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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

특수주의의 강화

인간안보 관념의
특수주의적 해석의
등장

중상주의적 성격의
재부상

전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정부개발원조를 일본
의 국제공헌에의 핵심적 방법으로 간주

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여왔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지나차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된 중상주의적 성격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
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정부는 1990년대 들어 보편적인 국제규
범인 인간안보를 정부개발원조의 핵심가치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
발원조 패러다임에서 중상주의적 성격은 2000년대 오히려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
라,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징하던 인간안보 관념은 2000년
대 들어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계기로 보수우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
다. 보수우파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간안보 관념은 타자에 대한 배타성의 성격
과 융합하는 특수한 개념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A

fter the WWII, Japan’s political leaders had considered the ODA as
the key tool for enhancing its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the ODA

got the positive image within Japan. There, however, were the increasing
criticisms on Japan’s ODA in the 1980s and 1990s. The strong mercantilist
characteristics, which Japan’s ODA focused mainly on extending Japan’s
economic interests, were the central logic of these criticisms. In th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with the active embracement of
‘human security’ which widely diffused as the global norm at that time.
However, the mercantilist nature of Japan’s ODA mechanism has been restrengthened in the condition of the prolonged recession. In addition, the
conservative hawks included human security norm within its ideological
logic. The abduction issue with North Korea has helped this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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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본의 국제공헌과 정부개발원조

전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일본이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공헌
하여 왔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
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
국, 중국 등 이웃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
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다”
고 언급하였다(安倍晋三 2015). 이는 전후 일본이 아시아의 번영에
큰 도움을 주는 ’국제공헌‘을 충분하게 경주하여 왔다는 관점의 대
표적 사례이며, 이러한 관점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일본이 1950년대
이래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에 막대한 재정투
자를 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개발원조를 통한 일본의 국제공헌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은 아베 총리만의 해석이 아니며
전후 일본정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일본의 국내외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베 담화에 표현된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의 아시
아 국가들과 아시아인들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
죄가 과연 충분했는가에 대한 아시아 주변국들의 부정적 시선은
차치해 두고라도, 과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아시아 국가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정부개발원조를 통한 아
시아 국가들에의 자본투입이 과연 아시아인들의 생활 개선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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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문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를 통한 국제공헌이 실제로는 일본의
대아시아 진출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원조를 통한 이익은 대부분
일본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었으며, 일본의 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 상태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해
당 국가들의 인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村井吉敬 2006; 최은봉·한송이 2011).
즉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지나차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된
중상주의적 성격이라는 비판이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일본
정부가 1990년대 들어 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정부개발원조
의 핵심가치로 수용하는 배경이 된다. 1950년대 이후 양적인 측면
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결국 일본
의 경제적 이익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수원
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일본
의 ‘국제공헌’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속에서 일본의 정부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에 등장
하게 된 것이다(최은봉·박명희 2008; 류시현 2015). 이러한 맥락에
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규범이 ‘인
간안보’이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처음 언급된 인간안보 개념을 1995년 이

래로 적극 수용한 일본정부는 인간안보 속에서 정부개발원조의 패
러다임을 새로 구축하고(류시현 2015, 41-48), 이를 통해 질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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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일본의 국제공헌의 우수성 또는 규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에서 중상주의적 성격
은 2000년대 들어 오히려 복구되고 있다. 장기불황 속에서 정부개
발원조를 일본기업들의 해외시장창출의 기회로 판단하는 시각이
일본 내에서 강화되고 있다(윤석상 2011). 한편 일본 국내적으로 평
화주의적 관점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보수진영에서의 자유주의
적 성향이 강한 미들파워국제공헌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온 인
간안보 관념은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계기로 보수
우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다. 일본 보수우파의 가치관
외교의 관점에는 외형적으로 인간안보 관념이 포괄되지만, 그 실체
적 성격에서 인간안보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실할 개연성이 크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발전과 1990
년대의 인간안보 규범을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적 변화로의 시도
를 살펴보고, 2000년대 이후에 국제규범에 입각한 보편주의의 이
상이 정부개발원조의 현실에서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장은 다음의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
장한다. 우선, 인간안보 규범을 통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
임으로의 보편주의적 변화 노력이 일본의 정책집단 내의 중상주의
적 관념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였다. 비유하자면 메이지 정치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 일본 영토
주변에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던 이익선 내에서 일본의 중상주
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이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의 정
책관념과 정책집행 거버넌스에서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으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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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매개로 중상주의적 관념의 중요성이 재강화되었다. 장기불
황의 구조적 조건이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중상주의적 관념과 융
합하면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이 보편주의적 인간안보
의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인간
안보 관념 자체가 2000년대 들어서 국제적 보편성을 지니는 성격
이 일본 내에서 옅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내정치적 보수화
와 맞물려 있다. 이처럼 인간안보 관념 자체에서 보편주의적 성격
이 옅어지는 현상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특
수주의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II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
이익선 사고의 연장선
1. 전후배상에서 개발수입으로
전후재건의 과제에 놓여 있던 일본은 전후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기회로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규모를 넘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
루고 1954년 콜롬보 플랜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공여국의
위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시작은 경제성
장으로 인한 위상변화보다는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처리의 맥락에
서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박홍영 2003, 382-383).
1951년 9월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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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게 된 일본에게는 전쟁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배상을 각 국가
들과 개별적으로 처리할 과제가 부여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배
상의 권리를 포기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연합국들과는 달
리, 경제성장 단계가 뒤진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양자적 관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였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동
안 침략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배상문제를 해결
하고, 새로운 국가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원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195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남베
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미크로네시

아 등에의 전후배상 과정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원조와 경제협력
의 틀을 이용하였다(전황수 1995, 294).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1950년대 자연스레 정부개발원조의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전후배상으로 시작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그 성격상 다음
절에 서술될 아시아 중심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후배상
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어진 자금은 일본기업들의 해당 국가에
의 자본재 수출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일본 정부가
협정에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1960년대 들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후처리가 끝나 가
면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전후배상의 의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원조로 이행하게 된다. 1962년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을 설립한 이후 일본정부는 원

조 공여액을 확대하면서, 원조대국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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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전후 배상과 준배상의 일람
배상/준배상액
구분

상대국

구분상대국
달러화가치

엔화가치

배상공여기간 또는
무상원조기간

버마

$200,000,000

￥72,000,000,000

1955. 4.16 - 1965.4.15

필리핀

$550,000,000

￥190,203,272,472

1956. 7.23 - 1976.7.22

￥80,308,800,000

1958. 4.15 - 1970.4.14

￥14,040,000,000

1960. 1.12 - 1965.1.11

배상공여기간
인도네시아
$223,080,000
또는 무상원
베트남공화국
조기간배상
$39,000,000
(남베트남)
배상계

$1,012,080,000

￥356,552,072,472

라오스

$2,777,777

￥1,000,000,000

1959.1.23 - 1961. 1.22
- 연장1965.1.22

캄보디아

$4,166,666

￥1,500,000,000

1959.7. 6 - 1962. 7. 5
- 연장 1966. 7.5

태국

$26,666,666

￥9,600,000,000

1962.5. 9 - 1969. 5.30

$140,000,000

￥47,335,584,547

1965.4.16 - 1977. 4.15

$300,000,000

￥102,093,285,442

1965.12.18 - 1975.12.17

$8,166,675

￥2,940,003,000

1968.5. 7 - 1971. 5. 6
- 연장 1972.5. 6

싱가폴

$8,166,675

￥2,940,003,000

1968.5. 7 - 1971. 5. 6
- 연장 1972.3.31

미크로네시아

$5,844,155

￥1,800,000,000

1972.5.27 - 1975. 5.26
- 연장 1976.10.15

준배상계

$495,788,624

￥169,208,875,989

$1,507,868,624

￥525,760,948,461

경 제 기 술 협 버마
력협정등 무 한국
상원조 (준배
말레이시아
상)

총계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04_hakusho/ODA2004/
html/zuhyo/zu010091.htm(검색일: 2016년 2월 14일)

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아시아 중심적 성
격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경제력 확대를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60-1970년
대 일본 정부개발원조는 개발수입을 추구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박홍영 2003, 383-385). 천연자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일본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들의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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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조건부공여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주
도적으로 개입하게 함으로써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
단으로 이용하는 개발수입의 관점이 1960년대 이래로 일본의 정
부개발원조를 규정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
대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보다 더 강화되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정부개발원조는 일본기업들의 수출진흥과
일본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원공급을 제공해주는 개발이라는 측면
에서 초기부터 전개되어 왔으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상주
의적 셩격이 매우 강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2. 아시아 중심성과 유상원조 중심성
전후배상에서 시작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필연적으로 초기에
아시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은 중상주의적 관점 속
에서 아시아에의 원조를 보다 집중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
선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자본재 수출시장
이자 자원공급처로 확보하는 데에 명백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
다. 냉전 상황 속에서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여건은 일본의 경제
적 해외진출의 가장 핵심적 무대가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
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점도 연관된 배경이 된다. 예를 들
어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의 공동성명은 오키나와 반환의 핵심의제
이외에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원조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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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Orr 1988). 미국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의 원조강화를 통해 아시아에서 반공
체제 유지에의 지원의 역할을 일본이 분담할 것으로 요구했고, 이
는 일본의 경제적 이해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한국에의 원조도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손기섭 2014). 한국정부는 부산적기
론의 논리로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이 반공전선의 최선에 서있는
한국에 정치적 원조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일본정
부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주장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원조를 지속하는 결단을 내려 왔다.
냉전의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
부개발원조의 공여를 결정하는 데 수원국의 정치적 상황을 중요
하게 여기지 않았다.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속에서 정부개발원조
가 국민들의 복리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 국가
에의 정부개발원조가 일본의 수출시장 확대와 자원공급처 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면, 이를 꾸준하게 지속하였다. 냉전기에 개발도상
국가의 친미 권위주의정권에 전략적 지원을 수행했던 미국의 경우
원조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일본은 정부개발원조에서 이러한 원칙을 냉전기에 확립하지 않았
다(古森義久 2002, Loc. 1150).
하지만 일본의 아시아 중심적 정부개발원조가 아시아 국가들
에게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1974년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栄) 총리가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을 당시, 다나카 총리

는 방문지 여러 곳에서 대규모 반일시위를 직면하였다(전황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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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와 경제협력이 일본의 자원확보와 수출

시장의 확대를 통한 일본의 경제적 이익으로만 연결된다는 비판이
이 반일시위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아세안지역에의
정부개발원조의 양을 증가시키는 한편, 아세안지역에의 정부개발
원조를 다자적 틀 속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지만,
수출시장 확대와 자원공급처 확보의 중상주의적 관점을 포기하지
는 않았다(전황수 1995, 297-298).
1980년대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아시아 중심성은 중국과의 관
계정상화 속에서 보다 강화된다. 1972년 다나카 총리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지도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하나로서 일본정
부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다. 하지만 1978년 정식으
로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한 후, 1979년 이후 막대
한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을 중국에 제공해 왔다(김호섭 2008, 167169). 일본의 중국 원조는 중일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정치

적 성격이 강한 한편,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다는 경제
적 논리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전후배상이라는 출발점과 해외시장 진출의 중상주의적 관점
에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에의 정부개발원조 집중에 대
해서는 일본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아시아 이외 지
역에의 정부개발원조 비중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냉전기에 90%를
상회하던 아시아지역에의 편중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60%대
로 낮아지게 된다.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또다른 특성은 유상원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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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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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아시아

36.0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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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外務省. 2015. 『2014年版 政府開発援助(ODA)白書』. 外務省.

그림 1.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지역적 분포

이다. 정부개발원조는 그 형태에 따라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국간원조와 다국간원조(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로 나뉜다. 이국간
원조는 다시 증여와 정부대출로 나뉘며, 증여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으로, 정부대출은 엔차관을 통한 유상자금협력으로 구분
된다. 국제기구에의 출연을 제외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일본의 정부
개발원조는 무상자금지원, 기술협력, 엔차관의 세가지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무상자금지원과 기술협력이 유상원조이고 엔차관이
유상원조인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역사적으로 이 세가지 형태
중에서 유상원조인 엔차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
다(渡辺利夫·三浦有史 2003, Loc. 442).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무상자금지원과 기술협력을 합친 무상원조보다 엔차관의 유상원
조가 규모가 컸으며, 그 이후에도 다른 주요 공여국들에 비해서 높
은 수준의 유상원조 비중을 유지해 왔다. 최근의 일본 정부의 통계

198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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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AC 회원국가들의 무상원조 비율, 2011-2012년 회계연도 평균치
국명

순위

무상원조 비율

캐나다

1

100.0

그리스

1

100.0

룩셈부르크

1

100.0

네덜란드

1

100.0

뉴질랜드

1

100.0

미국

1

100.0

아일랜드

1

100.0

체코

1

100.0

아이슬란드

1

100.0

슬로바키아

1

100.0

오스트리아

11

99.8

스웨덴

12

99.4

벨기에

13

99.0

호주

14

99.0

스위스

15

98.4

덴마크

16

98.0

필란드

17

96.8

노르웨이

18

95.4

이탈리아

19

95.0

영국

20

94.8

스페인

21

93.7

폴란드

22

89.4

독일

23

78.1

플랑스

24

65.1

포르투칼

25

55.0

일본

26

54.3

한국

27
-

48.7

슬로베니아
DAC회원국 평균

n.a.
85.4

출처: 外務省. 2015. 『2014年版 政府開発援助(ODA)白書』. 外務省.

보고에서도 일본 정부개발원조 중 무상원조의 비중은 54.3%에 머
무르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함께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동일년도 통계에서 일본의 무상원조
의 전체 금액은 대략 118억 달러로 이는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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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순위이다(外務省 2015, 도표 III-29).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에서
주목할 점은 막대한 금액의 무상원조를 전체 원조의 절반 수준으
로 보이게 만드는 막대한 규모의 유상원조의 존재이다.
일본의 막대한 규모의 유상원조는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
주의적 성격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은 전후배상에서 시작된 정부
개발원조의 역사에서 교육, 의료, 위생 등의 사회인프라 분야에 대
한 지원보다는 운송, 통신, 에너지 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된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다(渡辺利夫·三浦有史 2003, Loc.
474). 도로, 항만, 철도, 전력망, 통신망 등의 경제인프라 구축 지원

은 차관의 형태로 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일본은 이러한 경제인프
라 구축에의 지원을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왔다.

3. 중상주의적 민관협동의 정착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은 원조의 아시아 중
심성과 경제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유상원조의 중심성의 측면과
더불어 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거버넌스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냉전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정책결정은 다양한 행
정부처 간의 조율과 역할 분담 속에서 결정되었다(古森義久 2002,
Loc. 1002). 외무성, 대장성, 통상산업성이 정부개발원조 결정 과정

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무성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측면에서 정부개발원조에의 발언권을 강화하려 하였고, 대장성은
재원분배 측면에서 정부개발원조에 대해 관여하였고, 통상산업성
은 일본의 해외에의 경제적 이익 확대의 측면에서 정부개발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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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았다. 때문에 이들 부처들은 정부개발원조의 주체적 역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관계를 노정하였다. 행정부처 간의 정책주도
를 둘러싼 갈등관계는 냉전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하나의 통합
적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상원조는 외무성의 관할로,
유상원조는 주로 통상산업성의 관할로 이루어지는 분할적 성격
을 갖게 만들었다. 특히 대장성과 통상산업성은 외무성에 비해 보
다 정부개발원조를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
으며, 이러한 경제부처의 관점이 냉전기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
상주의적 성격을 강화했다. 한편 1974년 국제협력사업단(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대표 원조기구로 설립

되었지만, JICA는 정부개발원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못했으
며, 위 세 행정부처에 경제기획청을 더한 4자협의체가 원조정책의
결정을 담당하였다. 2008년의 조직 개편 이전에 JICA는 해외 인
프라 투자와 밀접히 연관된 유상원조를 담당하지 못하고 무상원조
분야만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원조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일본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구조화하였다. 일본의 정부개
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민간파트너는 일본의 종합상사였으며, 개별
사업마다 참여하는 일본의 컨설팅회사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개발지향적 원조자금은 수원국 정부
를 거쳐서 자금이 흘러가지만, 결국 일본정부로부터의 자금을 통
한 일본기업의 사업 수행의 성격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
국의 개발지역 커뮤니티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은봉·한송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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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성은 1964년 해외컨설팅기업협회(Engineering Consulting Firms Association, ECFA)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해외컨설팅

기업협회는 ODA 관련 정부관계 부처, JICA, 경제단체 등과 협의
를 통해 해외개발컨설턴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의 자금
을 받아 회원사들의 해외컨설팅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 및 형성 활
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협회의 회원사들은 기본
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의 용역수주를 받아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는데, 이들 개발도상국 정부의 용역은 일본의 엔차관 자금
이 사용될 개발사업을 입안하는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
한 후방적 기획업무뿐만 아니라, 이들 컨설팅기업들은 JICA의 지
원을 받아, ODA 프로젝트가 예산확보되기 전에 해외 현지의 가능
성 있는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발굴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
였다(김상태 2012, 73-75).
해외컨설팅기업들이 JICA의 업무 중 예산 면에서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지조사의 측면을 수행하는 민간파트너라면,
종합상사들은 기획에서 실행까지의 사업 전체에 종합적으로 관여
하는 민간파트너이다. 원조수원국에 거점을 이미 확보하고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현지 사정을 보다 정확
하게 인지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현지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종합상사들은 자원 개발 사업에서 강한 집행 능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관계
를 동원하여,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를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창출
해 내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종합상사의 역할은 중상주의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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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강한 일본의 행정부처들에게서 환영받았다(한기조 2015).
현지 커뮤니티의 의견과 원조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본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이 일본정부의 원조정책 집행과정에서 반
영되는 통로는 냉전기에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개발원조 분야에서
일본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거버넌
스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김태균·박명준 2010).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컨설팅업체와 종합상사들
만이 원조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긴밀하게 관여하는 민관협동 거버
넌스의 발전은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보다 비판적으로 비유하자면, 1930년대 후반에
만주에서 구축된 관동군-만주국의 일본관료-남만주철도주식회사콘체른기업들의 계획경제형 민관협동의 모델에서 군만 빠진 형태
이다. 일본의 관료, JICA, 컨설팅기업, 종합상사들이 원조 수원국
을 무대로 겉모양은 변화하였지만 그 중상주의적 성격은 유지하는
민관협동을 일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I

1990년대 일본의 인간안보 규범 수용

1. 탈냉전 시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을 구조화하던 냉전의 종언은 일본의 지도자
들에게 새로운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국
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측면에서 탈냉전의 충격은 소련의 해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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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차 걸프전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차걸프전쟁
당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충격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는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제공하였다. 평화헌법에 기대어
군사안보 측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한
다는 요시다 노선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서 새로
운 국제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되었다.
제1차 걸프전쟁 이후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구상은 리차드 사무엘스(Ricahrd Samuels)의 기준
으로 보통국가론, 평화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신자주국가론
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Samuels 2007). 1990년대 비주류적 사고였
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등의 신자주국가론을 제외하면, 다
른 구상들은 모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의 증대를 위해서 정부개발
원조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1990년대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
지하였던 입장은 미들파워 국제주의이다. 미들파워 국제주의는 요
시다 노선의 급진적인 변경이 아닌 변용의 입장에 서 있다. 현실적
으로 헌법개정과 그를 통한 군사안보적 역할의 재정립은 쉬운 일
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점인 경제력을 보다 보편적인 틀을 통
해 국제적으로 공헌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자민당 내에
요시다 노선을 대표하는 파벌인 고치회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등에 의해서 대두되었으며, 자민당 내의 역
학 구도에서 이러한 관점이 주류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역할의 재정립에 소극적인 미들파워 국제주의 노선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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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단은 정부개발원조로 수렴된다.
한편 1990년대에 가장 주목되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보통국가론은 헌법개정을 통한 군대보유를 주장하지만, UN활동
에 일본의 군사활동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그 이름의 강력함에 비
해 과격한 군사화의 주장은 아니다. 또한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이
재군사화보다는 국제공헌에 보다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국가론의 입장은 미들파워 국제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국가론은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혁신정치세력의 관점이
지만, 1990년대 일본의 혁신세력의 위상이 줄어들면서, 정치권 내
에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평화국가론의 입장에서 미
들파워 국제주의는 정치적 선택으로 제안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인 대안이다. 미들파워 국제주의 노선의 정치세력은 1990년대 일
본 내 정치지형에서 주류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초의 미
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와 그 아래 가토 고이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미들파워 국제주의 노선을 대표하고 있었고, 1993년
의 비자민연립정권, 1995년 사민당-자민당 연립정권 모두 재군사
화와는 거리가 멀다.
미들파워 국제주의 노선의 관점에서 1990년대 일본의 정치권
에서는 보편적 성격의 국제공헌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한편, 군사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공헌을 강화할 방법으로 정부개발원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미들파워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개발원조가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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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중상주의적 성격으로부터 변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일본에서 대두된 것이 인간안보 관념이다.

2. 일본에서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UNDP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가의 안
보가 개인적 차원의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국가
안보가 아닌 인간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 개인
적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전 지구적인 안보가 확보된다는 선언적
주장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탈냉전 시대 내전과 기아 등의 사태에
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류시현 2015, 39).
일본정부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인간안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였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인간안보를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해석
하는 관점은 인간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의 국제사회의 군사
적 개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역할을 포함하고 있
지 않은 미들파워 국제주의의 1990년대 일본의 외교노선에서 이를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일본정부는 UNPD에서 주로 제기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인간안보를 해석하고, 이를 일
본의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면서, ODA 정책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추구하여 왔다(AtanassovaCornelis 2005, 60-61).

인간안보 개념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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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연설을 통해 일본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무라야
마 총리는 ‘인간의 안전보장’이 유엔의 새로운 과제이며, 지구 시
민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빈곤, 질병, 무지, 박해, 폭력으로부
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관점에 서 있는 ‘인간안보’라는 사고방식
은 일본 사회개발 정책의 중심이라고 언급하였다(류시현 2015, 41).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은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였다. 외무대신으로 재임하던 19971998년과 총리로 재임하던 1998-2000년 동안 오부치 총리는 국제
사회에 일본이 인간안보 규범의 주도적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발언
하여 왔으며, 실제 인간안보 규범의 일본 대외정책으로의 수용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7년 대인지뢰 금지에 관한 오타와협약
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오부치 외무대신은 인간안보 개념을 통해서
미국의 조약 반대의 입장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렸고, 1998년 싱가
폴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안보를 일본 외교 노선의 중심으로 표명하
는 연설을 수행하였다. 오부치가 외무대신 시절 오타와협약에 찬
성하는 논리로 인간안보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오타와협약에서 캐
나다 중심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안보의 개념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일본은 인간안보를 개발의 필요성으로 연
결시켜 발전시켰다. 총리취임 후 1998년 유엔 연설에서 오부치 총
리는 개발과 평화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며, 인간의 삶
과 안전에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이 핵심적임을 주장하였고, 이러
한 관점에서 일본의 인간안보 개념이 정착하였다. 오부치 총리는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간안보기금을 유엔 내에 설립하자
고 제안하였고, 1999년 5억엔을 시작으로 인간안보기금에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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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금을 제공해 왔다. 1999년 ‘국제사회의 빈곤, 환경문제, 분
쟁, 지뢰, 난민문제, 마약, 에이즈문제 등 인간의 생존과 생활, 존
엄을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
는 것’으로 그 목적이 명시되어 출범한 유엔의 인간안보기금은 일
본이 주도적으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한 사례로써, 반응적 성향으
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외교정책의 전형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 개념에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류시현 2015, 42-44).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분을 확보한 인간안보 규범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대외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언급되어왔다
(Suzuki 2012).

3.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변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에서 인간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일본
의 구체적 수단은 당연히 원조정책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1990년
대 후반 일본이 인간안보를 국제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본의 정부개
발원조 정책은 인간안보 규범을 담아내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가 양적 규모에서 팽창하였지만 냉전기
에는 이 원조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문서화되어 정
립되지 않았다(古森義久 2002, Loc. 1144).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 기본원칙을 밝히는 문서는 1992년에 발표
된 <ODA대강>이다. 인간안보 개념이 처음 제시되기 이전인 1992
년에 발표된 <ODA대강>에는 당연히 인간안보의 개념이 들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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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1999년에 정부개발원조의 기본 관점
과 정책추진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표한 <ODA 중기정책>
을 발표하며,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기존의 정부
개발원조의 성격들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아내었다. <ODA 중기
정책>에는 DAC의 “신개발전략” 구상을 감안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과 파트너십의 중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 각 기관과 민
간 등의 역할분담과 제휴 중시, 인간 중심의 개발, “얼굴이 보이는
원조”의 적극적 전개 등을 강조하였다(박홍영 2010, 255-257).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에서 인간안보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2003년 제정된 <신ODA대강>이다.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인간안보의 시점 확보를 ODA의 기본 방침 중 하나로 명시
화하는 한편, 1992년 <ODA대강>에서 명시한 아시아에의 밀접한
원조제공의 원칙에 ‘경제사회 상황의 다양화, 원조수요의 변화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점화’한다는 수정을 더해 개발이
익을 위한 아시아 지역에의 ODA의 집중을 피하고, ODA 본연의
역할에 맞는 원조수요가 있는 곳에의 원조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화, 인권 및 자유 확보 정도를 고려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위배
되는 국가에의 원조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포함하였다(박홍영 2010,
260-262).

<신ODA대강>은 냉전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아시아 중심성, 개발의 조건부적 성격, 정치체제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서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에 보편주의적 성격을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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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최소한 이러한 보편주의적 성격을 정부개발원조 정
책에 담아내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공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고려가 담겨져 있다.
2000년대에도 인간안보 규범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정부개
발원조의 기초 이념으로 강조되었고,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이 선명하게 발전되어 왔다. 2003년의 <신
ODA대강>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설명에 있어서 ‘공포로부터의 자
유’의 의미를 모호하게 표현했던 것에 비해, 2015년 2월 10일 각
의 의결된 <개발협력대강>은‘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개인으로서 행복과 존엄을 유지하여 생존할 권리’를 인간안보의
조건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간안보
의 기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류시현 2015, 47-48).

IV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특수주의로의 회귀
1. 해외시장 창출로서의 정부개발원조 의미 강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역사에서 1990년대는 질적인 차원에서 보
편주의로의 전환 시도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ODA예산액의 규모에서도 절정기였다. 1989년 미국을 제치고 원
조액 규모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한 후, 일본은 1990년대 내내 원조
공여국 1위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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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10

2016. 6. 3. 오후 5:51

적·질적 최전성기는 동시에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위기의 시대이
기도 하였으며, 그 위기의 근간에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존재한다.
장기불황은 일본 국내의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증가에도 일조하였다. 일본정부는 1977년 이래로 일본의 정부개
발원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개시 후 1991년까지
ODA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OD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0% 가량을 유지하였으며 약간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은
10%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1991년을 기점으로 ODA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 부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부정적 인식의 비중이 긍정적 인
식을 상회하게 되었다(渡辺利夫·三浦有史 2003, Loc. 272). 이와 같
은 변화는 외무성을 둘러싼 스캔들의 영향과 더불어 일본의 장기
적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의 재원을 해외로 향해 사용하는 것에 대
한 소극적 자세의 증가 속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사회의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의 재정 압박 상황에서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일본의 ODA 예
산의 명목상 규모는 1997년을 기점으로 그 후 줄어들게 된다. 일
본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 이
후 오랫동안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ODA 예산 삭
감의 흐름은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정부개
발원조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수용된 인간안보 규범은 축소하는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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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04_hakusho/
ODA2004/html/zuhyo/zu010131.htm(검색일: 2016년 2월 14일)

그림 2. DAC 주요국의 ODA 실적의 추이, 1956-2013

정부개발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의 부진한 국내경제
여건은 1990년대 시도되었던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중심적 성격
을 중상주의에서 인간안보의 보편주의로 전환하고자 했던 노력들
을 퇴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에서는 오히려 중상주의적 성향이 재강화되는 흐름
이 발견된다. <신ODA대강>이 발표되었던 2003년에 이미 일본 외
교노선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에드스트
롬(Bert Edström)에 의하면, 일본 외교정책에서 인간안보의 중요
성의 저하를 당시 JICA 이사장이었던 오가타 사다코(緒方貞子)도 동
의하고 있었다(Edström 2011, 49). 1990년대 후반 오부치 총리가
인간안보 관념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할 때, 일본정부는 인간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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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발원조를 포괄하는 외교노선의 중심 원칙으로 고려하였지
만, 2003년에는 인간안보가 일본 외교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배제
되고 JICA가 실무를 담당하는 ODA 예산집행의 원칙 중 하나로 격
하되었다는 것이다(김용민 2012, 147).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에서 중상주의적 성향의 재부상은 신흥
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 수요 증가의 여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
흥국의 경제성장에서 기인하는 인프라 수요와 선진국에서의 친환
경적 인프라 재건 수요는 2000년대에 세계시장에서 환경·인프라
산업의 높은 수준의 성장전망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의 고유가
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붐을 가져왔고, 여러 정부
와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경제
성장의 견인으로 관찰하여왔다(윤석상 2011, 73-74). 이러한 분위기
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해졌다. 세계금융위기에 대
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모든 정부들이 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인
프라투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국가간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경쟁
을 강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인프라투자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국내수요
부진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
안으로 간주되었고, 인프라 사업에의 해외시장 개척에 정부개발원
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일본 정부개발
원조의 중상주의적 성향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 외무성이 발표한 <ODA개정안>에서는 일본 정부개발원
조에서 일본의 경제적 이익 고려의 성격 강화가 강하게 드러난다.
2010년 <ODA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인당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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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oda/press/shiryo/page23_000148.
html(검색일: 2016년 2월 14일)

그림 3. 엔차관 공여실적의 추이, 2002-2013

이 일정선을 넘으면 ODA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ODA 종료국에 대해서도 엔차관을 제공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윤석상 2011, 78-80).2010년 <ODA개정안>에서 나타나는
공여국 일본에 의해 선별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 원칙, 일본
기업이 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민간제안형 원조의 적극적 실시
등의 성격은 냉전 시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향과
차이점이 없다(윤석상 2011, 80-82).
이와 같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보편주의적 규범강조의 성
격에서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조는 정부개발원조에서 인프
라투자와 연결되는 엔차관의 규모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 속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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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보수화와 인간안보의 의미 변화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이익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는 것과 더
불어, 일본사회에서 수용되는 인간안보 관념 자체에서 보편주의적
성격보다 일본의 국내특수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도 발견된다. 모
든 관념이 각 사회에서 수용되는 의미는 다를 수 있고, 인간안보 관
념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인간안보를 공포로부터의 자유 중심으
로 사고한 캐나다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중심으로 사고한 일본의
양상 차이는 인간안보의 각 국가에서의 상이한 상상의 가능성을 보
여준다. 1990년대 오부치 총리 중심으로 일본이 인간안보를 국제
사회에 발신하였을 때, 일본사회에서 인간안보는 일본 밖의 지역에
서의 빈곤을 비롯한 삶의 고난 문제로 상상되었고, 일본은 자금력
으로 일본 밖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고난들을 도와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인간안보는 더 이상 일본 밖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삶의 고
난의 문제 해결로만 볼 수 없으며, 인간안보 규범은 일본인들의 ‘안
전·안심’을 지키는 일본의 국내적 과제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안보가 이렇게 일본의 국내 문제로 여겨지게 된 배경의
중심에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
지만,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을 때,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
인정은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증폭하게 되
는 계기가 된다.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과 북일정상회담의 개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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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김정일의 납치 사실 인정은 일본의 외교전문가들에게 일본정
부의 역사에 남을 외교적 성공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북일관계 개
선을 양국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은 외교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납치 인정에 대
한 강한 비난이 팽배했다. 이런 일본 국내 여론은 고이즈미 정권이
북한에 약속했던 사항들—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영구 귀국이 아닌
일시 귀국—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남기정 2015). 2002년 가을의
일본사회에서의 납치문제에 대한 정서적 대응은 일본사회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북한과의 외교 현안 중 일부가 아닌 일본사회의 안
전안심 가치에 대한 손상의 이슈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납
치 문제에서 최대의 정치적 수혜자는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우
파 그룹들이다. 그들은 납치 문제를 통해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강경 노선을 일본 국내의 안전안심 가치와 연결시켜서 일
본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 인간안보 관념은 일본 국내의 개인의 삶이 어떠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기준을 통해 수용될 수밖에 없고, 일본
국내에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향유에 필요조건은 안전안심이기
때문에 안전안심이 인간안보 관념을 일본사회에 전달하는 국내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문제는 과거에 안전안심과 인간
안보를 연결하던 정치주체가 보수리버럴이고 그들의 핵심 목표가
국제공헌을 통한 국위상승이었던 것에 비해서, 납치문제 이후에
안전안심과 인간안보는 보수우파세력에 의해서 연결되고 그들은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부 세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일본사회
의 안전안심 확보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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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의해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외교노선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게 된 가치관외교는 표면적으로 인간안보를 포괄하는 개념
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
신하겠다는 표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외교는 인간
안보 관념을 포함한다. 하지만 가치관외교는 사실은 일본의 가치
에 반하는 외부 국가를 적대시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북한과
중국이다. 가치관외교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안보의 의미는 국적과
상관없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 이전에, 일본인의 안전안심할 권리
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분야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추구
하는 특수주의로의 회귀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특수주의화가 일어
날 가능성이 인간안보 관념의 보수적 변용을 통해서 전개될 가능
성을 보여준다.

V 결론
자국의 경제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최근 특
수주의화의 첫 번째 성격이며, 일본이 원조공여하기 시작한 시점
부터 가지고 있던 중상주의적 성격이 장기불황 속에서 복귀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국내외의 많은 정부개발원조 전문가들은 이
러한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의적 성격을 일본 정부개발원조
의 핵심 한계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공여국에 의한 선
택과 집중이 아닌 수원국에 의한 자기필요에 입각한 사업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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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민간기업과의 협동을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와 세계시민사
회적 공동체와의 협동의 필요성 등이 일본 정부개발원조의 중상주
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으로 제안된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정부개발원조에서 과도한 중상주의적 성
향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1990년대
인간안보 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쌓인 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적 유산
과 일본 경제침체의 구조적 조건은 일본이 2000년대에도 인간안
보의 보편주의 개념을 통해 중상주의적 성격을 넘어서는 데 한계
를 만드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의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패러다임에서 중상주의보다 보
다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는 것은 일본정부가 여전히 정부개발원조
의 기본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이 1990년대의 보
편주의적 의미보다 최근에는 일본사회에서 국내적 안전안심의 가
치의 의미로 상징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과정이 보수우
파 정치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정부개
발원조가 반드시 보편주의적 규범에 입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특수주의적 규범이라도 개방성과 공평성의 성격을 지닌다
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보수화와 인간안
보 관념의 특수주의화에는 타자에 대한 배타성의 성격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중상주의적 성격의 재강화보다 심각하게 일본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왜곡시킬 위험 요소이다.

218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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