党) 및 소규모 정당 중심의 보수 중도 파벌과 자민당 내 보수 우파

파벌 중심의 ‘반대파’였다. 기존의 일본 국가 정체성에 반발하여 그들이

내세운 것은 ‘애국주의’에 기반을 둔 ‘보통국가’ 또는 ‘자주국가’였으며,

「PKO 법안」 논쟁 당시 자위대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이

었다. 그에 따라 국제규범의 수용이나 전후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

이었으며, 일부는 강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과거 전쟁의 행위가 범

죄 행위로 규정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었다.113) 일본 정치권 내 보수 우파의 조직화가 시작된 것은 1993년 8월

「고노 담화」의 발표와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침략전쟁” 발

언 이후였다. 자민당 내 보수 우파는 「일본은 침략국이 아니다(日本は

侵略国ではない)」라는 국민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대동아전쟁”의

총체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리고 1995년 전후 50년의 기념을 대비하여 「종전 50주년 국민위원회」

(당시 회장은 전 일본 UN대사 가세 토시카즈(加瀬俊一))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학자와 교육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관(史観) 연구

회」,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당에서는 「바른 역사를 전달

하는 국회의원 연맹(正しい歴史を伝える国会議員連盟)」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일본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아시아 유화 정책에 반대하였고, 때

로는 초강경 태세로 반발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다만 반대 세력은

당시 연립내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 중심의 ‘아시아여성

기금’ 정책 결정 과정보다 정당정치가 중심을 이룬 전후 50주년 기념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를 향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歴史を教訓

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의 구성, 채택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

사했다.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무라야마 담화」라는 일련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 정책 시행 이후에 이들은 기존 조직에서 더욱 발전

하여 1997년 「일본회의(日本会議)」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113) 마에다, 2007,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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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등의 대표적인 우익단체를 설립하

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국내적으로 시민운동을 통한 이의 제기의

통로를 완전히 장악, 봉쇄하기에 이르렀다.114)

이렇듯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이자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였고, 국내적 논쟁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아시아

근린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자 국가 정체성 문

제로 다루어졌다. 1990년대 일본이 마주하고 있었던 국내외 정치적 조건

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두고 일본의 ‘현실’을 판단했던 국내정치세력

들은 ‘위안부’ 문제가 여성인권 규범과 관계되는 특수함 때문에 다른 전

후책임 문제와 비교하여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

고,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타협하는 분열과 연대의 정치과정을 전개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정치대국화’ 외교 전략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의 ‘해결’과 전후책임 문제의 ‘종결’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동의한 ‘소

극파’가 문제 해결을 추진해온 ‘적극파’와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고, 정권

복귀를 위해 형성된 연대가 기회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

은 제한적 규범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UN정책이자 아시아 유화 정책

으로써 선택되었다. 이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하면서 정치과정의

조건을 구성하고, 세력의 분열과 연대를 통한 국내정치세력 간의 합의가

주요 정책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물이었다.

114) 당시 「역사·검토위원회」의 간사는 아베 신조였다. “대동아전쟁”이란 일본제국

의 식민지 지배 및 일련의 전쟁(1931년 만주사변, 1938년 중일전쟁, 1941년 아시

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지역에 대
한 특수권리가 인정되던 시대에 서구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써 행한

전쟁이라는 인식을 포함한다. 일본에는 두 가지 역사수정주의 집단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전(戰前)의 역사를 긍정하는 집단, 다른 하나는 전후(戰後)의 역사를 긍
정하는 집단이며, 1993년 「고노 담화」와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에 결집하기 시

작한 보수우파의원들은 전자에 해당하는 세력이었다 (츠치노, 2014,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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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발현과 국제화115)

시민사회의 부상과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는 1990년대 전 세계적으

로 국제정치적 변화를 이끌었고, 비국가 행위자들 또한 정책 결정에 대

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시민사회에는 국내 이익집단, 운동단체, 전

문가집단, 언론, 개인, 기업을 비롯한 경제행위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포

함되었고,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기구, 해외기업, 다국적기업, 해외 외교

집단, 해외언론 등의 국외 행위자들도 국내 정치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116)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는 뉴거버넌스론(new go

vernance theory)은 기존의 국가 중심, 시장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참

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뉴거버넌스라는 공공행위의 도구(the

tools of public action)를 통해 시민사회가 공공문제에 대한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한다.117)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는 국제기구를 비

롯한 국외 행위자들이 포함되어있고, 시민사회는 국제규범 수용의 주체

로서 인권레짐과 강하게 연동하며 국제기구와 상호보완적으로 정치적 영

115) 제3장에서 제5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본의 정치과정을 다

루고 있다. 서로 다른 1차 자료의 교차분석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당시 1990년대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관계

자 다수의 회고록과 저서를 활용하였다. 같은 사건 또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문의 가독성을 위하여 두 개의 저작 이상에서 동일하게 지
적되는 경우, 또는 이미 잘 알려진 사건, 사실의 경우에는 따로 각주를 넣지 않았

다. 다만 정부 관련 1차 자료의 경우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활용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요시미, 1998; 도츠카, 2001;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김창록·이승욱, 20
03; 오누마, 2008;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20년사』, (파주: 한울, 2014); 와다, 2016; 정진성, 2016; 아시아여성기금

홈페이지, http://www.awf.or.jp/index.html, (검색일: 2018년 3월 24일).
116)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정보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정부가 외교정책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재성, 2018, 4, 12-13쪽).
117) 샐러먼(Lester M Salamon) 등에 의해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Lester M. Salamo

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재인용; 정미애, 2011,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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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강화해나갔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언

론과 NGO들은 기존에 제기되지 못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개

인과 사회의 문제들을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문제화’ 및 ‘현재화’했다. 다

만 국내 정책결정자로서 기능하기에 시민사회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정치 주체로써 새롭게 등장한 만큼 정치과정 참여를 어렵

게 하는 정치구조가 존재했으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분

열되기도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중심의 기존 질

서가 유지, 작동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현안에 대

해서는 국가 정부가 시민사회 또는 피해자 개인의 ‘대리 주체’로서 설정

되었고, 국제환경에서는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논

의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국제기구가 생산하는 국제규범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기구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1990

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또 다른 현실이 구성되었다.

1. 시민운동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재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0년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전쟁을 겪은 군인이라면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전쟁 속 여

성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과거처럼 군인들의 회고록이나 저서를 통해

전해졌다.118) 그러면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때때로 사회문제 중 하

나로서 소설과 영화, 신문기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119) 그러

118) 와다 하루키는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한 것이 한일국교 정상화

논의과정 당시 운동가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던 일본조선연구소의 『일·조·중 삼
국인민연대의 역사와 이론』(1964)을 통해서였다고 회고한다 (와다, 2016, 16쪽).

119) 구체적으로 작가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郞)의 저서 『춘부전(春婦傳)』 (194
7), 신문기자였던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저서 『종군위안부-“목소리 없는 여자”

8만 명의 고발』 (1973), 재일조선인 저널리스트 김일면(金一勉)의 저서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 (1976) 등이 있다. 특히 1983년에 일본에서 출간되고 198
9년 한국어로 번역된 요시다 세이지의 『나의 전쟁범죄-조선인 강제연행』은 제

주도에서 여성 200여 명의 납치, 연행 등을 고발하면서 운동가들에게 주목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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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근대적인 사회 분위기와 식민지와 전쟁을 포함하는 과거청산이 국

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되면서 그들은 침묵해야 했다. 하지만 19

60년대 초 원폭 피해자 문제, 1970년대 징용, 징병 문제에 관한 문제 제

기, 그리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은 ‘위안부’ 문제

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었다.120) 다만 ‘위안부’ 문제가 본

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70, 80년대 한국 내 일본 관광객의 ‘기생관광’

에 반발한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와 1990년 1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

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한겨레 칼럼(당시 「정신대 취재기」)으로 연재

해온 윤정옥 교수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서부터이다. 이후 국내외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계하면서 운동은 점차 확산하였고, 그 목적을 진상

규명 요구를 통한 범죄성의 증명, 그에 따른 책임의 주체로서 일본 정부

의 사죄와 배상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

동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현재화되어 외교적 문제로 제시되

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국내적 승인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절대

적인 조건으로 상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윤정옥 교수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운

동 단체들은 1990년 5월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문

제 제기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고,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

던 조선인 강제동원명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을 마

무리하였다. 일본 정부에서 추가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과 군과 국

가의 관여를 부정하는 반응에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여성단체들과 정

신대연구회121)는 다시 한번 성명과 함께 사실의 인정, 공식사죄, 진상규

명과 발표, 피해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역

사교육의 실천이라는 여섯 가지의 요구를 발표했다.122) 그리고 10월 29

나, 후일 내용의 허위사실이 드러나 반대파의 공격 표적이 되었고 큰 물의를 빚
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29쪽).

120) 정진성, 2016, 149쪽.
121) 1990년 7월 윤정옥 교수가 설립한 연구회이며, 현재의 한국정신대연구소이다.
122) 이후에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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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윤영애는 사회당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참

의원 의원에 연락을 취하고 여섯 가지 요구가 담긴 공개편지를 전달하고

자 여성의원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123) 같은 해 11월, 36개의 여성단체

는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후 정대협)를 출범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 또한 반

응하여 이전부터 ‘기생관광’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해왔던 일본의

‘매매춘 문제와 싸우는 모임’, ‘아시아의 여인들’ 등이 즉시 응답하였고,

곧바로 ‘종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 모임’, ‘정신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등이 결성되었다.124) 정대협은 이후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산

발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확산하

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대표적인 활동인 ‘수요시위’는 1992년 1

월 8일 일본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주한일본대사

관 앞에서 시작된 이래 2011년 12월 1000회 달성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의 커다란 발화점으로 작

용한 것은 1991년 8월 14일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이었다.125) 좀처럼

사회 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강제연행”

이라는 부분만이 주목받던 시기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그녀의 증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그

후 다른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

러싼 시민운동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일본에서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운동 및 전후책임 관련 단체까지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126) 피해자의 증언과 운동의 확산은 국가의 사

123) 시미즈 스미코 인터뷰 내용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49쪽).
124)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2014, 52-53쪽.
125) 정진성, 오누마 야스아키, 와다 하루키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작에서 1991년 8월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현숙은 피해자의 분노와 마주하고 나서야 일본인들은 “피해자의 시
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오누마, 2008, 14쪽).

126) 츠치노는 일본 시민운동단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피해자
의 생활과 재판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단체’, 그에 반해 사회나 정부를 대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옹호 또는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운동단체’가 그러하



- 54 -

죄와 배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재판

소에 제소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요구소송에 피해자 김학순을 비롯한

3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원고로 참가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문제이자 정치문제로 인지되었다. 이는 피해자 개

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사법적 해결시도가 관련 국가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였다.127)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동의 사회문제이자 외교문제로 자

리 잡게 한 또 하나의 계기는 ‘위안부’의 실체와 일본 정부의 관여 여부

를 규명하고자 노력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였다. 1991년 11월 재미 학자

방선주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

들과 함께 1992년 1월 일본 츄오(中央)대학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일본 방위성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위

안부’ 문제는 실재하는 역사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요시미 교수의

자료발굴은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일

본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게 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듯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은 1990년부터 1992년

초반에 걸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현재화하

여 관련 국가의 중요 의제로 설정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형 시

민단체와 전문가를 주축으로 시민사회는 이후 ‘위안부’ 문제의 해결 과정

에서 국내정치적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의 방향

성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이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128) 특히

일본의 시민사회는 전후 일본의 ‘평화’라는 가치에 따라 지난 전쟁을 되

다 (츠치노, 2014, 1쪽).
127) 양기호, 2015 참고.
128) 정미애는 한일시민사회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현재화하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 인권침해, 여성인권의 문
제와 연계하여 문제화한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생활 지원 등의

사회적 활동에서부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요구라는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식으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마
지막 세 번째는 한일 간의 시민연대를 바탕으로 다른 아시아 피해국 시민단체들

과 초국가적 연대를 형성한 것이다 (정미애, 201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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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 정치권 내에서 진행되었던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역사 인

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129) 결과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국내정치과정은 시민사회, 더 나아가 언론과 여론을 포함하는 국

가 전체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와 함께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였다.130) 더욱이 시민사회가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를 비판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단체 간의 연대 활동, 정책결정자와의 연계를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내사회의 ‘승인’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절

대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131)

2. 국제사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제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인권침해 사

례라는 인식에 따라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는 정체되어있던 국내외 여론의 환기와 일본을 비롯한 관련 국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끌어내고자 하는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다.132) 이는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유효한 압력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관련 시민

단체와 이들과 협력하는 전문가집단은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회의

129) 이러한 일본 시민사회의 인식은 ‘생활평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전후책임 문제의 해
결, 보상의 필요성,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

다 (오누마, 2008, 23쪽 참고).
130) 오누마가 제기하는 전후책임의 주체가 국민 전체를 포함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해석이다 (오누마, 2008, 48-49쪽).

131) 오누마, 2008, 31-32쪽 참고.
132)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한일 사

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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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문제로 제기하였고, 회의의 결과보고서 또는 보고관의 특별

보고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과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

어 발간될 수 있도록 조사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133) 그 과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 내에 형성되어가던 인권 규범, 특히 전쟁

과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와 국가 주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

로 논의되었고, 이는 국제규범의 발전과 국제여론의 형성으로 이어져 일

본 정부가 탈냉전 UN외교의 조건으로써 국제규범의 수용을 고려해야만

하는 환경요인을 조성했다. 결국,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과

국제규범의 형성은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국제규범의 수용이라

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시민사회와 초국가연대는

국내적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환경을 구축했다.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던 곳은 UN의

인권위원회와 그 산하인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소위원회(이하 인권소

위원회)’였다.134) 1993년 중반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현대형 노예제’,

‘여성인권’, ‘국가배상’ 등의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논의 속에서 다루어졌

다. 1992년 2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인권변호사 도츠카 에츠로를 통

해 UN 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135) 그리고 정대협은 같은 해

8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통해 발언권

을 얻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위안부 문제는 곧 여전히 존재하

13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2014, 103-104쪽.
134) 인권위원회는 다른 UN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총구성
원 수는 53명이다. 이와 달리 인권소위원회는 정부가 추천한 인권 분야 전문가

가운데 인권위원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

한 구성은 개인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유효적절한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108-109쪽).

135) UN Doc. D/CN.4/1992.SR.30/Add.1 재인용; 도츠카, 2001, 54쪽. 비록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도츠카 에츠로는 1992년 5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세계교육발전기구(IED, International Education

al Development)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노예제 금지 및 강제노동조약 위
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본

격적으로 다루게 된 시점은 1995년 이후였다.



- 57 -

는 전시 여성인권 문제의 “역사적 뿌리”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당시의

한국과 일본 NGO는 정부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 실

무회의(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는 당시 국

가배상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

n) 특별보고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도록 권고하

였다. 이후 위안부 문제는 UN을 무대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논의되

면서 ‘전시하 성폭력 및 성노예 문제’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배상 문제’라는 두 가지 축에서 다루어졌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규정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UN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 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 실무

회의’를 비롯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

회(CEDAW)’ 등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폭력 및 성노예에

관한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주목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

와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폭력 중 하나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규

범 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92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

루어진 이후 UN 인권소위원회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1993

년 8월 25일 「전시노예제에 관한 결의」(No. 1993/24)를 채택하고, ‘내

전을 포함하는 전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 유사 관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특별보고관으로 린다 차베스를 임명하였다.136) 하지만 진

행연구의 개수가 내부규정이 정해놓은 13개를 초과하자 인권위원회에서

는 소위원회의 연구제안을 동결하였고, 이에 소위원회는 차베스에게 우

선 예비연구의 진행을 요청하면서 1995년 제47회기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차베스의 보고서를 우선 사항으로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그의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범죄로서 성노예 및 유사 노예 관행

문제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분석에 따라 결론 및 권고

를 하는 것이었다. 주요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는 국제기구의 동향을 자

136) 해당 결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후 발간된 UN 유럽본부의 소식지(1993.09.01.)에서는 이 결의가 ‘위안부’ 문제를

겨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창록·이승욱, 2003,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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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보고하면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137)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일본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로 “이 문제는 유고슬라비아 문제다”라는 설명을 하거나, UN 창설 이

전의 문제에 대하여 UN은 논의할 권한이 없으며 전쟁에 관한 모든 보

상은 북한을 제외한 피해국과 관련 조약을 통해 완료했다는 태도로 맞대

응하였다. 이는 ‘위안부’ 문제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

적인 로비의 일환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으로부

터 “UN 심의를 거부”하고 “결의를 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을 무

시”한 채 “개인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138)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이라는 범주로 위치 지었다. 이는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증거였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가장 큰 정체성을 구성하는 축이 되었다.

탈냉전과 함께 이전 국가중심적 구조에서 이뤄질 수 없었던 국가

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개인의 문제 제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139)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여 UN 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인

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를 조사, 보고할 특별보고관으로 테

오 반 보벤을 임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그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했다. 이후 1993년 8월

인권소위원회에는 테오 반 보벤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E/CN.4/Sub.2/1993/8)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은 국가가 직접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가해국에 직접 배상·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에는 노

예·노예 유사 관행이 중대한 인권침해로 포함되었다. 더욱이 국가가 이

137) 『마이니치신문』, 1993년 8월 21일, 『요미우리신문』, 1993년 8월 26일 석간,

『아사히신문』, 1993년 8월 26일 석간 등을 포함한다 (도츠카, 2001, 55쪽).
138) 도츠카, 2001, 55-58쪽.
139) 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世・浅羽祐樹, 2017,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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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이를 국제법상 ‘불처벌’ 행위로 간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140)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국가 주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배상의 문제에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이후 국제법적 견해가 더해

지면서 국가 정부에 대한 권고의 국제기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대협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동조하며 협력한 일본, 북한,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관련 단체들은 초국가적 연대를 구성했다. 대표적인 연

대기관으로는 ‘강제 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있었다. 초국가

적 연대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시

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서로 다른 가치지향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한 예로

한국 시민단체는 국제규범이 발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인정, 그에 따른 사죄와 국가배상, 그리고 책임

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민연대 내부

적으로 논쟁이 발생하면서 한국과 일부 일본 시민단체 간 균열이 일어나

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연대는 내부적인 분열을 겪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초국가적 시민연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하였다.

3. 국가의 등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의제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주체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로

서 비정부 주체는 국가의 ‘사실상(de facto) 승인’141)을 얻는데 머물렀다.

140) 도츠카, 2001, 79-80쪽 참고.
141) ‘사실상 승인’이라 함은 국제법적 필요조건의 충족에 따라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법적 승인’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국제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

나 기타 정치적 이유로 ‘법적 승인’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
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다. 대체로 국가승인에 관한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문제

해결에 관한 교신, 협력, 문제 처리 등을 하는 관계로서 국가와 동등한 정치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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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가 정부가 시민사회와 개인의 ‘대리 주체’로써 문제 해결의 논

의 대상으로 설정되었고, 국가중심적 질서와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일본

군‘위안부’ 문제의 빠른 ‘종결’에 대한 국가 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시민사회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국제규범과 국제법 중심의 국

제정치적 환경과는 별개로 ‘위안부’ 문제의 확산을 경계하고 ‘후속 조치’

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 일임하는 또 다른 국제정치적 현실이 조성되었

고,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 중심의 국

내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

민사회는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사회적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치적

조건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

탈냉전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의 주요 외교 상대국은 일본외교의 중요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구성했다.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발현되고 나서 일본의 외교 전략적

동반자인 미국을 비롯하여 문제의 당사국이었던 한국과 북한, 그리고 조

사 진행에 따라 당사국이 된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등의 국가들

은 각국 피해자 또는 시민사회의 ‘대리 주체’로서 사안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아래 일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의 가능성을 전제로 협의해

나갔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바랐던 미국 정부를 비롯하여 일

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했던 당사국 정부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빠른 해결을 요청하면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국가 간 외교적 현안

으로 크게 다루지 않을 것에 협의했다.142) 각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는 서로 상이했던 만큼 일

시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문제의

해결을 맡기거나 국가 간 결착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선택하였

다.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관여와 한국과 일본이

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천자현, 2012, 56쪽 참고).
142) 당시 관련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발현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wish the problem had never arisen)”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일

본과의 관계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내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외교적 현안으로 크게 다루지 않는 대신 일본 정부의

조처를 바란다고 요청해왔다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7 (199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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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기준이 될만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사국 간의 암묵적 동

의가 이루어졌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협의를 우선하여 진행했다.

1) 미국: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극적 관여

탈냉전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은 아시아외교와 UN

외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기본 질서를 구성

하고 있었던 것은 미·일 동맹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이며 미국은 여전한

일본의 외교적 동반자로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정부 또

한 일본의 전쟁책임에 따른 국가배상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중요

외교 상대국으로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증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

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대국화’라는 목표의식에 공감하고, 일본이 탈냉전

아시아 안보 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

다.143) 비록 미국이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나 한일 역사갈등에 대하여 적

극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았으나 긴박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양국에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적으로 ‘관

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한 거시적 압력을 행사하였다.144)

143)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20 (1993.05.27).
144) 여기서 ‘소극적 관여'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이 있었으나 적극적 개입 또는 제안
을 통한 주도적 행위가 아닌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 진행 상황의 확

인,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에 관한 논의 참여 등의 제한적인 관여를 말한다.

당시 북한 핵위기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일 간의 급진적인 관계 개선을 반대
하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점과 (이원덕, 2003, 204쪽 참고) 기존 한미일 관계의

관성에 따라 한일 간의 갈등 봉합을 위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정부의 대응이 존재하였을 것임은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일 역사갈등에 대한 적극적 조처를 한 사례도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disappointed”라는 표현을 사용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이례적 조치였으며, 이는 12월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Joe Biden)의 일본, 중국, 한국의 3국 순방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했던 시도가 무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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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요 외교적 현안으로 인식한

것은 1991년 12월 소송이 시작이었다.145)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군‘위안

부’ 문제를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전후책임 문제 중 하나로 소개하

면서도 “젊은 조선인 여성을 강제 징모(徵募)한 일본 정부의 공모(共謀)”

라는 표현을 통해 문제가 포함하는 위법성과 강제성을 인식했다.146) 그

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확산이 가져올 국가주의 또

는 민족주의적 대응이 다른 주요 외교적 현안에 대한 방해요소로 작용하

지 않도록 문제의 확산 양상과 관련 국가 대응을 예의 주시했다.147) 각

국 정부에 대한 보고에 더하여 시민사회 움직임의 정치적 여파의 가능성

을 검토하기도 했다.148) 점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이 규명됨에 따

라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도 빠르게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의 문

제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

는 인식을 확립하고, 한일 양국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는 역사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 전후책임 문제로써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다.149) 그리

고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 발신 및 수신하는 부처의 위치와 지역을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지에서 더욱 확장하여 네덜란드인 피해자가 등

145)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2 (1992.07.09).
146) 일본 미야자와 총리 방한 직전에 이루어진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고서이다. 해당
문장의 원문은 “Japanese government complicity in the impressment of young

Korean women”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comfort girl” 또는 “prostitute”의

표현을 쓰는데, 이는 전쟁 당시 미군이 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
어들과 동일한 것이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4 (1992.01.15.)).

147) 주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는 양국 정부의 정상회담, 고

위직 회담 등의 성공 여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양측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북한 문제나 무역 불균형 문제와 같이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있었는지

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2.01.24.).
148)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2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시민단체
간의 회의가 민족주의적 감정을 넘어서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점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하고, 북한 정부가 ‘위안부’ 문

제를 일본에 대한 보상청구와 한일 간의 갈등 유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
려했다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275 (1992.10.02.)).

149) 회의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10년 이후의 한일 간의 식민지 역사가
해결되어야 하는 역사문제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RG5

9, Entry ZZ1005, Box M, Item 21 (1992.12.03.); Box V, Item 66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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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시민단체 활동이 국제기구로 확장했던 1992년 중반부터는 네덜란

드, 러시아, UN 제네바,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포괄

하는 넓은 범위의 지역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전개상황에 대한 보

고를 최우선(priority)으로 중앙 정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사태의 진정을 목표로 일본과 한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무부로부터 정부 대응에 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수신했다. 동시에 언론의 동향을 민감하게 살피며 분

석하였고, 한국과 일본 국내 여론을 주의 깊게 살폈다.150) 그리고 유사시

에는 양국 대사관 관료, 특히 주일 한국대사관 관료를 포함하는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일 간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관여했다.151)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 관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보상 조치’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발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조사, 진상규명, 사실인정, 반성과 사죄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가 주도의

중대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명시

해나갔다. 미국은 제2회기 UN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담에서 전시 조

직적 강간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에 관해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일본 외무성 관료의 발

150) 언론수집을 주로 담당했던 기관은 FBIS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

e),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리고 각국 주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이
었다. FBIS는 당시 미국 CIA 산하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외국

대중 매체를 비롯한 일반으로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를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 그리고 관련 대사관, 영사관에 정기적,
유사시에는 우선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151) 한 예로 1992년 3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료 핸드릭슨(Hendrickson)은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 과장이었던 커트만(Charles Kartman)에 보내는 문서에서 자

신이 일본을 방문하고 “[1992년] 6월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것을 확인했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M, Item 24 (1992.03.18.). 그 외 Box IP, Item 261 (1992.07.2

2.); Box K, Item 2 (1992.07.09.)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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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과 함께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152) 그리고 1994

년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제5절인 “인종, 성별, 종교, 장

애, 언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아래 여성에 대한 항목에서 “외국인

매춘부와 그에 관한 고용(Foreign Prostitute and Their Employers)”이

라는 부제를 달고, 1993년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군과 정부

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죄하였으며, 보상을 요구

하는 두 개의 소송이 도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이에 덧

붙여 일본 정부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의 판결도 오랜 기간이 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 이

는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Bureau of Democracy, Hu

man Rights and Labor, DRL)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다.153)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정부 간 논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보상 조

치에 관하여 일본과 한국 정부의 의사를 계속해서 타진했다. 1992년 1월

24일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고서에는 미국 측이 일본 관료로부터 보상 조

치의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을 듣는 내용이 드러나 있

다.154)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 관료는 3월 9일부터 12일에 걸친 방일

일정 중에 “개인보상”의 가능성 유무를 일본 측에 타진했다.155) 특히 주

일 미국대사관 회의록에는 1992년 12월 3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료 1명

(익명)과 정치부 소속 관료 제임스 포스터(James Foster), 이우(Woo Le

e), 후지노 타다오(Tadao Fujino) 3명이 국제회관(International House)에

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

한 “보상(compensation)”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56)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 조치의 형태로 독일-폴란드 사례를 따른

152)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305 (1994.06.14).
153)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14 (1995.01.18); Box R, Item 26 (1998.8.24).
154)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2.01.24.).
155) RG59, Entry ZZ1005, Box M, Item 24 (1992.03.18.).
156) 제임스 포스터(JJFoster)가 작성하고 로렌스 파랄(Lawrence F. Farrar)이 인허

한 주일 미국대사관 회의록이다. 파랄은 당시 몬데일(Walter Mondale) 미국 주일
대사 시절 주일 미국대사관 정치과 과장(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을 맡고 있

었다. 그리고 정치부 관료 3명의 소속이 밝혀져 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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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foundation)”이 논의되었고,157) 그 규모로 당시 4억 달러, 최종 시

행 기한으로는 1995년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보상 조치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때로는 대화를 견

인하거나 논의에 참여하는 등의 ‘소극적 관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

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미국의 관여는 한국을 상대로 더 강하

게 시행되었다.158) 1992년 12월 3일 회의에서도 1995년을 기점으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역사문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노력을 양측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등장하면서 그 장애물로 우호적 관계를 바라면서도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사 문제를 이용하는 한국

의 이중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었다.159) 그리고 이후에도 주일 한국대

사관 관료와 별도의 회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동

향과 의사를 타진하면서, 문제의 더 이상의 확산을 바라지 않는 미국 측

의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160)

그러나 미국의 관여는 분명 제한적인 것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것이었다. 거의 모든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대응 또는 한국과

일본 간의 협의가 우선하여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미국 측이 보고를 받

거나 사후에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양국 정부의 판단과 대응

름과 장소로 미루어 보아 각각 주일 미국대사관, 주일 한국대사관, 일본 외무성에

서 정치부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부 관료 3명과 주일 한국대사관 관료 간의 회의로 볼 수도 있
다 (RG59, Entry ZZ1005, Box M, Item 21; Box V, Item 66 (1992.12.03.)).

157) 독일과 폴란드 사례는 우선 금전적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관념적 화

해에 따른 우호적 관계 수립을 목표로 움직였다. 한일관계 또한 이러한 사례에
따르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158)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역사갈등의 봉합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일본보다도 한국 측에 더 강경한 대응을 보이며 갈등을
결착으로 봉합해왔던 행위와 일관성을 보인다.

159) 비록 화자가 규명되어있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미국 측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66 (1992.12.03.)).
160) 당시 회의 참가자는 주일 한국대사관 관료와 주일 미국대사관 정치과 관료 로

버트 카네다(Robert Kaneda)였다. 북핵 문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n Ec
onomic Caucus, EAEC)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 (RG59, Entry Z

Z1005, Box V, Item 37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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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체적인 국내정치를 통해 결정되고 있었다.161) 더욱이 미국은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고,162) 미국이 나서서 논의를 진행하거나 일본 정부에 특

정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의

보상 조치로써 일본의 전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인 국가배상을 제안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163) 따라서 미국의 관

여는 문제의 해결과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에 인지시키는 효과

를 발휘하면서도 1995년까지 국가 중심의 조속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정

책 방향을 제시했다. 즉,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이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적절한’ 조치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덧붙여 미국 정부는 ‘위안

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응을 앞으로의 아시아외교 전개와 일본

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

2) 한국: 진상규명 우선과 ‘보상 미청구’ 원칙의 수립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 간 공식문제로 인식되었던 1991년 12

월부터 한국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순위의 상대국으로 존재했으며, 미국

과 중국으로부터 한일 간의 결정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례이자 기준

이 될 것을 지적받으면서 양국은 조속한 ‘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61) “일본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

다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7 (1992.08.02.)).
162) 미국 국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Legislative Affairs) 웬디

셔먼(Wendy R. Sherman)이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페인스틴(Diane Feinstein)에

보내는 서한에는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논의하면서 반드시 일본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입장을 적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515 (1995.01.10.)).
163)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 또한 국

제기구의 장에서 단체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청원한 것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는

미일 간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양국 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
한 다자 간에서 정부가 그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RG59, Entr

y ZZ1005, Box SE, Item 12A (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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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통한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164)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수월하게 받아들여 지

거나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발현 초기 단계에서 노태

우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강제노역 및 징병

문제와 차별된 견해나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민단체의 공식 성

명이 처음 발표되었던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일본군‘위

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가 아닌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자명단’만을 요구했

던 모습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가부장제 사회이자 국가발전

을 최우선의 목표로 다양한 희생을 감수해온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가 여

성이며 심지어 성범죄의 대상이었던 점은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쉽게 나

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이후에도 치욕스러

운 과거를 들춰내었다는 비난의 표적이 되게 하였다.165) 하지만 관련 시

민운동과 피해자 김학순의 증언,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피해

자의 제소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는 시각이 주류 여론을 형성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국내적 문제이자

외교적 현안으로 인지하고 관련 조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상규

명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강제성” 인정을 목표로

움직였으며, 이는 한국 여론과 시민사회의 ‘승인’을 통한 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우선 1991

년 12월 6일 피해자 김학순이 포함된 보상청구소송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되자 12월 7일 김석우 한국 외무부 아시아국장은 한일 아시아국장회

164) 미국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일 간의 협의에 가장 주목하였으며, 중국은 일본

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기준으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문제 발현 초기 단계에 전달했다.
165)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왔다. 1943년

당시 여자정신대 모집이 시작되면서 “정신대에 가면 위안부가 된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는 한국 내 ‘정신대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

의 시작을 알린 윤정옥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1980년 염기

용(廉基瑢)이 『월간 조선』 8월호에서 「빼앗긴 남녀—다큐멘터리—여자 정신대
와 징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발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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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그에 기반을 둔 조

치를 요구했고, 10일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재차 진상규명에 대한 성실

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리고 13일 국회에서 정대협 대표의 진술과 ‘위안

부’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졌고, 재외공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한국 정

부의 공식적인 조사 또한 시작되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한

일 양국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른 외교적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

야자와 총리의 방한 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 표현이 담긴 일정의 조치를

바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166)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

문』의 보도로 인해 한국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한 것과는 별도로 노태우

대통령은 13일 시행된 「가토 담화」를 통한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을 높

이 평가하였고 이후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167) 총리 방한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24일 정부는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설치하여 정부각처의 문서자료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한

국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그리

고 일본 정부의 제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한국 측의 의견을 전달

하면서 “강제연행”, “강제동원” 등을 포함한 “강제성”에 대한 내용을 조

사결과에 포함할 것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그리고 그 안

에 “보상” 또는 “교과서 기술”과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168) 그리고 7월 31일에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

간보고서(이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측이 아직 규명하지 못

한 “강제동원” 부분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166)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의제
화를 바라지 않았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야자와 총리 방한 때 다룰 의제로 북한 핵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역사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이 정직한 태도로 임해주
길 바랐다고 적고 있다. 하여 한국 정부가 ‘의제화’를 바라지 않았다기보다는 “감

정적이 아닌 합리적인” 협의를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를 지

배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 (「2014년 일본 정
부 검증보고서」, 2014, 1쪽;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4 (1992.01.15.)).

167)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1쪽; RG59, Entry ZZ1005, Box V, Ite

m 2 (1991.01.24.).
168)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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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로서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

이라 발언했다.169)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보다 우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으로 신중한 대응이면서도, 역

사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정직하고(honestly) 사태를 직시하는(squar

ely) 자세를 요구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사 표현이기도 했다.170) 그리고

동시에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바라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

제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자 선택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

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993년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는 ‘보

상 미청구’ 방침을 수립했다. 문제의 초기 단계였던 1992년 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이후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과 이에 걸맞은 “보상 등의 적절

한 조치”를 언급했지만,171) 이는 국내 여론을 인식한 조치였으며 실질적

으로 보상에 관해 한국 외무부에서 요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172)

더욱이 이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도 혼선이 보였던 점은 한국 정부가 실

제로 보상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173) 그리고

169) 한국 정부의 중간보고 이후 김석우 국장은 『동아일보』를 통해 일본에 진상규
명의 노력을 촉구한 것은 “국가로서의 도덕성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와다, 2016, 98-101쪽).
170)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에는 한국 측이 문제의 해결과 국내 여론을
인식하여 담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만, 미

국 공식문서는 한국 정부가 그와 함께 일본이 역사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을 지속해서 강조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171)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쪽.
172) 한국 정부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확산을 우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1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증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법률적인 입장
은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보상을 실질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

다고 한다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3쪽). 주한 일본대사관 관료

는 미국대사관 부대사(Deputy Chief of Mission)에 한국 외무부 관료들이 보상에
대하여 분명하게(explicitly) 요구를 한 적은 없으며, 한국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보상을 요구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한국 외무부와의 확인 통해 오보인 것으

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2.01.24.)). 이
후 보상을 비롯한 실질적인 배상 행위가 아닌 진상규명 요구에 치중한 한국 정부

의 대응을 한국 시민단체는 “소극적” 대응이자 “아주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

로 평가했다 (김창록·이승욱, 2003, 41쪽).
173) 와다, 2016,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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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차 조사결과와 한국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이가

라시 고조 사회당 의원은 당시 여, 야당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삼, 김대

중 의원을 비롯하여 외무부 아시아국 관료를 만나 이야기한 결과 모두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보상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174) 결국, 1993년 2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13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 일본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

지 않을 것이며,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과 복지 지

원은 한국 정부가 실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175) 그리고 앞으로 일본 정

부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임을 선

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하였지만, ‘보상 미청구’ 방침이 변경

되는 일은 없었다.176) 정부는 그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배상청구 소송이

나 이후 추진계획이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의 중재소송 등 민간차원에

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 및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여론을 수습하고자

하였다.177) 그에 따라 1993년 6월 11일 김영삼 정권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위안부’ 피해생존자에 대한 최소한

의 생활 지원을 개시할 것을 밝혔고, 이 또한 국가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공식배상이 아닌 ‘보상에 관한 조치’였다.178)

174) 이가라시 인터뷰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7쪽).
175) 이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정권의 목표 내세운 ‘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이 국

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 까닭도 존재했다 (조윤수, 2014, 79쪽).
176) 정부 발표 다음 날인 3월 14일 정대협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인 일본군‘위안

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외무부는 정대협의 질의에
대한 공식 회신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은 견해를 전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질

의」, 『정신대자료집 IV』, 1993, 114-115쪽; 한국 외무부, 「질의사항에 대한 회
신」(문서번호 아일 22220-42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준비22호 (19

93.09.02.), 2쪽 재인용; 김창록·이승욱, 2003, 42쪽.
177) 외무부, 1993 재인용; 김창록·이승욱, 2003, 42쪽.
178) 법령 본문.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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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정부 대응의 바탕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의제화

한 이후 긴밀하게 형성, 유지됐던 한일 정부 간의 논의과정과 ‘위안부’

문제의 빠른 종결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우호적 관계 수립하고자 한 국가

중심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정상회담이나 장관회담 등에서 문제 제기

의 형식으로 다루어졌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2년에 접어들면서 사

무관 수준에서 긴밀하게 논의되었다. 일본 측은 초기 단계부터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이 생각하는 ‘보상 조치’, 즉 후속 조치에 관하여

질의했으며, 한국 측은 진상규명과 “강제성”의 인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시민사회의 ‘승인’이 해결의 절대적인 조건임을 일본이 인지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 간의 긴밀한 협의구조는

한국의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간헐적이지만 지속해서 유지되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확산 방지와 국가 간 우

호 관계 수립을 위해 한일 간 ‘해결’의 선례를 만들고자 한 양국의 이해

관계가 합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179)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보상 조치에 관해서 일본이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결

정해야만 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이 ‘보상 미청구’ 방침을 발표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일본

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특별

히 반대하거나 관여할 의사는 없다고 대응한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다.180)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은 1965년 한일 간의 조약과 협

정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 또한 완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수정하

여 법적 책임에 따른 국가배상을 받아내기에는 많은 외교적 어려움이 따

른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중심적 국제질서

/법령/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04565,19930611), (검색일: 2018

년 5월 12일).
179) 1994년 1월 25일 한국은 주일 미국대사관 관료와의 회의에서 한국의 국내적 보

상 조치와 ‘보상 미청구’ 방침은 장차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보상 조치를 의제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37 (1994.01.25.)). 덧붙여 한국 정부

는 북한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등 한일 간의 다른 외교현안의 해결을 위한 미

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계속해서 강조했다.
180)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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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해결’ 방식을 제시한 것이었고, 국제규범 수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던 국내외 시민사회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3) 국가별 상이한 갈등 봉합의 양상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발현되고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전반,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안부’ 피

해자가 등장하였으며, 각국 정부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대리 주체’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과

공통으로 각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확산을 우려했으며, 문제의 발현

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자칫 해가 될 것을 경계했다. 이

에 따라 국가 간 결착을 통한 문제의 조기 ‘해결’에 동의하였고, 일본 정

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례를 한일 간 협의를 통해 제시할 것과 앞

으로 외교적 현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관련 국가의 이해를 얻

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 정부는 국내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

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하여 처음부

터 국내적 차원에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던 북한이나 대만의 경우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1990년대 초 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

관리하고 일본 정부에 물밑으로 보상을 요청하면서도 외교 문제로 확대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

국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중국인 피해자의 존재도 곧 알려졌다.

하지만 1992년 1월 20일 가토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당시까지만 해도 일

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아직 중국은 고려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181)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2월 25일 대만 중국시보(China Times)는 대만과

중국이 함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청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

181)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34 (199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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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2)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없

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었으며, 1992년 10월 23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루어진 일본 천황의 방

중 일정 등에 따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으로 고려

되었기 때문이었다.183) 그리고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등장으로

인해 반일감정에 기반을 둔 중국 시민사회와 여론이 국내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184) 1992년 8월 13일 주일 미

국대사관이 중앙 정부에 보내는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한국인 피해 여성들과 같은 대우를 중국인 피해자에게

도 요청한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위안부’ 문제

를 외교적 문제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다고 기

록되어 있다. 다만 중국이 바라는 “한국인 피해 여성들과 같은 대우”라

는 것이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를 일컫는 것이기 때

문에 일본 관료는 냉소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고도 전하고 있다.185)

즉, 중국은 전략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문제 제기는 유보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 대신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간에 ‘해결’의 선례를 만들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 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일본과 정식 국교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고려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 7월 22일의 네덜란드인 위안부 피해자 보도는 일본군‘위안

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크게 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대응은 이목을 집중시켰다.186) 실제로 미국 정부 또한

이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더는 아시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을 지적하고,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182)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24 (1992.02.25.).
183)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26 (1992.11.05.); Item 30 (1992.10.22.).
184) RG59, Entry ZZ1005, Box Q, Item 24 (1994.05.17.).
185)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32 (1992.08.13.).
186)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시민단체 Japanese Debts of Honor Foundation의 역할이

컸으며, 이 단체는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
상금에 반발하여 일본의 추가적인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약해

왔다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6 (199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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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의 향방에 주시할 것임을 명시했다.187) 약 일주일 뒤인 7

월 29일, 네덜란드 정부는 주일 네덜란드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 사과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추가 보상 조치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견해를 전달했다. 이는 황실 방문 교류를 통해 쌓아 올린

우호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국내사회를 관리하고자 한 정치적 판단의 결

과임과 동시에 연합국의 대표로서 전쟁 배상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결되

었다는 견해를 일본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 정부

는 최대 난관으로 여겨졌던 네덜란드와의 문제를 오히려 “법적 책임의

종결”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이는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들면서 일본 국내정치세력에 국가 간 결착을

통한 ‘해결’이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다

수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는 일본군이 전쟁 당시 전역(戰域)을 확대함에

따라 식민지 여성뿐만 아니라 점령지 또는 전쟁 지역의 현지 여성들도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위안부’ 문제가 정식

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였지만, 그 내용은 ‘지역공헌’ 정책의 일

환으로써 일본의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 예로 미국은

필리핀이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는 않지만, 대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위

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는

데,188) 이는 1993년 3월 피델 라모스(Fidel Valdez Ramos) 필리핀 대통

령이 방일 일정 중 경제협력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189) 실질적으로 필리

핀은 일본의 후속 조치에 대한 확약을 받아냄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외

교적 현안으로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190)

관련 국가 중에 북한만이 유일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본 정부의 국가배상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는 1990년대 초 일본과

187)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261 (1992.07.22.).
188)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71 (1992.09.23.); Box EA, Item 59 (1993.02.

02.).
189)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55 (1993.03.08.); Item 54 (1993.03.09).
190)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21 (199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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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전개하던 상황과 맞물린 결과였다.

북일수교협상은 1991년 1월 3일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북

한의 핵 개발과 납치 문제 그리고 북일 간 과거 미청산의 문제로 격렬하

게 부딪혔지만 결국, 1992년 11월 5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다.191)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북한이 보상을 요구

하기 위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상의 무기로, 일본에는 청

산해야 하는 과거사 문제 중 하나로 존재했다. 북한이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모습은 1992년 9월 한국, 일본 시민단

체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 정부가 자국 시민단체와 ‘위안부’ 문제에 대하

여 긴밀한 논의를 거듭하고, 정해진 지침을 따르도록 했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192)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일본 정부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

여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

한 북한의 요구에도 일본은 북한을 문제 해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일본의 탈냉전 안보 체계 구성을 위한 한미일 관계의 관성과

공조의 필요성이 작동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

후책임 문제를 마땅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덧붙여 문

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 또는 실행했던 관련국들의 대응은 일본 정부가

191) 1992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의 보도
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일본군'위안부'

를 비롯한 역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보

상은 철저하게 ‘재산 청구권 원칙(property claim doctrine)’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고 응답함으로써 입장에 차이를 보였다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2

(1992.05.14.)). 그리고 1992년 11월 5일 회담에서 일본은 북한에 남북한 동시 핵

시설의 사찰을 요구하며 물러섬이 없는 조건을 걸었고, 북한은 1910년부터 시작
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피해,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

구했다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36 (1992.11.05.)) 하지만 협상은 일

본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과거청산에 관한 양국의 견해차 확인, 마지막으
로 일본의 납치자 명단 요구에 북한 대표가 반발하면서 최종 결렬되었다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35 (1992.11.05.)). 북일수교협상에 대한 일본외교정

책은 다음 참고 (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世・浅羽祐樹, 2017).
192) RG59, Entry ZZ1005, Box IP, Item 275 (199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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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시아외교 성공 전략의 전제조건임을 인

지하도록 했다.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한 두 가지의 국제정치적 현

실은 일본 국내 정치세력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재인식

하고, 문제의 빠른 ‘종결’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공

헌’의 UN정책이자 아시아 유화 정책을 수립한다는 정책 방향을 확립하

는 데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 축소와

‘대리 주체’로서 국가 행위자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국가중심적 국제질서

의 유지가 우선시되었고, 이는 일본 국내정치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

제의 해결이 아닌 ‘종결’을 우선하여 제한적 규범수용으로 타협한 정치세

력의 논리를 강화하는 환경요인으로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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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노 담화」와 일본의 문제 ‘인식’ 과정193)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국제사회의 주체적 대응, 관련 국가의 조기

‘해결’ 요구를 마주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후책임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대상이 한국에서 아시아, UN

중심의 국제사회로 확산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의 ‘인

식’ 과정에서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세력의 논리를 바탕으로

외교대상에 따른 각각의 전략과 대응 방침을 우선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것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제한적 국제규범의 수용, 아시아를

겨냥한 유화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국가 간 결착을 통한 갈등의 봉합이

었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는 「고노 담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1.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

1990년대 초 한국 시민사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

기된 후 일본 정부는 문제를 ‘인정,’ ‘인식,’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쳤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것은 1992년 7월 6일 발표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의 「한반도 출신자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발표(加藤内閣官房長官発表, 이후 가토 담

화)」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란 ‘위안부’의 존재와 제도에

대한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뜻이며,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

하고 추가 조사 또는 관련 조처를 하지 않는 ‘무반응’으로 문제를 일축하

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논의가 이루어진 곳

은 국회였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소개한 인물은 사회당의 모

193) 제3장과 동일하게 두 개의 저작 이상에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경우, 또는 이미

잘 알려진 사건, 사실의 경우에는 따로 주석을 넣지 않았다. 활용한 자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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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었다. 그는 1990년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

원회에서 조선인 강제연행과 관련된 질의과정 중 “종군위안부(從軍慰安

婦)”에 대한 진상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후

생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츠타오(清水傳雄)는 강제연행의 의미를 국가

총동원법 등에 근거한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상황의 것”이라 이해

하고 있다 설명하고, “종군위안부”는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등의 상황인 것” 같으며, 이는 강제연행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에 대해 [중략]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인 강

제연행 문제와 함께 그러한 사실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조사하겠

다는 답변을 반복했다.194) 그리고 같은 해 12월 18일 한국인 운동가 윤

정애의 요청을 받은 시미즈 스미코 의원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시민단체의 공개편지를 전달하며 “국가와 군은 위안소에 관여하지 않았

다는 정부의 인식에 변함은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정부위원은 인

식에 변함은 없으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다.195)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관련자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후생

성 근로국, 국민근로동원서 모두 조선인 종군위안부의 문제에는 전혀 관

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과 함께 기존의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196)

하지만 피해자의 등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됨으

로 인해 한국의 여론이 악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되자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1991년 12월

12일 미야자와 총리는 내각관방 주재로 관계 성청 회의를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조사를 지시했다.197) 그리고 가토 관방장

194) 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0.06.06.).
195) 시미즈 스미코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시민단체와 연계

하여 여성의원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등 활발히 발언하였다 (와다·오누마·시
모무라, 2001, 50쪽).

196) 120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1.04.01.).
197) 그전에는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졌다 (『아사히신문』, 1991년 12월 13일 재인용; 와다, 2016,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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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국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조사해 나가고자” 준비를 진행 중이라 발

언하고, 이 문제는 “법률이나 조약의 문제”가 아닌 “그 외에도 주시”해야

하는 문제라고 발언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지는 의미와 중대

성을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

다”라는 정부의 공식견해를 전달하고, “조사해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

라고 덧붙이며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198) 그사이

한국 정부로부터 다음 달로 예정된 총리 방한 이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

한 조치를 바란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으며, 이에 동의한 일본 정부는 외

무성 내부적으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반성과 유감”의 뜻을 총리가 표

명하는 방안, 구두 발언으로 한국의 여론이 납득하지 않는 경우 상징적

인 조치로써 위령탑의 건립이 검토되었다.199)

2. 제1차 조사결과와 「가토 담화」 발표

일본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무반응’에 가까웠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과 1992년 1월 요시미 교수의

방위성 자료발굴, 그리고 이에 관한 1월 11일 『아사히신문』의 기사 보

도로 인한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가토 관방장관의 발표와 미야자와 총리의 발언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발 빠른 대처를 하면서도, 대내외

적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 조약 및 협정으로 국가 간의

모든 전후책임을 법적으로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확립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1991년 11월 내각을 수립하였으며 자민당

보수 주류의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전부터 한일 간의 갈등 해결에 깊이

참여해왔고, 노태우 정권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에 관심을 표하고 있었

다.200)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198) 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1.12.12.).
199)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01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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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졌다.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의 보도 직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이 그날 저녁부터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13일 관방장관 담화를 통

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지속적인 정부 조사에 따른 진상규명을 약속했

다.201) 이는 보도 이전부터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문서가 내부 조사과정

에서 이미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과정이 사전에 진행되어있었기 때

문이었다.202) 그리고 약 일주일 뒤 미야자와 총리는 16일부터 사흘에 걸

친 방한 일정 중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 발언을 하

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러한 대응은 근린국가와의 우호적 관계구축

을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아시아 유화 정책 중 하나로써 ‘위안부’ 문제

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

여주고자 한 미야자와 내각의 결정이었다.203)

일본 정부의 제1차 조사는 일본 국내 관계 부처에만 국한된 조사

였으며, 그 실상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204) 더욱이 일본 정부는

200) 미야자와 기이치는 1974년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栄) 내각의 외무대신으로서

김대중 납치사건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1980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의 관방장관으로서 밀사를 통해 김대중 사형판결의 단념을 요청했다. 특히 1982

년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시아 근린 제국과의 [중략]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한다”라는 미야자와 담화를 발표했다
(와다, 2016, 90쪽). 무엇보다 미야자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점은 일본이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었

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1.01.24.)).
201) 『아사히신문』의 1월 11일부터 14일까지의 기사를 살펴보면 11일 석간부터 이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자료의 발견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1월 12일 조간에는 당시 외무대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副総理)가 11일 저
녁 방송에 출연하여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 가토 관방장관이 11일 밤 기자와의

대화에서 군 관여를 인정한 것이 보도되었고, 13일 조간에는 가토 관방장관이 12

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의 관여를 인정했으며 미야자와 총리가 방한 때 사죄의
뜻을 표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4일 조간에는 가토 관방장관이 담화의

형식으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죄를 표명하였다 전하고 있다.
202) 일본 정부는 기사 보도 이전인 1월 7일, 방위연구소에서 군의 관여를 나타내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1쪽).

203) 당시 한국 측에서 미야자와 총리의 국회 연설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전달받은

것은 없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4 (1992.01.15.)).
204) 일본의 외무성, 문부성, 노동성, 후생성, 방위청, 경찰청의 6개의 성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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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조선인 강제동원 명단에 관한 조사의 연장선으로 이해하

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의 초점은 ‘위안부’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보다도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와 관련되는 당시 일본군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

강제모집의 여부 등 ‘위안부’ 제도 전반에 걸친 국가개입의 정도,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205) 따라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정

부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를 규정하는 ‘위안부’ 모집 및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 주체 확인, 강제의 여부와 피해의 규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일본 정부의 조사과정은 국회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각 성청의 대변인은 차례로 발견한 자료는 내각외정심의실에 전달하였으

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결과

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조사의 내용은 “군이 어

느 정도 관여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으며,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형성된

원인, 설치 목적, 지리적 범위, 경영의 실태 등에 관한 문제의 실체를 파

악하는 데 주력한 것이 아니었다.206)

조사 이후 결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와 내용이 한국 정부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

는 수준의 것이기를 바라며, 결과 발표와 함께 일본 정부의 의견을 표명

하고 진상규명에 따른 조치를 제시하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강조했던 것은 여론을 납득시킬만한 “강제성”에 대한 성실한 조

사와 그에 관한 결과, 그리고 “강제연행”, “강제동원” 등의 표현이 포함

되는 내용의 구성이었다.207)

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발견된 문서는 방위청 70건, 외무성 52건, 후생성

4건, 문부성 1건으로 총 127건이었다 (조윤수, 2014, 77쪽). 하지만 이미 일본군‘위

안부’ 제도에 관한 문서가 조직적으로 파기된 정황이 제기되어있는 상황에서 조
사의 범위가 일본 국내의 일부 성청에 한정되어있었던 것과 피해자의 증언이 조

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불완전한 진상규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205) 이는 일본이 역사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꾸준히 갈등을 겪어온 경험과 일본군‘위
안부’ 문제가 발현되기 직전까지 ‘조선인 강제동원’의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경험이 그들의 인식을 구성한 것이었다 (Jervis, 1976, 282쪽 참고).
206) 123회 참의원 예산회의 회의기록 (1992.03.21.)
207)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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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은 제1차 조사결과와 함께 일본군

관여 사실의 인정과 사죄 표명, 이후 조치를 시사하는 내용의 「가토 담

화」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로는 구체적으로 군 위안소 설치, 모집을 담당

하는 사람의 단속, 시설 설치 및 운영, 위생관리를 포함하는 감독, 관계

자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부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담화에서는

앞서 1월 13일에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반성과 사죄를 표

명하고, “국적, 출신지의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 [중략] 검토하고

자 한다”라고 언급했다.208)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강제성”의 인정

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

다.209)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근린국가와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하여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 이후의 조치를 검토하

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며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외

교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일본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존엄(dignit

y)”의 문제로 인식하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동시에 “존엄”을 지키는 방식

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켰다.210)

208) 1992년 7월 당시 인정되었던 피해자는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일본

인이었다. (『교도통신』 보도 CIA 수집기사 자료, RG59, Entry ZZ1005, Box M,

Item 30 (1992.07.06.))
209)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014, 3쪽.
210) 『산케이신문』의 1992년 7월 8일 사설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인들이
과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체면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

가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일본의 “악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들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미
일본은 한국과의 조약을 통해 충분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닛케이신문』에서는 「가토 담화」의 내용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후의 구제 대

안과 다른 전후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성실한 태도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일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RG59, Entry ZZ1005, Box W, It

em 32 (1992.07.08.); Item 33 (19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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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조사 결정과 한일 간의 협의

제1차 조사결과 발표와 「가토 담화」가 문제 수습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정부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지속하면서 1992년 10월 미야자와 내각은 내각외정심의실

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

다. 그리고 1993년 8월 4일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いわゆる従

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라는 제목으로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위안

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

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이하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내각과 외정심의실 중심인물은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관방부장관, 다니노 사쿠타로 내각외정심의실장, 후생성의 다나카 고타로

(田中耕太郎) 심의관이었다.211) 그리고 같은 해 12월 내각개편을 통해 자

민당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미야자와 내각 관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실용주의에 기초한 아시아외교에 찬성했던 ‘소극파’ 정치가들이었

다.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적극파’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일본 전후책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사회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당시 사회당 내에

서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와 사할린 잔류한국인 문제에 관하여 중심적 역

할을 맡고 있던 이가라시 고조 의원은 사회당의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

子), 시미즈 스미코, 오카자키 토미코(岡崎トミ子) 등과 함께 한국, 홍콩,

대만 등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문

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당과 정부에 제

출하였다.212) 아울러 1992년 12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가라시

211)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3쪽. 다니노는 「고노 담화」 이후 ‘아시아여
성기금’을 출범하기까지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외무부 관료는 미국 측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은 다니노 내각외정심의

실장이라고 확인해주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37 (1994.01.25.)).
212) 이들은 한국에서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 한국 외무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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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 외 국가에 대한 추가

조사, 피해자 면담을 통한 증언청취 등을 제안했다.213)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구에 미야자와 내각은 제1차 조사보다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214) 특히 제2차 조사에서는 특징적으로 자료조사 외

에도 관계자에 대한 청취조사를 시행하였다. 우선 일본 국내에서 구 일

본군인 12명,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 5명, 전 위안소 경영자 1명, 전 후생

성 관계자 2명, 위안부 문제 연구자 3명, 관련 책 저자 3명, 총 26명의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면담에 협력하지 않았던 정

대협을 대상으로는 정대협이 1993년 1월 발간한 구술자료집 『강제적으

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집』을 참고하기로 합의하고,215) 「고

노 담화」의 원고를 완성하기 직전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의

교섭을 통해 1993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청취

조사를 시행했다.216) 다만 피해자 면담은 피해자 증언의 적극적인 반영

을 의미하기보다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조처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2차 조사는 내각외정심의실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지만, 「고노 담화」의 초안은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작

계자들을 만나고, 정대협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마

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한국 정부와 시민사

회 모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5쪽).
213) 125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기록 (1992.12.04.)
214) 미국 NARA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방위청 방

위연구소도서관 소장자료 117점,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 54점, 후생성 자료
4점, 문부성 자료 2점, 국립공문서관 자료 21점,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 17점,

미국 NARA 소장자료 19점을 공식적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로 인정했다.
215) 일본 정부는 정대협의 구술자료집을 첫 해외 자료로서 인정하고 이를 조사 대
상에 포함할 것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료집은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일부

관료의 주장이 있음에 따라 청취조사도 진행했다 (『교도통신』 보도 번역자료.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26 (1993.05.27.))
216) 본래 피해자의 청취조사를 정리한 문서는 유족회와 피해자의 요청으로 비공개

로 처리되었고, 청취조사 대상자로 지목되었던 관계자들도 당시에는 기밀로 공개
되지 않았다. 이후 「고노 담화」의 검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2013년 10월,

2014년 5월 『산케이신문』을 통해 내용과 대상자가 누설되었다. 와다 하루키는

청취조사가 이루어졌던 점과 그 대상이 다양했던 점, 그리고 이후 허위사실로 밝
혀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상당히 치밀하고 절차를

밟은 조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와다, 2016, 61, 101-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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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최종안 작성에 앞서서 한일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217) 그리

고 작성된 원고를 내각 지도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간의 긴밀한 협의구조는

문제의 조기 ‘종결’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합치하고, 미국의 관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유지되어 온 한일 간의 주요 외교적

메커니즘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일차적 ‘종결’을 달

성하기 위해 한국 측에 담화문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답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노 담화」의 최종본이 완성되었다.218) 그리고

양국 정부는 「고노 담화」 발표를 통해 외교적 현안의 종결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한국 여론과 시민단체를 설득시키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219) 당시

일본의 시민사회는 대체로 한국의 시민사회와 동조하며 뜻을 같이하고

있었고, 여론 또한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한 사죄에 긍정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일본의 국내적 승인보다 한국의 국내적 승인을 얻는 것에 더욱 초

점이 맞춰졌고 그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220) 그

러나 양국의 협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다시금 확인

217) 「고노 담화」에 관한 한일 정부 간의 협의 내용은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

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된 미국 국무부 자료에서
도 뒷받침되고 있다. 논문 각주의 간결함을 위해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

서」에 대한 각주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자료의 경우는 표기한다.
218) 「고노 담화」를 “한일 합작”으로 소극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와다 하루키
는 한일 간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었으며 화해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설명

과 함께 “한일협력”이라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와다, 2016, 106-108쪽).
219) 여기에서 ‘승인(ratification)’이란 퍼트넘 양면게임이론의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행위자 간에 협의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이

야기하며 여기서 국내정치 행위자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관료집단, 이익단체, 사회

계층, 여론 등도 포함된다 (Putnam, 1988, 436쪽).
220) 한국 측의 의견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퍼트넘 양면게임이론의 ‘윈셋

(win-set)’ 개념을 활용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한국 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사안의 쟁점화, 강경한 여론을 이용한 한국 정부의 결박(tie hand)

전략으로 한국의 국내적 승인을 얻기가 더 힘든 상황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윈셋의

크기를 상당히 줄였지만, 일본 측은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package de
al”이라는 아시아 유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양측의 윈셋을 키우는 효과에 그쳤

다 (유송현, 2014, 44-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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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했고, “전체적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보았다.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담화」의 초안이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사

이 한국에서는 노태우 정권에 이어서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文民政

府)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다. “조기 해결”을 목표로 노태우 정권 아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 12월부터 선거

기간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느려짐에 따라 기존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 정부는 곧바로 한국 측의

의견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의 조정, 표현의 수정이

진행되기 전에 그 방향성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국 측

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적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강

제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

본은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를 서술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면담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의 조사결과가 한국

시민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조언한 것이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증언청취에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221) 1993

년 3월 23일 고노 관방장관은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한국에서 피

해자 청취조사를 할 것을 결정했다.222) 이는 절차상의 조치임과 동시에

“강제성”의 서술에 대해 일본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렇듯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갔다.

그사이 일본에서는 1993년 6월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고, 7월

총선거에서 ‘1955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야자와 내각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8월 6일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사무처리 내각”이 되었다.223) 미

야자와 내각은 정권 교체 이전에 외교적 현안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

221) 기무라 마사유키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 조사의 객관성 보장, 증언의 진실 여부
분별 등에 난관이 예상되며 청취조사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125회 중의원 외무

위원회 회의기록 (1992.12.04.)).
222)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49 (1993.03.23.).
223) 와다, 2016, 105쪽.



- 87 -

를 종결하기 위해 최종안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다. 따라서 8월 2일부터

는 담화문을 완성하기 위해 한일 간 구체적인 표현에 관한 협의를 진행

했다. 수정된 내용은 각각 “위안소 설치에 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

집에 대한 군의 관여,” 그리고 “모집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이었으며, 모

두 “전체적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한국 정부는 위

안소의 설치와 모집에 관한 군의 직접적인 관여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

로 ‘위안부’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이도록 군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지시”로 표현 수정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군의 지시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한국 측 의견을 반영하여 군의 “의향”에 따라 모집하였다는 기존

의 표현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방식

으로 ‘위안부’로 모집되고 위안소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군의 주체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

장에 따라 모집의 주체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정리되었다.

한일 간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의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당시 임기의 종료를 앞둔 미야자와 내각

에서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과 담

화가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자민당 우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이 문제

를 제기하였지만, 고노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였

던 시기적 우연성이 ‘소극파’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고노 담화」 발표

에 대한 일본 내부적인 반발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224) 이

러한 국내외적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4일 제2차 조사결과

와 함께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4. 「고노 담화」에 드러나는 일본 정부의 ‘인식’

1993년 8월 4일 발표된 제2차 조사결과와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었고, 그

과정은 피해자 증언과 정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의 내용과 해석을

224) 와다, 2016,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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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의미를 결정하는 정치과정이었

다. 「고노 담화」가 드러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란 ①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강제성”의 인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임을 인정; ②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대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국제적인 문제임을 인식; ③ 일

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

다.225)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문제이자 국제규범에

저촉하는 인권침해 문제임을 인식함으로써 전후책임 문제에 대응하는 조

처가 이전과는 다를 것임을 국내외에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

부의 이러한 ‘인식’이 국제규범의 완전한 수용, 즉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의 책임이나 국제기준에 따른 정부의 공식적 조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

다. 국가배상의 의무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논리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인

권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의 ‘범죄성’과 그에 따

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이었으며, 조치의 명분 또한 국가의 “마

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테오 반 보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었

던 국제규범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정

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국가 주도의 전쟁범죄로써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

위’라는 인식을 결여한 국제규범의 선택적, 제한적 수용을 통해 국가중심

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다.226)

이러한 ‘인식’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일차적 ‘종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해체 이틀 전의 내각에서 제2차 조사결과와 담화를 발표한 것은 본

225) 고노 관방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제연행의 사실이 있었다는 인식인가”
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라고 답변하며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전체적인 강제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와다, 2016, 110쪽).
226) 요시미 요시아키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통하여 “군과 관헌의 관여와 위안

부의 징집·사역(使役)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

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주체에 관해서는 군 또는 업자라는 해석의 여지
를 남기고 있으며,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의 문제임을 명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요시미, 1998, 1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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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패키지딜(package deal)로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적으로 합

의를 이루지 못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정책을 유보하고, 「고노 담

화」를 먼저 발표함으로써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례를 만들고

자 했던 실용주의 원칙의 ‘소극파’ 자민당 지도층과 외무성 관료집단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정부 간 문제의 ‘종결’이 최우선이라고 생

각한 당시 미야자와 내각은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 방침의 확립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 차

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일차적 완결을 실현한 것이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관련 국가들은 「고노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외

교현안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종결에 찬성하고, 이후 후속 조치는 일본

국내정치에 일임하는 태도로 전환했다.227) 이에 따라 ‘보상 조치’에 관한

정치과정은 국제정치보다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국가 간 일차적 ‘해결’ 시도였다. 다만 인권침해 문제이자 일본

의 전후책임에 관한 국가 정체성 문제이기도 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가 간의 결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

와 시민단체는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고노 담화」의 편의적인 국제규범

수용에 대하여 비판하고, 문제의 확산을 우려하여 외교현안의 ‘종결’을

선언한 국가들의 선택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일본 정부

의 국제주의적, 아시아 유화적 대응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도 본격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27) 「고노 담화」가 발표된 날 한국 정부는 유병우 외무부 아시아국장의 발표를

통해 고노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외교현안으로서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자주

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1993년 8월 5일

재인용; 와다, 2016, 111쪽). 이후 1995년 2월부터 주일 한국대사로 부임한 김태지
전 주일대사 또한 나름대로 내용이 갖추어진 “성의 있는 조치”였으며 “과거의 잘

못을 인정, 반성, 사과하는 데 인색하거나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이던 과거를 생각

하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김태지 전 주일대사는 한일국교
정상화교섭, 한일어업협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한일

간의 쟁점에 깊이 관여하였다 (김태지, 2017,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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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아시아여성기금’과 일본의 문제 ‘해결’ 과정228)

「고노 담화」의 발표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이 출범하기까지 일본

은 ‘1955년 체제’의 붕괴라는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와 함께 호소카와, 하

타, 무라야마 내각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연립정권 수립을 경험했다. 연

립정권 체제는 정치세력 간의 분열과 이를 초월하는 실용주의 기반의 연

대를 국내정치적 기회이자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여당 세력 간의

양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국내정치과정에서 타협

을 구조화하였다. 다른 한편 1993년 중반 즈음부터 국제사회는 일본군‘위

안부’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규범 확립 작업으로 이행했고,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에 대한 국제기준과 평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미 ‘종

결’되고 관련 국가는 후속 조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일본 정부에 일임하

면서 일본은 국내정치적 조건에 따라 국제정치적 환경요인을 재구성했

고,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복합적 ‘해결’ 정책은 일본 국내의 주도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미야자와 내각부터 호소카와, 하타, 무라야마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임과 동시에 ‘가능한 조치’를 찾고자 했고, 다

른 말로 정부 정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정치세력 간의

합의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기 위해서

는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된 보편적 기준과 이를 수용한 시민단체의 요구

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했고, 이미 이념적으로 분열된 정치세력 간의 타

협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끌어내는 것은 ‘가능한 조치’가 아니었다. 더

욱이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규범적 접근과 국가중심적 ‘해결’에 따라 ’인도주의적’, ‘도의

적 책임’만을 인정하는 정치세력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사실(史實)에 대한 해석에서부

228) 제3, 4장처럼 두 개의 저작 이상에서 동일하게 지적되는 경우, 또는 이미 잘 알

려진 사건, 사실의 경우에는 따로 주석을 넣지 않았다. 활용한 자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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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일본은 내부적으로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해결 정책

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정

치과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복귀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

탕으로 이념적 분열을 넘어선 실용주의 기반의 자사사 연립정권이 수립

되면서 무라야마 내각 시기 일본정치는 국제규범 준수 및 아시아 유화

정책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수용이 가능한 정치적 기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당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 제한적인 국제규범의 수용

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보상을 대신

하는 조치’라는 정치적 명분을 생산하고,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UN

정책이자 전후책임 ‘완결’을 향한 아시아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혼합형 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229)

1. 일본 정부의 초기 정책 구상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미야자와 정권에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은 불가하며, 이는 법적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이라

는 태도를 확립했다. 따라서 일본이 무언가 조처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1992년 1월 14일 미야자와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은 일본 사법기관을 통해 청구

해야 한다는 태도를 재차 표명했고,230) 방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이후의 조치를 질의했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231) 그

리고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직후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지

난 1965년 조약 체결 당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기자

229) ‘혼합형 기금’은 Soh가 사용한 국가 공립기관의 변형(hybrid version of national

public organization, NPO)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Soh, 2003, 210쪽).
230)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에서는 방한 때까지 일본 정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 차원의 보상

은 없을 것을 밝히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4 (1992.01.15.)).
231)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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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처

리”되었다고 맞대응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보상이 아닌 다른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이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232) 그러면서도 1992년 1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당 츠시마 타카카츠(対馬孝且)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근린국가에의 충분한 보상과 반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미

야자와 총리는 조사는 지속할 것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의 향배를

지켜보며 대처하겠다”라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233)

일본 외무성에서는 1992년 1월 한국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이 발표된 후

부터 공식적으로 ‘보상’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요구

에 대하여 일본 측은 “65년 법적 해결에 대한 합의(枠組み)와는 별도로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취할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한국 측의 생각을 듣는 과정

을 갖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234) 그리고 1월 하순 미국대사관 관

료에게 “보상문제는 일본 내부 합의(consensus)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만약 결정된다면 “특별기금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써 “한국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원사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공식적인 보상을 인정하

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

다.235) 이는 ‘보상 조치’를 둘러싼 정책이 내각과 여당을 포함한 정치 지

도층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외무성과 당시 지도층을 이루던 자

민당 ‘소극파’ 의원들이 “공식적 보상은 불가하다”라는 비슷한 방향의 정

책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3월 중순까지도 “개인에 대한

232) CIA에서 수집한 교도통신 기사. 제목은 “No Inquiry Planned for Alleged Chine

se ‘Comfort Women’”이며,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은 없으며 한국인 외 중국인 ‘위안부’에 대한 검토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RG59,
Entry ZZ1005, Box EA, Item 34 (1992.01.20.)). 그리고 와다, 2016, 95쪽 참고.

233) 123회 참의원 본회의 회의기록 (1992.01.29.)
234)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2쪽.
235)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 (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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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조치”라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며,236) 보상에 대

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불분명해지자 1992년 7월 「가토 담화」가

발표될 즈음 일본 정부는 “비정부기구(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12월

에는 미국과 함께 독일-폴란드 기금을 모델로 한 “보상(compensation)”

을 논의하고 있었다.237)

이후 1993년 3월 김영삼 정권의 ‘보상 미청구’ 입장이 공식 발표되

었고,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책임을 수행하는 “도

의적 책임”이라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더욱 공고히 했다. 1993년 6월 1

1일 미야자와 내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대응은 국가배상이 아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대응”이라는 노선을 의원

들에게 확인시켰다. 해당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기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을 모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국으로부터 “비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38) 이렇듯 법적 책임의 완

결이라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공식적인 보상”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문

제의 해결을 위해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일본 정부는 “인도적 견지”

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구상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

이 일본 외무성 관료집단과 당시 미야자와 내각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

지도층의 ‘소극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미야자와 내각 이후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정권을 유지

했던 호소카와 내각은 ‘1955년 체제’가 붕괴하고 처음으로 구성된 비(非)

236) RG59, Entry ZZ1005, Box M, Item 24 (1992.03.18.).
237) 「2014년 일본 정부 검증보고서」, 2014, 참고. 1992년 8월 2일 『마이니치신

문』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는 기금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RG59, Entry ZZ1005, Box W, Item 30 (199

2.08.02.); Item 31 (1992.08.02.). 그리고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는 “현금 지급”부터

“대규모 기부”를 통한 병원 또는 유사 시설의 설립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RG5
9, Entry ZZ1005, Box K, Item 7 (1992.08.02.)). 덧붙여 RG59, Entry ZZ1005, Bo

x M, Item 21; Box V, Item 66 (1992.12.03.) 참고.
238) 질의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

국은 미국과 한국을 이른다 (126회 중의원 외무의원회 회의기록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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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연립정권이었다. 그러나 야당이었음에도 국회 제1의 다수당이었

던 자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 따라 정책을 실현하기 힘든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권이었다. 또한, 호소카와 내각은 제1 여당으로서

사회당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당 의원들은 정권 운영

에 대한 경험도 여당으로서의 자각도 부족했다. 더욱이 내각에 입각한

사회당 대신들은 지금까지 자민당과 함께 전후 일본정치를 지탱해온 관

료집단을 만나면서 정국운영의 또 다른 벽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개인의 정치적 결단력과 내각에 입각한 사회당

의원 6명을 중심으로 호소카와 내각은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239)

취임 직후 호소카와 총리는 기자회견과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서

일본의 지난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발언하였다. 이는 앞으로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총리의 발언에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으

로 조성되어갔지만,240) 국가의 인도주의적 자세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조

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기존 관료집단을 비롯한 자민당 ‘소극파’에게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

위로 비쳤다.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던 시정방침 연설 다음 날인 1993년

8월 24일 호소카와 총리는 전후보상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책임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관련 조

약에 따라 성실히 처리해왔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견해를 추가로 발언했

다. 이는 내부적으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자민당 지도

층과 관료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241) 결과적으로 호소카와 내각

에서는 총리의 사죄 발언 이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239) 당시 사회당의 전후보상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가라시 고조는 건설
대신으로 입각했다.

240) 김태지, 2017, 118쪽.
241) 와다 하루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관료집단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와다, 201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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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었고, 이는 개인의 리더십 또는 소

수당으로 구성된 연립내각으로는 전후책임 문제 대응의 국내적 조건을

형성할 수 없었던 일본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호소카와 정권의 취약한 정권 기반은 반대로 일본 정치세력과 사

회 분열을 가능하게 했다. 「고노 담화」의 발표 이후 불만을 쌓아가던

일본 정치권 내 반대 세력은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을 계기로

‘반대파’로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자민당 내부 보수 우파에서는 “침략

전쟁”을 전면 부정하고 “대동아전쟁”의 총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위

원회를 설치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 또는 ‘자주국가화’에 동조한 의원

들은 차례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내부 세력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태

도로 사태를 관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 있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수불가결했던 국제정치적 환경과 위기를 기회

삼아 전후책임의 ‘완결’을 통해 적극적인 아시아외교를 전개해보고자 했

던 일본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국제사회의 평가와 시민사회의 균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

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논하던 두 가지 축 가운데

먼저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은 국가 주도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제규

범이었다. 특히 1994년 2월 정대협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도쿄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이 처리 거부되면서 1948년 네덜란드 군사 법정에

서 네덜란드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졌었던 사

례와 대비되어 국제사회에서는 가해자 처벌 문제가 급격하게 부상했

다.242) 곧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의 기초를 이루

었다고 평가되는 ICJ(국제법률가위원회)의 「위안부: 끝나지 않은 고통

(Comfort Women: Unfinished Ordeal, 이하 ICJ 보고서)」이 발표되었

242) 도츠카, 2001,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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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3) 국제기구와 NGO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저명한 인권문제 전문 법

률가 60명으로 구성된 ICJ는 1993년 4월 일본, 한국, 북한, 필리핀에 조

사단을 파견한 후 1994년 9월 2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의 도의적, 법적 책임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대일권

고를 담은 보고서를 간행했다. 그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

부의 책임이 명확함에 따라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복구 및 갱생 조치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행정기관과 재판소의 설치, 그리

고 잠정적인 피해보상금액에 관한 대일권고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는 같은 날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국가 정부에 송부되었으

나, 일본 외무성에서 보고서 검토를 거부하면서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국제사회의 권고가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일은 없었다.

「ICJ 보고서」 중에서 국제규범에 관한 부분은 ‘제9장 법적 문제

점’이라는 부분에 정리되어있다.244) 보고서를 정리하면 일본군‘위안부’ 문

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위반한 국제법은 구체적으로 ① 인도(人道)에

반한 죄, ② 노예제 금지 위반, ③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위반, ④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 ⑤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책임

자 불처벌에 대한 국가책임 발생이라는 부분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245)

243)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서의 법의 지배의 확립”, “세

계인권선언 규정의 완전한 준수 추구”를 그 임무로 하는 비정부기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김창록·이승옥, 2003, 51쪽 참고).
244) 「ICJ 보고서」의 번역은 김창록·이승욱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김창록·이승욱,

2003, 11-28, 52-73쪽 참고). 그 외에 국제법적 위반과 인권침해에 관한 규범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로는 안자코 유카(庵逧由香), 「한일간의 역사갈등과 일본 ‘위
안부’ 문제: 현황과 과제」, 『21세기 계속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현황과 해

법』, 한국사회학회 발표자료 (2014년 12월), 43-59쪽; 도츠카, 2001 등이 있다.
245) 다음 다섯 가지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자 불처벌 규범 외에도 김창록과 이승욱

은 근원적인 일본제국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하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

다. ① 인도에 대한 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범죄를 판결, 처벌하기 위한 군사
재판과정에서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 1946년 도쿄 「극동국

제군사재판소헌장」을 통해 실정화되고 확인된 범죄유형이다. 인도에 대한 죄는

“전전 또는 전쟁 중 행해진 살육,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중략]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로 설명 가능하며 이러한

범죄의 계획, 모의, 입안, 실행에 참여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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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정부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재

산 및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모두 ‘완결’하였다는 견해에 관해

서는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부재, ② 개인의 배상청구권 잔

존, ③ 시효 무효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246) 「ICJ 보고서」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의한 전쟁범

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며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일본 정부는 피

해자들에 대해 법적 책무를 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과 함께 이후에 일본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필요 조치까지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

적 평가를 확립하는 작용을 했다.

있다. ② 노예제를 금지하는 관습 국제법의 위반을 말하며 1926년 이후 모든 국

가는 관습 국제법에 구속된다는 견해이다. ③ 1930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제29
호 협약으로서 채택되었고 일본은 이를 1932년에 비준했다. 강제근로란 “어떤 자

가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되거나 스스로의 임의로 자청하지 않은 일체의 근로 또

는 서비스”로 규정되며, 본 협약에 규정된 기타 비준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유럽 각국 정부가 1910년 체결한 것으로 당시 국제연

맹(League of Nations)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은 이를 1925년 비준하였으며, 부

녀, 특히 미성년 부녀의 추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
고 있다. ⑤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채택, 1910년부터 발효되어 1912년

일본이 비준한 협약으로 전쟁 중 국가 간 존재하는 “관행과 인도의 법칙 및 공공

양심의 요소로부터 오는 국제법적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규칙으로
여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46) ① 일본 정부가 ‘완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기본조
약,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던

점, 한국의 배상(賠償)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보상(補償)을 제안하였던 점, 그에

따른 국제법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국가 및 개인의 권리 침해는 교섭 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점, 덧붙여 한일기본조약 제4조에서 “UN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

할 것을 약속했던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② 관련 조약을 통해 국가가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자국민이 상대국에 의해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재판
을 거부 받은 경우, 국가가 상대국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정당한 절차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이며, 일본 또한 다른 판례를 통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은 상호 포

기되었으나 개인 청구권은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또한 국내외법상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③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면 시효에 관한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죄의 책임자를 불처벌한 책임과 배상 의무도 추가됨에
따라 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강행 규범(Jus

Cogens)의 위반,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이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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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전쟁과 여성인권에

관한 규범에서는 UN 인권위원회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

가 해당하는 유형인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1996년 1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쿠마라스와미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1994년,

1995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는 ‘현대 여성의

문제’로써도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인권고등판무관 산하 국제조약기구 중

하나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994년 제13차 회기에서 제2, 3

차 일본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

하고, 생존하는 모든 피해자 개인에게 “포괄적인 보상(overall compensat

ion)”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247)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분명한

다수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로써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문제로

입지가 굳어졌고, 이는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구체

화함에 따라 시민단체 간에는 국제규범의 수용 정도와 문제 해결에서의

가치지향점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우선 일본군‘위안

부’ 문제가 가지는 인권에 기초한 보편적 측면과 일본이 범한 국가범죄

이며 과거 부정의의 잔재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면은 서로 대

비되어 시민사회 내부에서 상호보완적인 인식보다도 상호배타적인 접근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책임자 처벌을 포함하는 해결의 방식에 적

극적으로 응답한 시민단체가 있었던 반면 강경한 조치에 난색을 보이는

시민단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덧붙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

하는 목소리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보상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보수단체들도 나타났다.

처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한 한국 운동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난 여성

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해하고,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247) 신기영,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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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한민족에 부당하게 가해진 갖은 수탁과 억압” 중 하나로써 일

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248)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해외 단체와 공감

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계기로 작동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배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자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의 협력체제에서 전

환하여 책임자의 처벌을 포함하는 해결 방식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시

작했다. 일본 국내 여론을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선택이었다.249) 결국, 1993년 10월 제2회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책임자의 처벌 요구를 포함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국

가배상에 초점을 맞춰왔던 일본 시민단체와 균열이 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한 행동은 1994년 2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이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이었지만, 이는

담당 검사에 의해 접수가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

고, 범죄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으며, 죄상을 적용할만한 국내법이 없다

는 것이었다.250) 이는 일본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국가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 일본 시민사회 안에서도 책임자 처벌에 관

한 관심이 확대되어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을 통한 정의

의 실현”이 아닌 법적 책임에 따른 국가배상에 활동을 집중했다.251)

248) 정진성 2016, 158쪽.
249) 당시 일본 국내 여론은 전후책임에 따른 사죄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
였으나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의 19

93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약 70%가 사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보상의 필요성에는 약 50%가 동의하면서, 사죄와 보상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지
는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츠치노 2014, 86쪽).

250) 스즈키, 2014, 137쪽.
251) 한 예로 1995년 1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입법 조치에 의한 사죄

와 개인보상을 제언하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언」를 발표했다. 이는 일

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권과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며 중대한 인권침
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법적 평가

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 개인에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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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고노 담화」에 대한 평가가 갈라지고, 보수단체가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균열은 심화했다. 우선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주요 언론은 일본 정부의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기존 대응방식과는 다른

조처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252)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사실의 인정과 함께 국가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동반해

야 하는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의 문제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던 시민단체로

서는 「고노 담화」가 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이에 합치하지 않

는 것이었다. 한국의 정대협은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군의 관여라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과 무엇보다

모집의 주체가 업자인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고노 담

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외교현안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표명

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추가적 요구 없이 ‘도의적 책임’에 맡겨놓는 것

은 “일본에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처사”라고 질타했다.253) 그리고 「고

노 담화」를 똑같이 비판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

던 일본 내 보수세력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결국 일본군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를 『문예춘추(文藝春秋)』, 『정론(正論)』, 『산케이신문』 등을

중심으로 표출했다.254)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김석연, 2015, 11쪽). 하지만 책임자 처벌

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52) 『아사히신문』은 1993년 8월 5일 「위안부 ‘강제’ 인정하고 사죄, ‘대체적으로

의사에 반했다’」라는 기사에서 「고노 담화」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의 전진

이다”라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의 8월 5일 「종군위안부 문제 일단락, 한일 신시대 구축에 불

가결」이라는 기사에서도 “종래의 문제 처리와 다른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적

었다 (와다, 2016, 111-112쪽).
25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인권운

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준비22호 (1993.09.02.), 2쪽 재인용; 김창록·이승욱, 2

003, 42쪽.
254) 와다, 2016, 96-97쪽 참고. 일본 사회에는 전후책임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

응하고, 사죄를 비롯한 아시아 유화 정책을 “국가의 명예 실추”라고 생각하여 강
하게 반발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수집단”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RG59,

Entry ZZ1005, Box K, Item 17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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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라야마 내각과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의 완성

호소카와 내각의 뒤를 이은 하타 쓰토무(羽田孜) 총리의 내각 또한

두 달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1994년 6월 30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를 필두로 한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의 3당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연립정권이었지만 자

민당이 여당으로 복귀한 내각이었으며,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자민당과

사회당이 정권복귀라는 실리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대를 형성한 것이었

다. 그리고 그 정치적 답례로 제1 여당인 자민당이 아닌 제2 여당인 사

회당에서 총리가 배출된 이례적 형태의 내각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

에는 여당 3당의 동의가 절대적이었고, 무라야마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것은 사회당의 ‘적극파’, 자민당 지도층의 ‘소극파’, 그리고 신당 사키가케

등으로 대표되는 ‘중도파’였다. 이에 더하여 관료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소극파’ 세력에 힘을 더하였다.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탈냉전기 외교 전

략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문제였으며, 일본 외무성, 내각 수뇌부, 여당 3

당의 합의를 위한 내부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었다.255)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내에

서도 ‘우선성’이 인정되어 다른 전후책임 문제보다도 “선행”하여 논의되

었다.256)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국제규범 수용과 아시아 유화 정책의 추

진에 선구적이었던 사회당 중심의 ‘적극파’는 자사사 연립정권 참여로 인

해 당 정체성에 기초한 지지기반은 잃었지만, 무라야마 총리와 이가라시

관방장관 등 내각 수준 정치인의 결단력과 전후책임 문제 해결에 긍정적

255) 오누마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여당 간의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는 내각 수뇌부의 절충을 거쳐 결정되는 고

도의 정치적인 문제”였다 (오누마, 2008, 50-51쪽).
256) 1994년 10월 3일 이가라시 관방장관, 다니노 사쿠타로 외정심의실장, 저널리스

트 아리마 마키코(有馬眞喜子), 대학교수 오누마 야스아키가 모인 사적 모임에서

오누마는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중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선행”하여 앞으
로의 역사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가라시 관

방장관은 “그럴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말했다 (오누마, 2008,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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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국내 여론이 ‘적극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257) 하지만 이미 제한적인 규범의 수용과 포괄적인 전후책임

해결 방침을 구상해놓았던 외무성과 자민당 내의 ‘소극파’를 움직이는 것

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무라야마 내각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

정한 사회당 내 정책결정자들이 세력 간의 합의를 주도하면서 ‘소극파’를

설득하거나 기존 방침에 타협해가는 과정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1) ‘소극파’의 구상과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

일본의 ‘정치대국화’ 외교 전략 성공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본군‘위안

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본 외무성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

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상했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국제적 기준 미달, 규범수용 거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역공헌’에 대한 근린국가들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국제기구 회의 참가국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경계함으로써 비판을 최소한으로 관리하

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258) 하지만 전후책임의 문제는 이미 법적

으로 완료되었다는 논리의 변경 없이 국가의 법적 책임인정과 국가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문제 해결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대한

수용은 불가했고 비판을 피할 길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은 국제

규범의 제한적, 선택적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해보고자 했다.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국제규범의 축 중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하는 규범이 아닌 여성인권에 관한 규범에 비

중을 두어 국제사회를 설득할만한 여성인권 개선 관련 ‘국제공헌’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책임에 관해서는 전후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규모의 정책

257)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 여론은 전후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는 무

라야마 내각의 적극적인 대응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오누마, 2008, 20쪽).
258) 12월 8일 『교도통신』은 일본이 UN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멈추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발한 존 험프리(John Hu
mphrey) 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50 (000

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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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닌 다른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포

괄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공헌’에 관해서는 전후책

임 문제 대응과 경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유화 정책을 계획했다.

이러한 외무성의 정책 구상은 1994년 8월 31일 「전후 50년을 향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의 담화(戦後50年に向けての村山富市

内閣総理大臣の談話, 이하 49주년 담화)」를 통해 총액 1,000억엔 규모의

‘전후 50주년 기념 평화우호교류사업(이하 평화교류사업)’의 계획과 여성

인권 문제에 관한 경제협력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외

교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교류사업’은 크게 역사연구, 자료 수집, 연

구자 지원 등의 역사연구지원사업과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으

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0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었다. 무라야마 총리는

「49주년 담화」에서 이러한 ‘평화교류사업’ 계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후 일본 국

민과도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모색할 것을 공표했

다. 이에 더하여 「49주년 담화」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여성의

복지 등의 분야”에 관하여 일본은 지속해서 “아시아의 근린국가들”에 대

한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이며 중요한 기점으로 1995년 9월 5일 베이징

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여성대회를 언급했다.

이러한 ‘평화교류사업’ 계획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책임

에 대한 언급 없이 선택적으로 규범을 수용하여 포괄적인 문제로 다루고

자 한 ‘소극파’의 정책 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특히 ①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화에 포함되어있었던 점, ② 문제에 대한 조

치가 “경제협력”이었던 점, ③ 그 주요 대상으로 아시아 근린국가를 언

급했던 점, 마지막으로 ④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도

사할린 잔류한국인 문제와 대만인 확정채무 문제와 같은 다른 일본의 전

후책임 문제를 함께 다룬 점은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전

후책임의 문제라는 넓은 범위에서 다룸으로써 정책적 선택지를 다양화하

고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대응과 근린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시행

하지만 ‘국가 주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해당하는 규범은 수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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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는 편의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확립된 ‘소극파’ 주

도의 정책 노선은 이후에도 변경되는 일은 없었고, 세력 간의 합의가 전

제조건인 연립내각 체제에서 ‘적극파’의 세력은 ‘소극파’의 중심 노선을

변경할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 그나마 합의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공

란(空欄)으로 남겨두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 참여

의 길”의 실현 방법이었다.

자사사 연립내각은 구성 당시부터 ‘전후 5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

결의 채택’을 3당 간의 「공동정권구상」 안에 포함하고 1995년을 일본

의 전후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권

복귀를 위한 연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이 사회당의 제안을 수락

하며, 일본 전후책임 문제의 아시아 유화적 해결과 국제규범 수용의 기

회 조건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여당 3당은 전후책

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여당 간의 합의

를 도출하기 위해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을 출범

하였다. 공동좌장으로는 자민당의 토라시마 카즈오(虎島和夫), 사회당의

우에하라 코스케(上原康助), 신당 사키가케의 아라이 사토시(荒井聡)가

임명되었다. 프로젝트팀은 국회 결의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전후책임과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분열되어있는 정치세력 간의 인식과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타협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 정치세력 간의 이념적 분열은 극명한 것이었다. 문제 해결에 대하

여 사회당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신당 사키가케는 중립, 자민당은 소극적

인 태도를 보였다.259) 하여 프로젝트팀의 역할은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을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과 추상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타협하도록

조정하고, 정당 간의 논의를 내각 수뇌부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그 결

과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

한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실현할 정부 정책이 구성되어갔다.

프로젝트팀 산하에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가 설치되었고, 자민당의 다케베 츠토무(武部勤) 위원장을 필두로 자민당

259) 야쿠시지, 2015, 26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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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 히로시(住博司), 가노 야스(狩野安), 사회당 하야카와 마사루(早川

勝),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 신당 사키가케의 다나카 코(田中甲)가

위원으로 임명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당 간의 내부 협의체를

형성했다. 소위원회는 1994년 10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11월 8

일 와다 하루키를 포함하는 4명의 국내 ‘위안부’ 문제 관련 지식인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 청취를 했다.260) 그리고 12월 7일, 정부가 참

여하는 ‘민간기금’의 설립 계획을 알리는 소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 ‘민간기금’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분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금’이라는 형태는 피

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련 국가를 비롯하

여 일본 외무성, 내각의 정치 지도층, 사회당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지

식인 등에 의해 다양한 형상으로 제기되어 왔다.261) 무라야마 내각이 수

립되기 전부터 사회당 내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두 가지 기금

계획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포괄하는 기금을 설

치하여 정부와 시민이 함께 모금에 동참하는 대규모의 계획안이었고, 둘

째는 순수 시민 모금에 의지한 민간기금이었다.262) 그중에서도 사회당은

전자인 정부와 국민이 절반씩 부담하는 기금 계획에 주목하고, 일본의

정책 구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내각외정심의실을 중심으로 내각 차

원에서 계획안을 검토했다. 해당 안건은 당시 무라야마 내각의 핵심 인

물이었던 사회당 무라야마 총리, 자민당 고노 요헤이 부총리(국무대신)

260) 당시 의견 청취에 참여한 인사는 와다 하루키 교수, 일본 작가 가미사카 후유코

(上坂冬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교수,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聡) 이후 일본 전
쟁책임자료센터 사무국장이었다 (와다, 2016, 122쪽).

261) 일본 외무성은 미국과 한국 측 관료와 함께 금전적 조치와 기금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해왔고, 그 내용은 일본의 정치 지도층 특히 자민당 지도층
과도 공유되었다. 이가라시 고조, 시미즈 스미코를 비롯한 사회당 의원들은 자체

적으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식인 중에서는 오

누마 야스아키와 와다 하루키가 전면적으로 기금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262)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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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외무대신, 신당 사키가케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대장대신, 사

회당 이가라시 고조 관방장관, 자민당 후루카와 데이지로(古川貞二郞) 관

방부장관, 전 외무성 아시아국장 다니노 사쿠타로 내각관방 외정심의실

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획은 ‘소

극파’와 ‘반대파’의 반발에 따라 정치적 실현이 매우 어려웠다. 우선 정책

구상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던 외무성의 관료집단은 어떠한 형태이던 피

해자가 국가배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처에는 반대했고, 이는

국가 보상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닌 다른 전후책임 문제까

지 불거져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263) 더욱이 제1 여당이었던 자

민당 지도층 ‘소극파’가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에 부정적이었던 점은 정부

중심의 기금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264) 결국, 무라야마 내각에서는

우선 두 번째 안이었던 순수 시민 모금에 의지한 민간기금 계획이 안건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4년 8월 19일 『아사히신문』은 「전(元) 위안부에게 ‘위로금’,

민간모금으로 기금 구상, 정부는 사무비용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

도했다.265) 무라야마 내각이 출범하고 약 한 달 반만이었으며 일본 정부

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던 시민사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충격적

인 내용의 보도였다. 그리고 「49주년 담화」에서 무라야마 총리가 언급

한 “폭넓은 국민 참여의 길”은 마치 ‘민간기금’의 시행 계획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았다. 우선 ‘민간기금’ 구상에 반대하는 세력은 1994년 8월

22일 도쿄에서 일본 국내외 28개 단체가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모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구상의 철회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국가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30일 일본

263)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할린 한국인 문제와 같이 다른 전후책
임 문제가 동시 진행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관료의 우려에

미국과 한국 또한 동의했다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37 (1994.01.25.)).
264) 당시 이가라시 전 관방장관은 자민당 내에서 ‘정부/민간기금’에 긍정적인 사람은
1/3 정도였으며, 그나마 당시 자민당 총재 고노 요헤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

다고 회고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9쪽).
265) 당시 신문기사의 제목은 「元従軍慰安婦に「見舞金」民間募金で基金構想, 政府

は事務費のみ」였다 (『아사히신문』, 199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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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0개의 시민단체와 피해자 3명을 포함하는 발기인 29명은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과 ‘위로금’이 아닌 “정부의

직접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광고를 게재했다.

1994년 12월 2일 소위원회의 자민당 소속 다케베 위원장은 일본이

“도의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적인 속죄를 표하기”

위해 “국민 참가하에 기금”을 만들고 “민간기금에서 갹출”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전달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처할 것을 최종

시안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배상과 청구권 문제는 관련 조

약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외교

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국가 간 배상은 불가하다고 덧붙

였다. 이는 기존 ‘소극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민

간기금’이라는 형태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조치의 시행을 제시

한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정부’에

서 국민을 포함하는 ‘국가’로 포괄적인 해석을 한 것이었다. 이에 12월 5

일 소위원회 회의, 12월 7일 프로젝트팀 본회의에서 사회당 의원 2명은

“국가의 도의적 책임에 근거를 둔 보상으로서 피해자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자금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급부를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

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2월 7일 오후 프로젝트팀 3

명의 공동좌장은 본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가라시 관방장관과 최종협의를

거쳐 그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 합의된 내용에는 “국제법상으로

도 외교상으로도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 간의 배상은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었으며, 성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부의 자금지출

을 포함하여 민간과 힘을 합쳐 기금을 설립하고, 위안부 개인에 대해 정

부가 갹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추후 정세 변화에 따른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금전적 조치에 관해서는

유보하였지만, 정부의 참여를 포함하는 기금의 형태를 확정한 것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정당 차원에서 ‘소극파’와 ‘적극파’ 간의 논쟁이 좁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파’인 내각 수뇌부가 ‘소극파’의 한계선(redline)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파’의 의견을 수용하고 추후 변경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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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남기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정치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장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은 국제규범의 제한적

수용에 대한 ‘소극파’와 ‘적극파’의 타협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결과적

으로 도덕성을 강조했던 일본 정부의 수사(修辭)는 당시 일본 정부의 국

내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필요에 따

른 도덕의 실천이라는 모순을 가진 국가 ‘책임’과 ‘의무’에 대한 편의적인

국제규범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2월 7일 소위원회의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일본 유력 시

민단체들은 기금안의 “백지 철회”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합치하는

국회 결의, 배상법 재정 등에 따른 “개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

다.266) 하지만 이들과 반대로 정부의 계획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 것

은 아니었지만,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찬성하면서 참여 의사를

표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 내부인으로 참

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적극파’ 세력의 조

력자로서 ‘소극파’의 “양보”를 끌어내거나 정치적 타협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금은 당시 각 시민단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와다 하루키는 정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입법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정부 재원과

민간갹출금으로 자금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267) 반면 오누마 야스아키

는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 전체의 총체적 사업 중 하나로서 전후책임과 보상에 대

한 수십억엔 규모의 기금 설립을 주장했다.268)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 사

266) 신문광고를 게재한 10개의 시민단체에는 정대협,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리라

필리피나 등 포함되어있었으며, 이후의 일이지만 소위원회 보고서에 반대를 표명
한 일본 시민단체는 도쿄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행동 네

트워크’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하나부타 토시오(花房俊雄) 대표였다 (와

다, 2016, 123, 126-127쪽).
267) 1994년 11월 8일 소위원회에서 이처럼 발언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주장이 이미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와다, 2016, 123).
268) 오누마 야스아키는 1994년 『제군(諸君)!』 11월호에 「전후보상과 국가의 품격

(戦後補償と国家の品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오누마는 ‘우익’ 잡지에 기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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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보상의 구체적인 실현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었던 사항은 무라야마

내각이 마주하고 있었던 일본정치의 보수화라는 정치적 변화였다. 지난

호소카와 내각부터 조직화하기 시작한 ‘반대파’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있

었고, 연립정권이라는 정치체제적 한계를 의식하면 사회당의 ‘적극파’로

구성된 내각이라도 ‘전후 50주년의 국회 결의’ 이외의 다른 추가적 조치

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공유되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힘들다면 민간의 움직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기

시작했다.269)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게 합의된 정부의 정책안을 우선 실

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부에서 참여하고 감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270) 참여를 결정한 단체와 개인은

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공통으로 일본정치의 현실적 한계

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노 담화」 이후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

해 분열했던 시민사회는 ‘민간기금’이라는 일본 정부의 계획안에 대한 찬

성과 반대로 완전히 갈라서면서 더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기능하지 못

하게 되었다. 더욱이 ‘민간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이미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가 되어버린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본 정부가 듣고

수렴하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당시 일본 관료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자

리였으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한다.271)

3) 의료복지지원 계획의 수립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1994년 12월 7일 발표된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2월 16

일 국회에서는 정부 기금 계획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 4억 8천만

이유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보수세력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였으며, 그의 계

획안은 당시 전후보상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오누마, 2008, 48-49쪽).
269)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해온 와다 하루키와 오누마 야스아

키 모두 당시의 일본정치의 현실적 한계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270) 츠치노, 2014, 99쪽.
271) 츠치노, 2014, 92쪽.



- 110 -

엔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배정하였다.272) 이로써 정부 주도의 기금 설립

은 확정이 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정

부의 공식적인 자금 갹출은 내부적인 합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1995년

4월 7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기금’의 설립

방침과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국민 참가로 이루어지는 모금

활동”,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응”,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사업의 일괄 시행”이었으며, 내부적 최종 조정을 통해 피해자에 지급되

는 자금은 민간모금을 통해 마련하되 기금운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인건

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고, 피해자 개개인

에게 총리의 편지로 정식으로 사죄를 표명, 더욱이 이를 역사의 교훈으

로 삼는 정책안을 담은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조치’가 포함

되어있지 않았던 ‘기금’ 계획안은 정부의 정책안 구성에 협력하던 전문가

나 시민단체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273) 이에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기금사업에 정부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 협상하

게 되었고, 정부자금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복지지원 형태의 사업

을 기금이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대하던 지식인과 시민단

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의 공식적인 자금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조치

로써 전달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이를 현재 일본정치의 한계로 받아

들이면서 일본 정부의 ‘기금’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새롭게 추가

된 의료복지지원 계획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보상 조치’는 아니었지

만, 공식적으로 정부의 자금이 피해자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금’이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274) 그리고 이러한 계획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

272) RG59, Entry ZZ1005, Box V, Item 29 (1994.12.16.).
273) 오누마는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 의

한 보상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계획안에 반대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와다
하루키 역시 정부의 계획은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단체의 압력으

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적고 있다 (오누마, 2008, 54-55쪽; 와다, 2016, 128쪽).
274) 오누마는 일본 사법부가 개인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아들일 리 없고 일

본의 법적 책임론에 많은 이론적, 실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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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파’ 세력을 통해 발산되면서 변경되는 내용을 정책결정자 수준에

서 논의할 수 있었고, 연립내각 아래 실용주의 기반의 연대가 기본적으

로 정책 실현에 대한 기회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1995년 6월 13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담화의 형태로 ‘기금’ 구상

과 사업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라는

명칭과 주요 사업내용, 발기인(呼びかけ人) 16명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출

발을 알렸다.275) 사업의 실천적인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

다. 첫째는 국민적 속죄(償い)276)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모금할 것, 둘째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 복지 등의 사업 시행에 기금이

정부자금 등으로 지원할 것, 셋째는 국가로서 솔직한 반성과 사죄의 마

음을 표명할 것, 넷째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고 이를 역

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이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안, 피해자 확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 모금의 목표 액수, 피해자 개인에

지급될 최종 금액, 일본 정부의 사죄 형태 등에 관한 설명이 여전히 부

족한 초안이었다.

통한 의료복지지원은 사실상 국가 보상이었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은 정부와 국민

이 함께 전후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에 대한 최소형태의 제도적 실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누마, 2008, 55쪽).
275) 당시 발기인으로 확정되었던 면면은 전 노동대신 아카마츠 료코(赤松良子), 일

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 아시다 진노스케(芦田甚之助), 도쿄대학 명예교수 에토

신키치(衞藤瀋吉), 오키타 전 외무장관 부인 오키타 히사코(大来寿子), 전 참의원
의원 오다카 요시코(大鷹淑子), 도쿄대학교수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전 외교

관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변호사이자 아사히신문 전 편집위원 시모무라 미

츠코(下村満子), 구마모토 현립극장 관장이자 전 NHK 아나운서 스즈키 겐지(鈴
木健二), 전 주한대사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도쿠시마분리대학 교수 다카하시

요시가츠(高橋祥起), 변호사 노나카 쿠니코(野中邦子), 미키 전 총리 부인 미키 무

츠코(三木睦子), 여배우 미야기 마리코(宮城まり子), 다이와 증권연구소 이사장 미
야자키 이사무(宮崎勇), 도쿄대학 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총 16명이었다.

276) ‘츠구나이(償い)’로 읽히는 이 일본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한 것이었다. 최근의 저서에서 와다 하루키

는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이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회상하며,

‘츠구나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 번역본에도 사용하였다. 그에 반해
오누마는 이를 ‘보상’으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로는 ‘atonement’로 번역하는 이 단

어를 본 논문에서는 ‘속죄’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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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사업에 관한 발표 이후 이가라

시 관방장관과 기금 발기인들은 “국민 전체에 의한 보상”이라는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기금의 명칭을 최종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

기금’으로 수정하고, 그 약칭을 ‘아시아여성기금’으로 하는 데 합의했

다.277)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의 재단법인임과 동시에 국가 정부의 사

업을 시행하는 사업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다.278) 정부

예산으로 사무국의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와 발기인, 운영심의회는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었

다. 하지만 이사회, 운영심의회, 발기인을 포함하는 합동회의에는 정부

내 관계 부처의 대표자가 상시로 출석하였고 회의를 통해 작성된 문서는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는 특수한 형태의 결정구조가 수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금의 독특한 성격은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아닌 정부와 국민 모두를 포함한 국가의

‘도의적 책임’에 따른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포

괄적인 전후책임 문제 ‘해결’의 일부분이자 정부 차원에서 전후책임 문제

를 종결하고 아시아에서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내용이 발표되고 기존에 ‘민간기금’ 구상을

반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279) 이미 그 목소

리가 정책 결정을 변경하는 일은 없었다. 심지어는 피해당사자의 목소리

를 들어달라는 일본 시민단체의 면회 요청에 따라 일부 발기인과 위안부

피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수정되는

일은 없었다.280) 이는 개인이나 시민단체를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서 정

277) 당시 오누마 야스아키가 이와 같은 건의를 하였다 (오누마, 2008, 58쪽).
278) Sarah Soh는 ‘아시아여성기금’을 국가 공립기관의 변형(hybrid version of natio
nal public organization, NPO)으로 설명하고, 실패의 요인을 한국과 일본 정부의

‘건설적 타협(constructive compromise)’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Soh, 2003, 210쪽).
279) 6월 13일 ‘기금’ 사업의 내용이 정식으로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2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금 사업계획의 철회와 “국회 결의에

의한 사죄와 법적 배상 시행”을 요구했다 (와다, 2016, 131쪽).
280)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출발 발표 이후 일본 시민단체인 ‘재일위안부재판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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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7월 18일에 무라야마 총리의 인

사말과 발기인의 호소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고, 최종적으로 199

5년 7월 19일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정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그날 제1회 이사회를 통해 하라 분베(原文兵衛) 전

참의원 의장이 기금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운영을 개시하였다.

4.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내용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설립의 의미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로 구성했던 패키지딜(package deal)의 일부로써

「고노 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완전한 ‘해결’을 시도한 마지막 단추

였다. “법적 책임을 회피한 꼼수”로 그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아시

아여성기금’은 분명 일본의 국내정치적 기회와 제약 속에서 어렵게 도출

된 타협책이었다.281) 그리고 본래 명칭이었던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우호기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목적으로 여성인

권 문제와 평화에 대한 국제공헌의 노력을 보이기 위해 제한적인 국제규

범의 수용을 선택했던 UN외교였으며,282) 탈냉전기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아시아 근린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수립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

이었다.283) 그리고 무엇보다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전환기를

하는 모임’, ‘필리핀 전 ‘종군위안부’를 지지하는 모임’, ‘할머니와 걷는 모임 ‘조각
보’’는 와다 하루키가 기금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당

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청했다. 이에 1995년 7월 5일 유엔대학(国連大学)

에서 기금 발기인 와다 하루키와 미야자키 이사무는 한국인과 필리핀 피해자 8명
과 면담을 진행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기금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수

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와다, 2016, 132-136쪽).
281) 김석연, 2015, 11쪽.
282) 무라야마의 「49주년 담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제4회 세계여성대회가 1995

년 9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인권대회에서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예상하고 그 전에 정부의 후속 조치를 완료

하고자 했다 (츠치노, 2014,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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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여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완결’하기 위한 일본 국내정치의 주도

적인 정책 결과였다. 당시 전후 50주년을 기념하는 1995년에 전후책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사회당의 당수로서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일본

의 총리를 맡게 된 것은 일본의 역사문제 해결을 염원하던 이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다가왔다. 다시 안 올 호기에 어떻게 해서든 전후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해결을 요구

한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기한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

했다. 이러한 절실함과 함께 냉정함이 동반하면서 1995년에 역사적, 정치

적 의미를 부여하고 일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후책임에 대한 일차적

‘완결’을 시도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이 ‘평화우호교류사업’, ‘아시아여성기

금’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 총리 담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2) 전후 50주년 기념 국회 결의의 실패

당시 일본 국내정치세력의 분열이 초래한 국내정치의 제약 조건이

라는 실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정치과정보다도 국회 결의의 채택 과정

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1995년 6월 9일 중의원에서 채택된 「역사를 교

훈으로 평화를 향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결과가 실용주의적 정치세

력 간의 타협 과정에서 ‘적극파’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정치과정에

서 정당 간의, 정치세력 간의 합의를 담당한 것이 여당 3당의 프로젝트

팀과 내각 수뇌부였다면, 전후 5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 결의는 프로젝트

팀은 물론이거니와 국회라는 정당정치의 장에서 정치세력 간 격렬한 대

립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 배

283)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일관계의 전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한미일 간의 회의에서는 전쟁 시기(wart

ime period)에서 출발하는 오랜 역사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기한으로 1995년
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노력을 모두 촉구하고 있다 (RG5

9, Entry ZZ1005, Box V, Item 66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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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는 무라야마 내각이나 여당 지도부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반대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결의는 연립정권 구성 당시부터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정치적

과제로 주어졌던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연립정권 내부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극명한 분열을 나타내던 일본정치 속에서 세력 간 정책 논쟁은 일

본의 국가 정체성과 ‘정치대국화’의 방식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보

였다. 특히 ‘반대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연립내각 수뇌부의 상상을 초월

한 것이었다. 1994년 12월 1일 자민당 내부 보수파 의원의 모임으로 결

성된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이하 의원연맹)’은 약 세 달여 만에 17

4명의 회원 수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민당 의원 약 2/3에 해당하는 수

치였다.284) “후세에 역사적 화근을 남길 수 있는 국회 결의”는 하지 않

겠다고 선언을 한 의원연맹과 신진당을 포함하는 ‘반대파’는 이후 최종

표결과정에 결석하였고, 결의안은 만장일치 원칙이 아닌 자민당 146명,

사회당 58명, 사키가케 16명, 여당 의원 총 230명 찬성의 단순 다수결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결의 실패를 의미했다. 결의안의 구성 과정에

서 사회당과 야당은 “근린국가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

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자민당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자민당 내부 ‘반대파’ 세력의 사람들은 “지나친 잘

못의 인정, 반성, 사과” 등을 견제했다. 결과적으로 정당 간의 절충과정

에서 문안의 표현은 점점 이상해졌고 여야 모두에 탐탁지 않은 내용이

되어 참의원에서는 그대로 폐기되었다.285)

3) 「무라야마 담화」와 일본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후 약 한 달 뒤인 1995년 8월 15일, 무라야

마 총리는 총리 담화인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을 맞아서(戦後50周年

284) 의원연맹의 간부에는 회장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사무국장 이타가키 다다

시(板垣正), 사무국 차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와다, 2016,

127쪽).
285) 김태지, 2017,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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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이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일본의 6개 신문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슬로건, 호소문, 총리 인사말이

담긴 전면광고가 게재되었다. 광고 작성은 외정심의실에서 담당하였지만,

그 규모와 내용은 발기인과의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우선 1억 3,000만 엔을 지출했고, 이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일본 정

부가 투자한 초기비용을 의미했다.286) 오누마를 비롯한 ‘아시아여성기금’

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기금’이 설립되었으니 앞으로의 노력

에 따라 얼마든지 더 ‘적절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해결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그들이 넘게 된 것은 일본 정부가 만들

어 놓은 ‘해결’의 마지막 계단이었다. 다른 말로 기금 등의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바란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완결’이었다.

전후책임의 ‘완결’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전후책임 문제에 대한 일

본 정부의 최종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문서가 필요했다. 본래 전후 50주

년 기념 국회 결의가 담당했어야 할 역할이었으나 「무라야마 담화」는

정당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일본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행정부 수반의 수상 담화라는 형태로 근린국가를 향한 일본 정

부의 성의를 표현한 것이었다.287) 기본적으로 각의 결정에 부쳐지는 수

상 담화는 각료와의 사전 내용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무라야마 담

화는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당시 자민당 총재 고노 요헤이 부총리 겸 외

상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통산상 등의 자민당 주요 각료의 양

해를 구한 것이었다.288) 이러한 적극적인 사죄 조치라는 아시아 유화 정

책에 대하여 내각 수뇌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반은 국내

286) 광고를 게재한 일본의 6개 신문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

리신문』, 『닛케이신문』, 『산케이신문』, 『도쿄신문』이었다. 기존에 외정심의
실에서 광고업자에 의뢰했던 광고안은 신문지면의 1/3 정도 크기였지만, 기금 발

기인의 강력한 주장으로 신문 전면을 사용하고 총리의 사진과 자필서명, ‘아시아

여성기금’의 성격을 나타내는 세 개의 슬로건이 추가되었다.
287) 김태지, 2017, 119쪽.
288) 김태지, 2017, 119-121쪽. 당시 각료를 맡고 있던 자민당 의원은 모두 반대 의견
을 표하지 않고 무라야마 담화에 찬성하였는데, 이는 여당으로서 자민당의 정권

유지와 운영을 위한 타협이었다 (야쿠시지, 2015,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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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회 조건이었던 자사사 연대와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를 통해 일

본의 전후책임이라는 짐을 1995년을 기점으로 내려놓고자 한 데에 그들

이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탈냉전을 맞이하여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

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일본은 전후책임의 ‘완결’에서 찾았다.

일련의 정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후 50년과 똑바

로 마주하는 일본”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무라야마

담화」를 끝으로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완결’지었다.289)

4) ‘해결’의 불협화음과 상반된 평가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아시아여성기금’ 또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대

응의 국제적 기준의 합치 여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290) ‘아시아여

성기금’의 출범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추가적인 갈등 전선과 마주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출범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분열했던 시민사회

는 출범 이후 그 운동 방향을 기금에 대한 반대에 둘 것인지, 아닐 것인

지를 기준으로 다시 갈라섰다.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일부 사회당, 공산당 의원들과 함께 기금사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기금의 해체를 요구했다.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같이 ‘아시

아여성기금’이 법적 책임에 대한 조치가 아님을 지적하며 기금이 아닌

다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291) 언론은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

289)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사회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

겠다”라고 결심한 뒤 이를 실행하면 총리직을 사임할 것을 결심했었다고 기록하
고 있다. 당시 총리가 완수하고자 했던 것은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일본으로

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야쿠시지, 2015, 241쪽). 더욱이 오누마는 정부 관계자

들이 어떻게 해서든 1995년 8월 15일까지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시키고 싶어 했
다고 회고했다. (오누마, 2008, 59쪽).

290) 荒井信一, 「戰後補償と戰後責任」, 中村政則·天川晃·尹健次·五十嵐武士 編, 『戰

後日本-占領と戰後改革 5; 過去の淸算』, (東京: 岩波書店, 1995).
291)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기금을 통해 집행된 보상과 수상의 사과편지가 도의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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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각각의 이유로 비판적인 논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대표

언론인 『아사히신문』과 NHK(일본방송협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대표

적인 영어신문인 『The Japan Times』는 「성적노예기금 발족」이라

적으며 특히 격렬하게 비판했다.292) 그와 정반대의 관점에 서 있던 ‘반대

파’의 자민당 보수 우파 세력과 보수단체들 또한 기금사업에 반대를 표

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은 ‘아시아여성기금’이 “불필요”하고 “부당”

한 조직이라 비판했다.

총리의 편지라는 사죄 형태 또한 국내정치적 논쟁을 일으켰다. 무

라야마 내각 당시 일부 세력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와

‘아시아여성기금’ 발기인 사이에서는 피해자 개개인에 총리의 편지가 전

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1996년 1월 자민

당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를 수반으로 새로운 내각이 수립되면서 총리의

사죄편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드러났고, 미키 무츠코(三木睦

子)가 “약속위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발기인을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

다. 비판적인 여론에 정부는 해명하고, 총리의 사죄편지 전달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293) 총리 편지는 내각외정심의실의 문장으로 정리되었고, 이

를 3명의 ‘아시아여성기금’ 대표가 검토한 후 승인하였다.294) 하지만 일

본이 미국 측에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시모토 총

리의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 중에는 총리의 편지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을 것을 명시해놨는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에

서 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일본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미였다.295)

원의 조치일 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국내

외 사회에 개진하면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통한 교훈 계상을 제언했
다 (김석연, 2015, 11쪽).

292) 오누마는 『The Japan Times』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경향

성 있는 보도를 하였으며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에 대하여 “악의”적인 비판을 가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영어신문의 논조로 인해 해외언론 또

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오누마, 2008, 66-67쪽).
293) 당시 미키 무츠코는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 의견을 물었을 때 하시모토 총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하여 회고하고 있는 오누마 야스아

키와 와다 하루키 모두 미키 무츠코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94) 와다 하루키는 편지 내용에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와 “내각총리대신의 사죄”

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승인했다고 회고한다 (와다, 2016,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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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를 비롯하여 한국 시민단체와 일부 일본 시민단체는 ‘아시

아여성기금’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민간기금 운용 방식을 채택

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고 일본 정부의 충분한 보상정책으로 평

가하지 않았다.296) 특히 한국 시민단체는 기금사업이 시작되고부터 기존

의 비판에 더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이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예정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모금된 점과 지급대상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시민단

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한국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위로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비밀리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전달했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 방식을 비난했다.297)

반대로 국가 정부는 각국의 국내정치적 입장에 따라 ‘아시아여성기

금’ 사업 시행에 협력 또는 반대하였지만, 일종의 정부 ‘보상’이라는 형태

로 그 의미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선 한국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즉각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양분되

면서 우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에 반응하여 사

업실시에 반대하는 태도로 선회했다. 중국의 경우 당사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

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을 “경제적 원조”의 차원에서 정부

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필리핀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는 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사업실시에 협력하였다. 북한과 대만 정부

는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정부 간 합의가 진행되

지 않았다. 미국도 1995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 보고서에서 ‘아

시아여성기금’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한 “보상(compensatio

n)”을 위해 설립된 “정부 후원의 민간단체(government-backed private b

295) RG59, Entry ZZ1005, Box A Item 38 (날짜 미상);
296) 한국 대표 운동단체인 정대협의 반대 의견은 양미강(1998)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누마 또한 “국가 보상 및 책임자 처벌 이외의 행동은 모두 기만이다”라는

입장의 비난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297) 양미강, 1998,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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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라고 소개하며, 이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있던 “피해자에 대한 정부

의 공식적인 보상은 계획에 없다”라는 구절을 삭제했다.298)

‘아시아여성기금’은 1996년 8월에 필리핀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 뒤로는 차례로 한국인 피해자를 대

상으로 1997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1997년 3월, 대만인 피

해자를 대상으로 1997년 5월, 네덜란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998년 8월

에 실시하였다. 하지만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더 큰 논쟁을 끌어내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규범 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여 1990년대 후

반에는 ‘전시하 성폭력 및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잇따른

보고서가 제출, 채택되었고, 그 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써 다루어졌다.

298) 1997년 보고서에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있었

고, 기금의 사업내용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 조치(direct co
mpensation payment), 피해자 개인의 의료복지 지원, 아시아 여성의 전반적인 지

위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보고서 작성에

앞서 주일 미국대사관 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목을 국가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반대하는 미국 국무부와 논의하고 있었다. (RG59, En

try ZZ1005, Box Z Item 16 (1995.09.12.); Box R, Item 26(199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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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현실에 안주한 ‘완결성’ 논리의 비판

본 논문의 한 가지 목적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주목하

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 문제의 해

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에 기여하는 데 있다. 츠치노에 따르면 이러한 방

법적 논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

닌 해결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또 다른 방향의

실천적 논의이다.299) 그리고 실현의 방법을 찾는 것은 문제를 둘러싼 환

경에 대한 이해와 과거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은 지식의 활용, 실

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과거 사

례 중에서 일본 정부의 거의 유일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시도 사

례였던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위

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이 만들어낸 정치

적 가능성과 한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결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Something is better tha

n nothing)”라는 표현만큼 ‘아시아여성기금’에 담긴 의미를 잘 나타내는

구절은 없을 것이다. 기금의 출범 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조금(something)”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친 것을 비판했지만, 당

시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정치 주체들은 “아무것도(nothing)” 할 수 없

을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

러싼 국제, 국내정치적 ‘현실’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예상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

지 않은 채 「가토 담화」,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미완결의 ‘해결’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무언가”를

299) 츠치노, 2014,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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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놓음으로써 “그다음”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아

시아여성기금’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시도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리고 “그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절차나 방식의 문제보다도 기금을 통한

‘해결’의 내용이 담고 있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시정, 그리고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했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정부

정치 주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을 포함하여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첫째는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 mor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일

본 정부의 조치, 둘째는 감정적인 공감과 피해에 대한 통감을 나타내는

“속죄(贖罪, atonement)”, “사죄(謝罪, apology)”, “반성(反省, remorse)”의

표현, 셋째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 넷째는 현대의 여성인권 문

제로 이어지는 문제의 ‘현재화’ 인식이다. 네 가지 특징 모두 문제의 해

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덧붙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근본적인 인식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아시아여성기금’의 복합적 형태 또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보다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완결성’이었고, 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시도한 해결책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앞서 제시한 일본 정부 정책의 네 가지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완결성’이 드러난다. 우선 일본의 “도의적 책임”

속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의 선

택, 과거의 일단락을 통한 미래에의 투자라는 국가주의적, 가해자 중심의

희생정신 요구가 포함되어있다. 1990년대 초 정부 간 문제 ‘종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때 일본의 법적 책임 이수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것은 국

가 간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이 먼저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덧붙여 기

금사업 이후 일본은 법적 책임의 완결에 이어 도의적 책임마저 이수함으

로써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미 최선을 다했으며, 이에 따라

다자적 문제 해결, 국제중재, 특별법제정 등의 추가적인 조치나 개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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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는 없다고 선언했다.300) 이는 “도의적 책임”의 의미가 가해자의

책임을 완수하고 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같은 맥락에서 “속죄”의 의미와 목적 역시 기금사업을 통해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일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는 국가 중심,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완전한 ‘과거’로 만들겠다는 완결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301) 세 번째인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안의 규모

와 심각성에 대한 인정은 모순적으로 다수를 위한 결정, 일괄적 해결을

통한 사안의 종결이라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정신으로 이어졌다. 즉, 다

수를 위한 최선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가 의도한 획일적 해결 방식의 수

용이 모든 피해자에게 요구되었고, 이미 선택된 결론에 개인은 다시 한

번 침묵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다양성에 기초한 접근은 인권문제 해결의 근본적 토대를 구성한다.

해결 방식의 획일성과 완결성은 피해자의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한 상호비

난으로 이어지며 2차 피해를 일으켰다.302) 현대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네 번째 특징 또한 실상 일본군‘위안부’ 문제와의 연속

성에 주목하기보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기재로 작용했다. 즉, 현대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일본군‘위안부’라는 과거 사건에 적용하는

300) 신기영, 2016 참고.
301) “속죄”의 사전적 정의에는 지은 죄를 씻어 없애거나 수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

어있다. 일본어의 「償い(つぐない)」는 통상적으로 한국어로는 속죄, 영어로는 at

onement라고 번역된다. 우선 「償い」의 원형인 「償う」의 뜻을 살펴보면 “변상
등으로 채워 넣음; 죄 또는 잘못을 보충함”으로 되어 있다. 특히 물질적인 행위를

통한 보충을 말한다 (Weblio: https://www.weblio.jp/content/%E5%84%9F%E3%

81%84, (검색일: 2018년 5월 14일)). 영어의 사전적 의미 또한 “잘못 또는 상해를
정정하는 행위; 배상 또는 선행을 통한 죄의 보상”으로 정리된다 (Oxford Diction

aries: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tonement, (검색일: 2018년 5월

14일)). 그리고 속죄의 한국어 뜻을 살펴보면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
위로 비껴 없앰;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로 설명되고 있다 (네이버사전: htt

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129200, (검색일: 2018년 5월 14일)).
302) 이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1992년

사회당의 조사단이 한국에서 청취조사를 진행할 때 모두가 “보상의 선행”이 “진

실의 은폐”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는 와중에 정작 피해자들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배상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와다·오누마·시모무라, 2001, 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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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거의 완결을 통해 미래를 구성한다는 국가

중심적 인식을 역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듯 “과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지금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희생을 존중해

야 한다는 수사(rhetoric)303)는 당시 관련 국가 정부의 논리 속에서 공통

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완결성’이 구성된 원인은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한 정

치적 ‘현실’의 전제가 희망적 사고를 경계하여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타

협하고, 한정된 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하며, 전략적 선택에

따라 하나의 결과를 얻는 대신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냉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이던 것은 기존 접근법의 한

계와 정치적 현실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정치의 무정부

성이 국가들이 만들어낸 구성물이듯이 정치적 현실 또한 고정된 것이 아

니다.304) 탈냉전 이후 국가 정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요구되었고, 끊임없는 과거의 희생으로 만들어

지는 현실의 순환이 더는 받아들여 지지 못했다. 이를 인식했으나 수용

하지 못한 일본을 비롯한 국가 정부의 완결적 ‘해결’ 방식은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즉, ‘현실’의 냉혹함을 이유

로 최선의 과정과 결과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행위는 국가의 편의에 따른

제한적 ‘해결’로 이어졌으며, 정책의 미완결성을 무시한 채 ‘완성된 해결’

을 내세운 것은 ‘아시아여성기금’이 가지는 본질적 문제를 야기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분명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렇듯 중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응도 충

분하지는 못하다.305) 더욱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점차 그 실체가 밝혀

짐에 따라 문제가 내포하는 다양성이 드러나고, 새로운 현상들도 추가로

생겨나고 있다.306) 따라서 부족한 완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

303) RG59, Entry ZZ1005, Box Y, Item 9 (1995.07.06.)
304)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
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2 (1992), 391쪽.

305) 츠치노, 2014, 2쪽.
306) 서울시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자료팀의 고바야시 하시토모(小林久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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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

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을 통해 없애버려야 할 문제(problem)가 아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또 기록해나가는 문제(questio

n)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현실

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인식을 바꿈으로

써 상황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길, 효율적인 길, 쉬운 길을 선별하는 것

이 아닌 곤란해도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계속해서 논쟁해야 한다. 더욱

이 그 과정에서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정부적 주체를 문제

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승인’하고 함께 정치과정을 수반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진 한국 정

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

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종결”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완결’을 목표로 놓아서는 오히려 해결에 이를 수 없다.

2. ‘아시아여성기금’의 정치학과 후속 과제

본 논문은 ‘일본 정부는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

시아여성기금’ 정책을 선택하였는가’로 설정하고, 기금의 정책 결정 과정

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분석을 통해 결정의 원인으로 작용한 국제정치적

환경과 국내정치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외교정

책 결정 과정에서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포착함으로써 국제적 요인이 국

과제로 미크로네시아, 괌 등의 섬 주민 피해자를 언급했다. ‘아시아여성기금’ 실시

당시 미크로네시아, 동티모르 피해자에게 해당 국가는 자료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된 11개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서울시

국제 컨퍼런스,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8층), 2018.02.27.). 그리고 새로운 현상
으로는 우익 단체의 국제활동 개시에 주목해볼 수 있다.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

원회 제63차 회기 제 7, 8차 일본 정부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총 22개의 NGO 및

개인이 제출한 개별 보고서 중에 17개 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고, 그 중 8
개의 단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신기

영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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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속성에 따라 새롭게 구조화되고, 국내정치적 조건과 논의과정을 통

해 정책의 내용과 성격이 결정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라 국제

정치학 내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연구로써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90년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으며,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제한

적 국제규범 수용의 UN외교 정책이자 전후책임 문제 ‘완결’을 위한 아시

아 유화 정책이었다. 당시 일본 국내의 정치체제적 변화에 따라 국제주

의의 ‘적극파’와 실용주의의 ‘소극파’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 연대를 형성

하고 정치 지도층을 이룸으로써 국내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연대세력 내

부 정책결정자 간의 타협이 국제정치적 요인을 재구성하면서 ‘도의적 책

임’에 따른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이자 정부와 민간의 ‘혼합형 기금’이라

는 정책의 성격을 결정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으로 나타나는 일본

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과정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닌 정치 주체들이 다수의 가능성 중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선택, 결정

한 유동적인 정치적 현상이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서 일반화 도출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비교 사례연구, 다중 사례연구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관한 이론화 작업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6년이라는 긴

연구 시기에 걸친 거시적 틀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범위

이론과 미시적 차원의 정치과정을 다룸으로써 이론적인 검증 작업을 시

도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사례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있는

독일 사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연구의 주제로 국가 간 화해에 관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연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패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연

구를 시도하였으나 본 논문이 사용한 1차 자료는 내용이 일부 생략되어

빈칸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인물의 이름, 소속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 삭제되었다. 그리고 시기적 특성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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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헌연구 논문이

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적 사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의 축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 속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완결된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다. 이러한 논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후천적 복잡성에

관한 것으로 문제 해결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더욱이 국가 주도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의 정치과정이

나 과거 부정의에 관한 정치과정을 국제정치적으로 논한 연구사례는 여

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현실을 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현을

위한 방법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본 논문은 그러한 노력

중 하나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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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ve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that exist beyond the

boundary of bilateral relationship. Moreover,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expanded in scope due to transnational civi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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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actions of relevant states, and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netheless,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the

political process of 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only recently begun, and most research results largely

pointed out to uniqu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r focused on criticizing problematic aspects of existing measures. In

this dissertation, I attempt to propose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settl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 critical examination of dynamic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within Japan’s

political proc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 Women’s Fund

from May 1990 to July 1995.

My research question is “Why had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Asia Women’s Fund as a solu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question intends to

reve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which led the Japanese

politicians to produce such policy results in 1995, by examining actual

political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Japan through historical

approach based on primary resources. The research illustrates that

the political process of Japanese government was composed of three

steps, which were “acknowledgement," “recognition,” and “settlement”

of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the Japanese political elites

had devised and chosen the Asia Women’s Fund as a measure for

settlement from a large set of political possibilities. In conclusion, I

claim that the Asia Women’s Fund was designed as a part of Japan’s

post-Cold War UN diplomacy and appeasement policy for Asian

neighbors for its grand strategy to newly emerge as a political power

and to finalize postwar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government’s

decision on regulated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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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ignificantly, the Fund was a consequence of political

consent among pragmatists from different parties and factions who

composed the Murayama coalition government, which was generated

based on a common political interest despite their ideological

confrontations due to Japan’s domestic political condition in the 1990s.

In other words, political compromise among ideologically contrasting

parties accounts for the regulated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

related to women’s right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wartime human

rights violation. Thus, the characteristics of solution was determined

to partially acknowledg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stead of

its legal responsibility and to execute measures that “replace” official

compensation in contrast with what international norm had adverted.

Finally, I criticize the Asia Women’s Fund for its essential idea

of “completion” of duty in hopes of contributing to the effort to solv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the future and

suggest possibl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dissertation as a case

study of political process of Japan’s foreign policy making on the

issue of states’ reconciliation process and of norm compliance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 using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linkage.

Keywords : Asia Women’s Fu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ternational norm, postwar responsibility, Japan’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Student Number : 2016-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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