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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일본은 안보정책 변화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 아래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자위권 차원의 무력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

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주더라도 전수방위의 원형을 유지한 채 조금씩 느

린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수방위 원칙은 일본의 안보체제를 규

정하는 안보관련 정책과 규범, 법규, 제도, 자위대와 무기체계의 구성의

기본 전제로 기능해 왔다.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이 느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방위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는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에서 규정한 방

위력 개념을 ‘기반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 방위력’로 전환했다. 또 방위

계획대강을 상회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

障戦略)」을 제정하여 ‘국제협조주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

현’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안전보장정책 차원의 변화가 있어 왔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모두 전후 일본 안보체제를 규정하는 전수방위 체제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전수방위 원칙은 전후 일

본의 안보체제 그 자체였다.

하지만 2014년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과 이후 이루어

진 관련 안보법제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일본은 사실상 무력행사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균형 추가 관여에서 균형으

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수방위 원칙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

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전수방위 체제로부터의 이탈은 일본 안보체제

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왜 연속성으로 이해되어 오던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제2기 아베 정

권에서는 안보정책의 변화를 넘어 안보체제의 변화로 이어졌는가?’ 이다.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요인은 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

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중국이 부상하여 일본의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르자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균형 전략이라는 행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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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수정주의적 색채

가 강한 아베 총리의 정책선호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와 행위자 중심의 논의는 전후 지속되어 오던 전수방위 원칙이 적극

적 방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왜 제2기 아베 정권 때가 되어서야 가시적

정책 산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균형 전략은

아베 총리 때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

一郎) 정권 이후부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대외전략이다. 이러한 보수

적인 안보관은 다수의 일본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원인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단의 기회를 제

공하는 정권별 국내정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부상

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일본 내 안보 담론 형성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행위자의 보수적 대외전략관이 국내정치 내 갈등과정 속에서 어떻게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적극적 안

보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둘째, 안보정책에 대한 자민당 내

정책 선호의 균형 추가 균형 성향의 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셋째, 관저주도의 정책 결정과정이 제도화되어 적극적 안보정책의 추진

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정치 요인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어져 전수방위 체제로부터의 이탈 즉 일본 안보체

제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강병은 국제협조주의

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역내 안정보

다는 긴장 고조라는 불안 요소를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어 : 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 일본 안보체제, 전수 방위,

안보법제간담회, 중국의 부상

학 번 : 2017-24900



- iii -

목 차

I. 서 론 ········································································· 1

1. 문제 제기 ··········································································· 1

2.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 6

1) 구조적 접근 ········································································ 6

2) 행위자 접근 ········································································ 7

3. 연구 방법 ·········································································· 8

1) 분석과정 ·············································································· 8

2) 이론적 분석틀 ···································································· 10

4. 논문의 구성 ······································································ 12

II. 전후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과 안보체제 ······· 14

1. 전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 14

1) 패전 후 자위권에 대한 해석 ············································· 14

2) 1972년의 ‘자료’와 1981년의 ‘답변서’ ······························· 18

3) 전후 안보체제와 내각법제국 ············································ 25

2.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 28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 ················· 28

2) 2015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 30

3)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 37

III. 안보담론 변화와 전후 안보체제의 관성 ······ 41

1. 위협인식과 안보담론의 변화 ······································· 41

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담론 ················································ 41

2) 미일 동맹의 재편과 위협인식 변화 ································· 47



- iv -

2. 제1기 아베 정권과 안보법제간담회 ·························· 51

1) 아베 신조 ·············································································· 51

2) 안보법제간담회와 집단적 자위권 논의 ·························· 55

3. 민주당 정권의 안전보장 정책 ····································· 60

1) 자민당 안전보장 정책의 관성 ·········································· 60

2) 민주당 정권기 집단적 자위권 논의 ································ 64

4.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 ············································· 66

IV. 대중전략 선호 변화와 국내정치과정 ··········· 71

1. 대중전략 담론 ································································ 71

1) 균형, 집단적 자위권, 안보체제의 변화 ························· 71

2) 관여에서 균형으로: 친중 보수리버럴의 세력약화 ····· 73

2.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선호 변화 ···················· 75

1) 자민당 내 인식변화 ··························································· 75

2) 자민당의 정권상실과 보수리버럴의 쇠퇴 ····················· 84

3) 외부 위협에 의한 파벌 내부 성질 변화 ······················· 86

4) 자민당 내 집단적 자위권의 찬성 수렴 현상 ··············· 88

V. 제2기 아베 정권의 관저주도 정치 ················· 90

1. 관저주도 정치의 강화 ················································· 90

2. 내각법제국 장관의 교체 ············································ 95

3. 여당협의회와 각의 결정 ············································ 98

VI. 결론 ········································································ 101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14



- v -

표 목 차

[표 2-1] 11개 평화안전법제의 구성 ··········································· 35

[표 4-1]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성향 ···························· 77

[표 4-2] 2003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 78

[표 4-3] 200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 79

[표 4-4] 2009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 80

[표 4-5] 2012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 81

[표 4-6]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 82

그 림 목 차

[그림 1-1]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 9

[그림 4-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정책성향 변화 추이 ··············· 77



- 1 -

I. 서 론

1. 문제 제기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이다가 제2기 아베 정권 들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본 논문은 제2기

아베 정권의 현실화된 일본 안보체제에 대한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후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반군사주의와1) 평화헌법 9조라는 제도

적 제약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기반적 방위력(基盤的防衛力)’

개념을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해 왔다. 하지만 냉전

기 소련과 탈냉전기 중국이라는 외부 위협으로 일본은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는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을 개정하며 점증적으로

안보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방위계획대강 개정에서 주목할 점

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위개념이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서 탈피하

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 활동범위의 제약을 없애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방위계획대강 2010」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동

적 방위력(動的防衛力)’ 개념을 제시하였다.2)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안보정책 도입 논의는 2012년 12월 출범한

제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제2기 아

베 정권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핵심 국익인 안전과 번영, 가치관

을 보호하고 보다 폭넓은 국제공헌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2013년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상응하는「국

1) Thomas U. Berger,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

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1993), pp. 119-150;

Peter J. Katzenstein,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2)「平成２３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0年12月), 국방성 홈페이

지,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1/taikou.pdf, (최종검색

일: 201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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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3)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을 평화국가로 규정했으며 경제력과 방위력 강화하여 ‘국제협조주의

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행

위자로서 평화유지에 적극적 역할을 맡을 것을 선언하였다.4)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제정과 더불어 제2기 아베 정권은 기존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여 「방위계획대강 2013」을 각의 의결하였다. 새

롭게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은 직전의 것에서 제시된 동적 방위력 개념을

보다 더 확장한 ‘통합기동 방위력(統合機動防衛力)’ 개념을 도입하여 군

사력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5) 동시에 발표된「중기방위력정비

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은 구체적인 전력 운용 계획을 명시하고 있

으며 전력 강화는 물론 보다 넓은 활동 범위 확보를 위해 기존에 금기시

되어 오던 수륙양용전력 강화를 위한 해병대 성격을 가지는 부대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6) 더불어 총리 주도 외교·안보 분야 관리를 위해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동년 12월 4일 신설하기도 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방위 정책의 변화는 법적 기반이 없이는 개념상으로만 존재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적 기반 없이 표류하던 일본 안보체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제2기 아베 정권에서 시행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결정이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재탈환 후 「안전보장

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를 소집하여 집단

적 자위권을 제약하는 기존의 헌법해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7) 각의

3)「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年12月),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www.

cas.go.jp/siryou/131217anzenhoshou/nss-j.pdf, (최종검색일: 2018년 4월 18일).

4) 박영준,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 방위력에로의 행보」,

『新亞細亞』, 22권 2호 (2015(a)), p. 65.

5)「平成２６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年12月), 국방성

홈페이지,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ki_sei

bi26-30.pdf, (최종검색일: 2018년 4월18일).

6)「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２６年度～平成３０年度）について」(2013年12月),

국방성홈페이지,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

ki_seibi26-30.pdf (최종검색일: 2018년 4월 18일).

7)「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14年5月), 수상관저 홈페

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2/dai7/houkoku.pdf, (최종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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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

하였다. 2015년 4월 27일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 자위대가 지구 전 영역에서 미

군과 함께 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16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되었다.8)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헌

법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

교안보 정책에 군사적 요소를 강화하고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평

화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변경 각의 결정은 전후 일본의 안

보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전후 일본

이 전개해 온 안전보장 정책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 전수방위라는

소극적 안보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미국에 의존

하고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재군비와 분쟁 연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자국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

다 상대로부터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이 행해지고 나서야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전수방위 체제는 곧

전후 일본 안보체제 그 자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결된 후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이 부상

하자 일본 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일본 내에

서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정책과 개념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의 안보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9)

색일: 2018년 4월 18일).

8) 강경자,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리의 비판적 고찰-「안보법제간담회」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67권 (2015), p. 198.

9)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정비하여 국제공헌을 해야 한다는 일본 국

내 논의는 北岡伸一, 『日本の自立―対米協調とアジア外交』, (東京: 中央公論新

社, 2004); 田中明彦(著),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編集),『提言: 日米同盟を組み直す

-東アジアリスクと安全保障改革』,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秋山昌廣,

『日米の戦略対話が始まった 安保再定義の舞台裏』, (東京: 亜紀書房, 2002); 谷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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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강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통국가론’으로

‘보통국가 일본’에 대한 지도층의 열망은 ‘기반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

방위력’으로의 방위 개념의 변화와 미국과 한국, 호주, 인도와 군사협력

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정책 변화에

보수적이던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두 전후 일본

안보체제를 규정하는 전수방위 체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여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다.

결국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기존의 안보체제 내에서의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정책을 넘어 안보관련 규범과 법규, 안보제도, 자위대와 무기

체계의 구성을 망라하는 안보체제의 변화가 필요했다. 즉 일본은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이외의 지역에

서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무력 행사를 통해 자국

방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 반발이 가라앉질 않자 일본은 차선책으로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 용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대중국 균형전략(balancing) 차

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대중 균형 전략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은 전후

안보체제를 지배해 온 전수방위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전수방

위 체제에서는 일본이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만 무력행사가 가능했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은 이러한 제

약을 풀어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본토 방어 이외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한 ‘제한적’인 것이라고는 하

나 조건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해석에 달린 것으로 제약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일본은 자국과 긴밀하다고 판단되는 제3국에 대한 공격

이 발생할 시 무력행사 의지와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과 자산만 있다면

正太郎(編集),『[論集]日本の外交と総合的安全保障』, (東京: ウェッジ, 20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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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일본 본토 외의 지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전후 내내 일본을

구속하던 안보체제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안보체제의 유의미

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아베 총리 주도로 발생한

안보체제의 가시적 변화는 ‘아베큐리티(Abecurity)’로 명명되기도 하였으

며10) 한 연구는 이러한 전환을 독트린으로 격상시켜 ‘아베독트린(Abe

Doctrine)’으로 부르며 전후 일본의 외교와 안보체제의 근간이었던 요시

다 독트린에 필적하거나 대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11) 이렇듯 제2기 아베 정권을 기점으로 안보체제의 변화가 뚜렷해졌

다는 사실은 변화에 부여된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다.

지금껏 일본은 정책 전환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모습

을 보여줬으며 변화를 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속도와 폭이 매우 점증적

이고 제한적이었다.12) 안보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2기 아베

정권 때의 안보정책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으로 나타난 안보체제의

변화는 기존에 일본이 보이던 정책결정과정의 양상과는 대조적인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왜 연속성으로 이해되어 오던 일본의 안보

정책의 변화가 제2기 아베 정권에서는 안보정책의 변화를 넘어 안보체제

의 변화로 이어졌는가?’ 이다.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요인은 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

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중국이 부상하여 일본의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르자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균형 전략이라는 행위 패턴

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안보체제의 변화가 수정주의적 색채

가 강한 아베 총리의 정책선호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와 행위자 중심의 논의는 전후 지속되어 오던 전수방위 원칙이 적극

적 방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왜 제2기 아베 정권 때가 되어서야 가시적

10) 남기정, “자위대에서 군대로?: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일본연구논총』, 제43권 (2016), p. 149.

11) Christopher W. Hughes,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Palgrave Pivot, 2015), p. 4.

12) Steve K. Vogel, Japan Remodeled: How Government and Industry Are

Reforming Japanese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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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균형 전략은

아베 총리 때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

一郎) 정권 이후부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대외전략이다. 이러한 보수

적인 안보관은 다수의 일본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원인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단의 기회를 제

공하는 정권별 국내정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부상

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일본 내 안보 담론 형성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행위자의 보수적 대외전략관이 국내정치 내 갈등과정 속에서 어떻게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구조적 접근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 그 자체인, 전수방위 체제 내에서 소극적 안

보정책을 추구하던 기존의 안보정책이 단절되고 군사적 선택지가 확대

된, 적극적인 안보정책과 안보체제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안보체제의 변화가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세력전이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응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연구이

다.13)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하던 일본 정부는「방위계획대강 2004」에서

부터 중국의 군사 근대화와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행보에 대해 향후 주목

13) Adam P. Liff, “Japan's Defense Policy: Abe the Evolutionary,” The Washing

ton Quarterly, Vol. 38, No. 2 (Summer 2015) pp. 79-99; Christopher W.

Huges, “Japan’s Response to China’s Rise: Regional Engagement, Global

Containment, Dangers of Collis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85, No. 4 (July

2009), pp. 837-856; Mike M. Mochizuki,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2007), pp.

739-776; 토가시 아유미, “정권 교체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지속성: 정책이념과

미일동맹”, 『한국정당학회보』제16권 제2호 (2017), pp.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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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14) 이것은 일본이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15)

하지만 국제구조 중심 연구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

해 균형 전략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정비하고 억지력을 강화한

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위협에 대한 대응으

로 채택한 현실주의적 균형 전략을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 안보정책

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제2기 아베 정

권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뚜렷해진 안보체제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지 못

한다.

2) 행위자 접근

안보정책의 가시적 변화에 대한 요인을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

구 또한 존재한다.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정책 선호의 근원을 아베 총

리의 삶과 정치행보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16) 아베 총

리는 안보정책에 있어서 ‘보수 우파’에 속하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평화헌법 9조에 따른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로

부터의 해방을 정치적 숙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신념이 집단

적 자위권의 해석개헌과 안보법제의 통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아베 총리 개인의 신념을 분석하는 것에는

14)「平成１７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年12月), 방위성 홈페이

지,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taiko.pdf, (최종검색

일: 2018년 4월 18일).

15) 임재환, “일본의 위협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박철희 엮음,『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6), pp. 51-52.

16)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박철희 엮음,『동

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노다니

엘, 『아베신조의 일본』(서울: 세창미디어, 2014); Bert Edström,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2007); 菊池正史,『安倍晋三「保

守」の正体-岸信介のDNAとは何か』(東京: 文藝春秋,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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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인

과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아베 총리와 세계관을 공유하며 일본의 ‘보

통국가화’를 주장하는 역대 총리들도 다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아베 총

리만 특별하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외

정책관을 공유하는 아베 총리와 다르게 본인들의 외교 철학을 안보정책

에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2기 아베 내각에 특별한 국내 정치차원의 조건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와 행위자라는 두 축에서 논의되어 오던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

화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변수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1) 분석과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이며 독립변수는 일본의

국내정치이다. 국내정치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안보 담론’과 ‘정책 결정과

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와 행위자 중심 접근만으로

는 제2기 아베 정권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

기 아베 정권에서 선명해진 안보체제의 변화 원인으로 일본의 국내정치

를 지목하여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일본 내 안

보 담론 형성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행위자의 보수적 대외전략관이

국내정치 내 갈등과정 속에서 어떻게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변수 설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적극적 안보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둘째, 안보정책에 대한 자민당 내 정책 선호의 균형추가 적극적 안보정

17) 나카노 코이치(中野晃一) 저, 김수희 역,『우경화하는 일본정치』, (서울: AK에

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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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셋째, 관저주도의 정책 결정과정이 제도

화되었다. 가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1-1>에 정리하였다.

[그림 1-1]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먼저 국제구조의 변화 자체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

책에 반영되기에 앞서 새로운 위협인식과 안보 담론을 형성한다. 중국의

부상이 안보체제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내적 합의로 이어졌다는 첫 번째

가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변화가 어떻게 일본 내 오피니언 리

더들의 안보 담론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중국을 위협으

로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2000년대 이루어진 총리주도 간담회는 일

본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정책 처방을

내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한다.

구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들의 정책선호 또한 정책전환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행위자들의 가치관은 국내정치 내에서 갈등을 거치기

마련이다. 두 번째 가설인 안보정책에 대한 자민당 내 정책 선호의 균형

추가 적극적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수적 대외관을 가진 세력이 정당 내 갈등 속에서 주류가 되어가

는 과정을 추적한다.

담론과 정당 내 정책선호의 갈등이 제도개혁과 법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관저주도형 정책 결정과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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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었다는 셋째 가설을 검증하면서 보수화되는 일본 정치권의 세계관

이 제도개혁 이후 실질적인 법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있었던 1994년의 선거법 개

정 이후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

하였다.18) 그 연장선에서 아베 2기 정부는 내각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내각부에 내각인사국을 설치,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한 후 정책 결정과정

을 개혁하여 관저 주도의 정책 결정과정을 안착시켰다.19) 이는 안보정책

의 신속한 결정과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여 법적 근거 없이 개념으로만 표류하던 안보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 이론적 분석틀

구조 중심의 접근법은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왜 제2기 아베 정권

에서 뚜렷한 균형전략이 펼쳐졌으며 왜 일본 안보체제의 가시적 변화가

선명해졌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2기 아베 정권 이전 정

권에서 대중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균형전략으로의 뚜렷한 수렴현상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일본의 대외전략이 관여와 균형전략이 혼합

되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20) 고이즈미 정권과 제1기 아

베 정권, 아소 정권,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중전략이 균형에 가까운 것이

라면 후쿠다 정권과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의 대중정책은 관여 중심이

었다.21)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구조 중심의 논의는 일본 대중정책의 국

내적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다.22)

18) Frances M. Rosenbluth and Michael F. Thies, Japan Transformed: Political

Change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 160-162.

19) 고선규, “아베정권의 관료 자민당 통제강화와 내각-수상주도의 정책결정”, 『일

본학』 44권 (2017), pp. 56-76.

20) 양기웅·안정화,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전략적 관여와 헤징”, 『국제정치논총』,

제 57집 1호 (2017), pp. 238-239.

21) 佐橋亮, “対外政策安全保障重視のアジア外交へ”, 竹中治堅(編), 『二つの政権交

代: 政策は変わったのか』, (東京: 勁草書房,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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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위자 중심 접근법 또한 한계가 있다. 제2기 아베 정권 이

전의 정권들 또한 아베와 같이 안보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정권이 다수

존재해 왔다. 대표적인 자주국방론자인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와 아

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역대 일본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 신

사에 참배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탈냉전기 최초로 집단적 자

위권의 헌법해석을 변경을 시도했던 하타 츠토무(羽田孜), ‘유사법제’와

‘테러방지특별법’ 등 다수 안보정책 제·개정 과정을 지휘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노다 요시히

코(野田 佳彦) 모두 ‘강한 일본’을 추구하던 총리들이었다.

따라서 행위자 중심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는 전후 강경노선을 추

구하는 행위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안보체제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

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보정책의 변화는 개인의 성향만으로 이루

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집단의 의견수렴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각의 결정으로 균형성향이 강화된 일

본 안보체제의 변화 사례는 구조적 요인은 물론 국내적 요인 또한 중요

하기 때문에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23) 관점에서의 분석이

적절하다. 신고전현실주의는 국제체제로부터 파생되는 국가 행위의 양상

을 다루는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중심 논지를 견지하면서 고전적 현

실주의(Classical Realism)가 분석하는 국가와 사회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24) 즉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기

22) 이정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

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1호 (2018), p.176.

23) 신고전현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Gideon Rose,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Vol. 51, No. 1 (October 1998),

pp. 144-177; Steven E. Lobell, Norrin M. Ripsman, and Jeffrey W.

Taliaferro, “Introduction: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Foreign

Policy.” in Steven E. Lobell, Norrin M. Ripsman, and Jeffrey W. Taliaferro,

(eds.). Neoclassical Realism, the Stat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41; Jennifer Sterling-Folker,

“Realist Environment, Liberal Process, and Domestic-Level Variabl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 (1997) pp. 1-25. 를 참조.

24) Lobell, Ripsman, and Taliaferro, 200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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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체제 변수가 어떻게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국가의 내부구조와

같은 단위 수준의 변수에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25)

본 논문은 신고전현실주의 중점적 논지를 염두에 두면서 슈웰러가

제시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슈웰러는 국가가 균형 전략을 시행할 때 세 가지 국내정치 요소가 작용

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 합의(elite

consensus)와 지도층 단결성(elite cohesion), 정부 취약성(government

vulnerability)이다.26) 즉 외부위협에 대한 지도층의 합의, 균형에 대한

지도층의 단결, 정책 집행을 위한 강력한 정부 보유 여부의 조건이 성립

될 때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제2기 아베 정권에서 선명해진 일

본 안보체제의 변화는 이와 같은 국내정치 과정의 조건들이 충족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아베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또한

중국이라는 외부 위협에 대한 지도층의 합의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전략에 대한 지도층의 선호 그리고 전략 시행을 위한 강력한 정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문제제기와 기존 연구 검토, 분석과정과 이론적 분석틀을 포함하는 연구

방법을 검토하였다.

2장은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제2기 아베 정권 때 선명해진 안보체

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전후 일본 안보체제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

에 대한 헌법 해석을 검토한 후 헌법 해석 변경이 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장은 일본의 지도층이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에 합의해 나가는 과

25) Rose, 1998, p. 152.
26) Randall L. Schweller,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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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한다. 일본 지도층의 외부위협 인식은 한 순간에 특정한 계기

로 인해 변한 것이 아니라 점증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변화하는 위

협인식은 일본 국내 안보 담론을 통해 표출되며 이러한 담론이 반영이

되는 안보정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시기별 안보

정책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안보 담론과 위협인식을 확인한다.

4장은 지도층에서 합의한 일본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국내정치과

정에 침투하여 안보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알아본다. 특히 대중정책

을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의 관여와 균형 논쟁 속에서 균형을 선호하는

세력이 정당 내 갈등 속에서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5장은 담론과 정당 내 정책선호 변화가 제도개혁에 의해 실질적으

로 법적 근거가 부여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특히 아베

정권의 관저주도정치를 분석하여 안보정책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을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은 본 논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논문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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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후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과 안보체제

1. 전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1) 패전 후 자위권에 대한 해석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

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집단

적 자위권은 국제연합헌장 51조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

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명

시된 바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 회원국이라면 모두 보유하는 권리이다.27) 일본의 경우 집

단적 자위권의 권한 보유 여부가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에도 명시되어28) 있을 뿐만 아니라 1960년에 개정한 미합중국과 일본

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미일 안보조약, 신 안보조약) 전문에

도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自衛)의 고유 권리를 양국이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며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인정하

27)「유엔 헌장」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

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

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유엔 홈페이지,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최종검색일 20

18년 10월 15일)

28)「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5조 c항 “연합국은 일본국이 주권국으로서 국제연

합 헌장 제51조에 따라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일본국

이 집단적 안전보장 합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할 것을 인정한다.” データベース

「世界と日本」홈페이지, http://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10

908.T1J.html, (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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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9)

하지만 일본은 일본국 헌법 9조 1항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

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방기한 바 있다.30) 그렇기 때문에 전후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 51조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신 안보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본이 국제법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

정하면서도 헌법에 의거하여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가 불가하다는 헌법 해석을 해왔다. 이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의 ‘국제법

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가’ 원칙은 2014년 7월 1일 제2기 아베 정권 당시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이 있을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해석은 관료기구인 내각법제국에 의해

작성된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정계를 포함한 일본의 지도층에서

는 많은 이들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해석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해 왔으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2014년도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

정이 있기까지는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석연치 않은’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아무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더

라도 누구든지 입각만 하면 기존의 입장을 접고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지

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31)

헌법 9조를 해석하면서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 불가’라는 집

단적 자위권에 대한 견해가 언제 어느 시점부터 자리잡게 되었는지 정확

히 파악하는 것은 정부가 기존의 해석을 내린 시점과 의도가 명시된 문

서가 없는 이상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후 일본이 처한

29)「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1960년),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mofaj/area/usa/hosho/pdfs/jyoyaku.

pdf, (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5일).

30)「日本国憲法」 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국회도서관 홈페

이지 http://www.ndl.go.jp/constitution/etc/j01.html, (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15

일).

31) 佐瀬昌盛, 『集団的自衛権─新たな論争のために』, (東京: 一藝社, 2014),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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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상황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헌법해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평화헌법 9조의 도입 이후 일본의 방위와 관련된 논의는 집단적

자위권보다는 자위권 자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다.32) 전후 폐

허가 된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상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자위권에 대해 매우 억제된 입장을 가지고 있

었다. 요시다는 1946년 6월 26일 제헌의회에서 “전쟁방기에 관한 본안의

규정은 직접적으로 자위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제9조 2항에 의해 일절

군비와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발동을 위한

전쟁 및 교전도 방기한 것입니다.”33)라고 발언하며 일본의 자위권을 인

정하지 않는 정부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시다의 소극적이고 억제

된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이자 패전

국, 그리고 피점령국으로서 전후 자위권에 대해 왈가불가할 입장이 아니

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야만 하는 무거운 소임을

짊어진 요시다의 일본에 대한 구상이 미국의 보호 아래 안보에 대한 부

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무장 경제성장 노선으로 알려진 ‘요시다 독트린’ 구현을 위해 ‘자위권’

에 대한 정상적인 해석을 포기한 것이다.

점령기에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은 냉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코스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냉전 정책에 의해 재군비 요구를 받아들여 1950년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고 1952년에는 육상보안단과 해상경비단, 그리고 1954년

에는 자위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清一) 방위청 장

관은 일본 전후 실질적인 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은

전쟁을 방기했지만 자위를 위한 항전은 방기하지 않았다.”34)는 자위권의

32) 최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 『국방연구』, 제

56권 제4호, (2013), p. 26.

33) 1946년 6월 6일 중의원 본회의 중 吉田茂內閣總理大臣 발언 재인용; 安全保障の

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第４回会合),「安全保障の法的基盤に関する従

来の見解について」(2013年11月),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

jp/singi/anzenhosyou2/dai4/siryou.pdf (최종검색일: 201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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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일의견을 발표하며 자위권을 포기한 기존의 헌법해석이 뒤집히게

되었다.35) 이로 인해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 사용’이 헌법 9조

의 2항에서 금지하는 ‘전쟁’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부의견이 성립되며

‘자위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까지 9조에 대한 논의는 ‘자위

권’ 인정 여부에 집중이 되던 시기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관련

논의는 제한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51년에 체

결한 최초의 미·일 안보조약이 대등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안보 이슈가 다시 한 번 전국적 화제로 떠오른 1960년 들어와서부터이

다. 기존의 미·일 안보조약은 미군 주둔을 위한 일본의 기지 제공 내용

만 명시된 채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내각총리

대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기존 안보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조약의 개정을 강행하면서 새로운 안보조약에 집단적 자

위권을 명시하여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렇게 탄생하

게 된 것이 바로 1960년에 체결한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신 안보조약)’이다. 조약의 개정은 성공하였으나

국회 내 협의 당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부분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연

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기시는 1960년에 시행된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것의 본질은 조약국이나, 특별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

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국가까지 가서 그 국가를 방어하는 것으로 이

해되는 바, 저는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헌법상 일본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36)라고 발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국

제법상은 보유하나 헌법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

지만 같은 날 기시는 미일 동맹을 의식한 탓인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34) 1954년 12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 중 吉田茂內閣總理大臣 발언 재인용;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第４回会合),「安全保障の法的基盤に

関する従来の見解について」(2013年11月).

35) 西岡朗, “日本政府の自衛権に関する見解の形成過程”, 安田寛, 宮沢浩一、大場昭,

西岡朗、井田良, 小林宏晨 共著, 『自衛權再考』, (東京: 知識社, 1987).

36) 제34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6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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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타국에 가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것으

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절의 집단적 자위권

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37)라고 발언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정의

를 거부하였다. 이어서 하야시 슈죠(林修三) 내각관방장관 또한 기시를

거들며 “집단적 자위권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의 안보 조약은 미국에 대해 시설구역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국과 기타 국가, 미국이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

을 경우 이것에 대해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집단적 자위

권이라고 이해한다면...저는 일본의 헌법이 부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

다.”38)라고 발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의견으로서 제기하였다. 먼저 기시의 발언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국

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가’ 원칙이 일반적인 이해로 자리 잡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어진 기시와 하야시의 발언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적 자위권 대한 해석과 행사 범위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

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종래의 해석인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

가’ 원칙이 완전히 자리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신 안보조약의 연장 시기

인 1970년대 부터였다.

2) 1972년의 ‘자료’와 1981년의 ‘답변서’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는 ‘국제법상 보유하나 헌법상 행사 불가

하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이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부터

였다고 주장한다. 60년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1970년이 가지는 상징성이다. 1970년은 바로 현재 시행되

고 있는 미일 간의 안보조약이자 1960년 6월 20일에 기존의 조약을 개정

37) 제34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60.03.31.).

38) 제34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6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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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신 안보

조약)'을 체결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아래에 명시한 조항 10조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 조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해이기 때문이

다. 39)

“ 본 조약은 일본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만족

할 만한 국제연합의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미합중국 및 일

본국이 인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본 조약은 발효 10년 후에 일방 조약국이 타방 조약국에 대

하여 본 조약 종료의 의사를 통고할 경우 본 조약은 그러한 통고

후 1년 만에 종료된다.”40)

더불어 1970년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재무장을 희생하고 고도경제성

장을 추구하는 요시다 노선의 전성기로 일본은 신 안보조약 10조에 따라

미·일 양국이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조약은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을 바라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회당이었다. 이 시기

사회당은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참이

었다. 특히 신 안보조약에 “(미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이 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고유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5조에 양국 중 한 쪽에 대한 공격이 있을 시 유

엔 헌장 51조(집단적 자위권 조항)에 따라 안보리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한 부분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내용은 일

본이 미국의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여 언제든지 쟁

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회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자민당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공세의 연장선에서 1972년 10월 참의원 사

회당 의원 미즈구치 고조(水口宏之)는 정부에 ‘국제법상 보유하나 헌법상

39) 佐瀬昌盛, 2014, pp. 75-76.

40)「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일본 외무성 홈

페이지, ttps://www.mofa.go.jp/mofaj/area/usa/hosho/pdfs/jyoyaku.pdf, (최종검

색일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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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불가’라는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다나카 가쿠

에이 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권 논쟁에서 종래의 해석으로 자리잡은 1972년의 ‘자료’이며 명시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41)

“정부는 종래부터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면서도 국권의 발동으로서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용

인하는 자위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우리 헌법 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

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급박한 부정한 침해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따라서 타국에 가해지는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42)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특정 범위에 한정하고 억제된 해

석을 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

래에서 고도성장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고

도경제성장으로 1등 국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최대한 성장의 관성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안보조약을 위태롭게

하는 1960년의 안보투쟁 때와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

고 있었으며 안보조약의 종료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당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미일 안보조약을 자동 연장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었다. 경제적

인 이유를 제외하고도 일본은 1969년에 오키나와 반환을 조건으로 한국

조항을 받아들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었고 해

상 교통로 문제로 미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

서 자민당은 최대한 쟁점화 시키지 않고 야당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와 같은 억제된 해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41) 佐瀬昌盛, 2014, pp. 75-79.

42)「集団的自衛権と憲法との関係に関する政府資料」(昭和47年10月14日,参議院決委

員会提出資料) 재인용; 佐瀬昌盛, 2014,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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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80년대 들어 레이건 행정부가 냉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재편성하며 일본에 군비증강을 요구하는43)

상황에서도 72년의 ‘자료’의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가’ 원칙의 맥

을 이어갔다. 이러한 견고한 정부의 입장에 탄생한 것이 바로 1981년의

‘답변서’이며 ‘답변서’는 이후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화두가 될 때마다 반

복적으로 인용되었다. ‘답변서’가 탄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81

년 5월 29일 당시 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었던 이나바 세이이치(稲葉

誠一)가 정부에 요청한 질문주의서에 대해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터였다. 이나바는 1981년 4월 22일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의 입장

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짧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44)

“국제법상 국가는 집단적 자위권, 즉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실력을

갖추고 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주권 국가인 이

상 당연하지만 헌법 제9조 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

라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 해석하

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권 행

사함에 있어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

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

사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45)

43) 케네스 B. 파일 저,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파주: 한울, 2008), p.

427.

44) 佐瀬昌盛, 2014, p. 74.

45)「衆議院議員稲葉誠一君提出「憲法、国際法と集団的自衛権」に関する質問に対す

る答弁書」, 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

a.nsf/html/shitsumon/b094032.htm, (최종검색일 (201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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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내각법제국의 해석에 기반을 둔 집단

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일본이 국제법상 주권국

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9조에 의

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

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짧게 작성된 답변서의 요지는 집단적 자

위권이 국제법에서는 인정이 되나 헌법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요구했던 이나바는 다

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46)

첫 번째로 이나바는 답변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국제법상으

로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할 뿐 일본이 국내법상 집

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47) 다시 말해 답변서는 일본이 국내법상 집단

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못해서 행사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으나 헌법에 의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답변서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었다.48)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자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피해가 있

을 경우 자국에게 가해진 피해로 인식하고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적이든 직접적이든 일본에 피해 및 영향이 미칠 경우 일본은 이것을 개

별적 자위권의 범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이다. 간단히 말해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내각법제국 장관 츠노다

레이지로(角田禮次郎)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개별적 자위권을 국가가 국제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 자위권

에 대해 그 행사의 모습은...다른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자

46) 佐瀬昌盛, 2014, pp. 84-85.

47) 제94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회의기록 (1981.06.03.).

48) 제94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회의기록 (198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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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권의 모습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

미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행사하

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좁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

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사

가능성이 ‘0’ 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위권을 국내법상) 가지고

있어도 결국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비교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은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내법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49)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으면 자위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이

단지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위협과 영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

위권이 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영향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위권 발동은) 무력공격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50)

여기서 내각법제국 장관 츠노다는 이나바의 질문에 대해 정부의

헌법해석은 국내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였고

자위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무력공격’이 있지 않는 한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무력공격’이 없으면 자위권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일본

은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헌법해석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은 행

사 할 수 없으며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이 시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내각법제국과 정부의 해석은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 불가’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였다.

49) 제94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회의기록 (1981.06.03.).

50) 제94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회의기록 (198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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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체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미국이

구축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나타내며, 이는 태평양 전쟁 종료 이후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체제, 즉 평화

헌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진 미일 안

보조약과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선택한 ‘요시다 독트린’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미일 관계를 의미한다.”51) 전후체제 속에서 일본

이 전개해 온 안전보장 정책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 ‘전수방위’라

는 소극적 안보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미국에 의

존하고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재군비와 분쟁 연루의 가능성을 배제하

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자국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항하

기보다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지역의 불안정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여 상대로

부터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이 행해지고 나서야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체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안보체제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 중심 전수방

위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정책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는 제3국의 분쟁에 연루의 가능성을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배제되어왔다. 일본은 이러한 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재군비와 분쟁연루를 거부한 채 대미안보의존 기조를 유지하면

서 고도경제성장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었

다.

하지만 일본은 걸프전쟁 당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

본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질서 변동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미국의 안보분담의 요구에 부

응하지 못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의 중심축인 미일동맹에 균열이 생길 처

지에 놓이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은

미일동맹의 존속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와 이익에도 직결되는 문

51) 이기태,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박철희 편, 『일본의 집

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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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기존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으로는 변화하는 동

아시아 질서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3) 전후 안보체제와 내각법제국

전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매우 절제된 정부해석의 중심엔 언제

나 내각법제국이 있었다. “내각법제국은 제안된 모든 법안과 규정을 헌

법과 법적 선례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관”52)이다. 내각법제

국은 내각법제국 설치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심

사사무(審査事務)와 의견사무(意見事務)라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담당

한다. 심사사무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은 내

각법제국의 법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내각에 제출할 수

없다. 의견사무는 내각법제국 장관과 법제국 관계자가 내각 등 정부기관

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53) 즉 의견사무는 국회에

서 의원으로부터의 질의가 있을 시 법제국 장관과 소속 관료들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은 쉽게

말하여 ‘내각의 변호사 역할’을 맡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54)

내각법제국의 권위와 전통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각

법제국은 1875년 메이지 내각 창설에 의해 제정된 법제국관제(法制局官

制)에 따라 설치된 법제국(法制局)으로 출범한 것이 시작이었다. 내각법

제국은 메이지 26년에 개정된 법제국관제 제1조에 의해 ‘내각에 예속(隷)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내각을 총괄하는 천황에 예속하는 것과 동

일한 것이었고 법제국의 의견이 곧 천황의 의견이라는 권위가 부여되는

근거로 작용되었다. 여기에 내각법제국의 수장인 내각법제국 장관은 전

52) 케네스 B. 파일, 2008, p. 428.

53) 阪田雅裕, 川口 創, 『「法の番人」内閣法制局の矜持』, (東京: 大月書店, 2014)

pp. 27-28.

54) Richard J. Samuels, “Politics, Security Policy, and Japan’s Cabinet Legislati

on Bureau: Who Elected These Guys, Anyway?,” JPRI Working Paper,

No. 99, (March 2004), http://www.jpri.org/publications/workingpapers/wp99.

html, (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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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최고의 대학과 고위 관료 시험을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성(省)의 법률안을 비롯하여 행정실무 전반에 대해 다년간의 수련을 거

쳐 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자만이 자격이 주어졌다.55) 천황과의 관계로

내각법제국은 ‘무결점’이 전제되었으며 이러한 내각법제국에서의 헌법해

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내에서 전문적 의견으로서 최고의 권위

를 자랑하며 제도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원들은 경력과 법

리로 무장한 법제국과 논리 싸움을 할 엄두도 못 냈으며 내각법제국의

권위와 전통에 압도당하기 일쑤였다.56) 내각법제국의 견해가 내각으로부

터 받아들여지면 즉시 내각의 견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법안과 헌법

의 해석은 내각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의견이 입법부에 전해지고 입법부

는 이러한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받아들여 법안 및 헌법에 대한 해석을

승인하기 때문에 내각법제국의 법안과 헌법해석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내각법제국은 넓은 의미에서 법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헌법의

평화주의 규정 하에 안보 및 자위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특별한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헌법, 특히 9조의 전쟁 방기의 취지를 무

시한다고 하여 호헌세력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으며 다른 편으로는 냉전

종료 후에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합헌화를 주장하는 개헌세력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내각법제국은 정치적으로 항상 주목받

아왔으며 다른 국가의 위헌심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특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7)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모두에게 비난을 받은 내각법제국이지

만 전후 역사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헌

법을 수호해 냈다는 점은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60년대 안보투쟁을 극복하면

서 맺은 신 안보조약을 거치며 기적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55) 中村明, 『戦後政治にゆれた憲法九条―内閣法制局の自信と強さ』, (東京:西海出

版, 2009), p. 73.

56) 中村明, 2009, pp. 68-71.

57) 浦田一郎, 『集団的自衛権限定容認とは何か 憲法的、批判的分析』, (東京: 日本

評論社, 2016),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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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동맹에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학자라면 일본의

의지와 이익에 반하여 오로지 미국의 의지에 의해 미국이 진행하는 대규

모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일 안보조약의 위헌성을 비판한

다. 하지만 정부도 여론도 미일 안보조약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든

지 간에 일본은 이 체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체제를 통해 잘해 보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

대정신이 반영되어 경무장 경제성장 노선이 유지되고 집단적 자위권의

위헌론이 견고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58) 냉전기는 미일 안보체제를

헌법 제9조의 틀 내에서 유지하는 방책이라고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

에 집단적 자위권의 위헌론은 정책실행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해석으

로 받아들여졌다. 내각법제국은 헌법을 보호하는 것만이 일본이 기적적

인 경제성장을 향후 몇 십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

일한 방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억제된 해석을 기반으로 일본은 1976년에

「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하면서 일본 안보정책이 방어를 위한 방어정책

을 시행하는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전력은 방어용만 운용하기로 하여 항

공자위대의 제트기 같은 경우 폭격과 공중 급유 기능을 제거한 것만 운

용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위용을 떨치던 항공모함은 당연

히 논외 사항이었다. 더불어 해외에서의 전력 운용 또한 단념하였다. 그

대신 일본은 기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경제적 지원과 후방지원과 같이 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큰 틀’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은 계속하여 동남아 미

군으로부터의 조달 주문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호기를 유지하고자 헌법을 핑계 삼아 미국의 집단안보 요구를 교

묘히 피해갔다.59)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절제된 해석과 미국의 안보우산 안에서 경

무장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요시다 독트린은 앞서 설명한 경제성장의 욕

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58) 篠田英朗, 『集団的自衛権の思想史-憲法九条と日米安保』, (東京:風行社, 2016)

pp. 147-148.

59) 케네스 B. 파일, 2008, p. 426-427.



- 28 -

내 다양한 요구를 포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요시다 노

선에서 중요시되는 미일 동맹은 냉전으로부터 파생되는 국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군비를 주장하는 반공주의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또 자위권에 대한 억제된 해석은 개헌 이후 각종 분쟁에 연루될 것을 두

려워하는 평화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자위권의 억제된 해석과 요시다 노선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

하고자 하는 아시아주의자들도 환영하는 것이었다.60) 그렇기 때문에 82

년의 ‘답변서’와 같은 “헌법적 권한의 최소화 해석은 법적 해석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이었다. 그것은 전후 시대의 다양한 국내외

도전 속에서 일본을 이끌고 가기 위한 요시다 독트린의 거대 전략을 제

도화하려는 최후의 기본원칙”61)이었던 것이다.

내각법제국의 권위와 전통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하였

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권위와 전통이라는 것이 훼손된다면 내

각법제국은 별 볼 일 없는 관청으로 전락하고야 만다.62) 후술할 2014년

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개헌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전후 범접

할 수 없는 위용을 떨치며 헌법을 수호해 온 내각법제국이 아베의 관저

주도 정치에 끝내 굴복하는 과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

2012년 총선거에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구호로 외치며 재

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전후 이어져 오던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대대적

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아베는 이렇게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일본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동아시아 내 질서

60) Michael J.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11.

61) 케네스 B. 파일, 2008, p. 428.

62) 中村明, 200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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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국가’로 거듭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이

루어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수방위체제’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구

체적으로 ‘기반적 방위’에서 ‘통합기동방위력’으로의 방위개념 변경과

2014년 7월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과 관련된 미일 가이드라인 개

정, 그리고 안보법제 제정 및 개정 등에 나타나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

권의 각의 결정은 개념상으로만 변화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에 법적 근거

를 부여한 것으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전후 안보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상

징한다. 이것은 전후 위축되어 왔던 일본 안보정책의 큰 도약과 안보체

제의 대대적인 변화 의미하는 것이었다.

2014년 7월 1일 제2기 아베 정권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민

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보법제의 정비에 대해서(国の存立を全うし、国

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라는 각의 결정문

을 발표하였다. 각의 결정의 요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존의 헌법

을 해석하여 금지된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레이존이라고 불리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을 강화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무력행사와 일체화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다. 셋째, 헌법 9조하에

서 허용되는 자위의 조치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의 결정은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를 말

하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낙도 주변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위대의 치안출동과 해상경비행동의 발령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또 자위대와 연계하여 일본의 방위에 도움이 되는 활동

을 하는 미군부대의 무기 등을 방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검토

하였다.

다음으로 각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헌을 위

해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에서 후방지역과 비전투 지역의 틀을 벗어

나 ‘실제로 전투행위가 행해지는 현장’ 이외에서는 보급 및 수송 등의 지

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 유엔 PKO 등에서 자

위대의 ‘출동 경호’와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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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험에 처해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

기 위한 자위대의 경찰 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각의 결정은 헌법 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의 조치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

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

유 및 행복 추구권이 근본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이것

을 배제하고 일본의 존립을 지키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

단이 없을 때 ③ 필요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한다.

더불어 헌법 9조하에서 허용하는 자위의 조치에 대해 헌법상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결

정하였다.”63)

각의 결정은 헌법상으로 무력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의 행사를 위해 자위대의 출동을 명할 때 국회의 승인을 요구

하는 것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의 결정은 자위

대가 실제로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태에 대응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채택할 것을 결정

하였다.64) 이로서 일본은 각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

사 권한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2015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변경으로 종전의 미일 동맹 관련

약정 즉 미일 가이드라인과65) 일본 국내 안보법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

63) 송화섭,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박철희 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 118-119.

64)「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

て」(2014年7月),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gaiyou/jimu/pdf/

anpohosei.pdf,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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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게 되었다. 기존의 미일 가이드라인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사

태와 주변사태에 한해 미일 양국간의 상호 군사협력을 규정한 것이기 때

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했었으며

종전의 안보법제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불가했던 상황에 맞게 국

가기관들과 자위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정은 예정된 수

순이었다.66)

최초 미일 가이드라인은 데탕트 이후 냉전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

에서 탄생하였다. 전후 미국과 일본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

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안보 분야에서도 신 안보조약 6조에 따라 일

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일본에 안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미

일간의 역할을 규정하여 양국이 일본 안보와 동아시아의 국제평화와 안

보에 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일간의 역할에는 일본의 유사시에 관한

미일간의 공동 대응 지침은 물론 상호간의 협의기구 또한 없는 상황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67)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여 분쟁에 연루되는 것

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 있어서 공동의 대응지침

을 발전시킨다든지 협의기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냉전이 심화되자 일본과 미

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소련의 침공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78년에 소련 침공에 대비하는 군사협력 지침인 미일 가이드라인을 작

성하였다.68)

냉전이 종결되고 북한 발 핵 위협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자 미일

양국은 1997년에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소련의

65) 공식 명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66) 박영준, 「일본 아베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

위권, 미일 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아세아연구』, 제58권

4호 (2015(b)), p. 21.

67) 김두승, “아베정권의 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6권 (2013), p. 5.

68)「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November 27, 1978),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mod.go.jp/e/d_act/anpo/19781127.html, (최종검색

일: 2018월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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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토 침공상황만을 상정한 1978년의 가이드라인은 새롭게 부상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은 한반도에서의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1997년의 가이드라인은 “평시

상황에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 및 일본 주변 지역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명시하며 지침이 유효한 공간을 일본은 물론 한반도를 상정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일본 본토와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지역에 한에 전투를 수행하는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69) 이에 따라 일본은 1999년

에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정한

가이드라인 관련법인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제

는 비록 한반도라는 한정된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전투행위의

후방지원에 그친 것이지만 “일본 국외에서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군

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명기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일부

인정한(보다 정확히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넓었던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을 축소하여 금지되는 범위를 좁힌)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

었다.”70) 이로 인해 미일 관계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미일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며 자위의 범위를 넓힌 것은 아

베였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위협인식이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

하는 가운데 아베는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일 동맹 강

화와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안보정책 방침을 일관

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결국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미국과 함

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강화하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1997년에 개정된 바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재검

토를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미일 가이

69)「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September 23, 1997),

방위성 홈페이지, http://www.mod.go.jp/e/d_act/anpo/19970923.html, (최종검색

일: 2018년 11월 1일).

70) 北岡伸一, 『「普通の国」へ』,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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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 2015」에 합의하였다.71)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미일 동맹

의 평시 협력과 일본과 주변사태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 요령이 명시되

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변함이 없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

사용인 결정을 반영하여 ‘일본 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도 가능

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 간의 협의체계 구축과

작전계획 발전에 합의하였고 우주와 사이버공간까지 공동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였다.72)「미일 가이드라인 2015」를 통해 일본 외의 국가 대한 무

력공격 대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자위의 범위 제한을 사실상 없앤 것이

라는 의미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에서 ‘존립위기사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미일 가이드라인은 물론 일본 국내 안보법제에 대

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 국내의 안보법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온 바 있다. 1999년에는 북한

의 핵 위협으로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주변사태로 규정한

결과 ‘주변사태법’이 탄생하였고 9/11 테러로부터의 위협이 증가되자

2003년에 ‘무력사태법’을 중심으로 한 유사관련 3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이

듬해 유사관련 7개의 법안을 추가로 발전하였다.73) 이후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위협이 증가하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

인 각의 결정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존립위기사태’ 개념을 적용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74)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71) 이기태, 2014, pp. 160-161.

72)「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pril 27, 2015), 방위

성 홈페이지, http://www.mod.go.jp/e/d_act/anpo/shishin_20150427e.html, (최종

검색일: 2018년 11월 1일).

73) 유사법제는 자위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위기사태 발생 시 국민 보

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한 법률체계이다. 2003년 가결된 유사관련 3

법안은 ‘무력공격사태 대처법’과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자위대법’을 말하며 이

듬해 2004년에 채택된 유사관련 7개 법안은 ‘국민보호법,’ ‘미군행동 원활화법,’

‘해상수송규제법,’ ‘자위대법(개정),’ ‘특정공공시설 이용법,’ ‘포로취급법,’ ‘국제인

도법 위반행위 처벌법’을 말한다. 박영준, 『제3의 일본-21세기 일본외교·방위정

책에 대한 재인식』, (파주: 아카데미, 2008), pp. 112-113.

74)「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

て」(2014年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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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개념이 반영된 안보법제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수정

및 보완과정과 국회심의를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11개의 신(新)안보법

제였다.75) 안보법제의 공식명칭은「평화안전법제」이며 기존법률에서 일

부 개정한 10개의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새로 제정한 「국제평화지

원법」으로 구성되어 총 11개의 안보법제를 개정 및 제정한 것을 말한

다. 안보법제의 개요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75) 박영준, 2015(b),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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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1개 평화안전법제의 구성76)

76)「平和安全法制の概要」, 내각관방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gaiyou/

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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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쨰로 ‘주변사태 안

전확보법(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중요영향사태법)’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중요영향사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가해지지 않

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

격으로 확장되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태이다. ‘주변사태법’이 자위를 위한 범위를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를 상

정하는 주변지역으로 확장했다면 ‘중요영향사태법’은 더 나아가 자위를

위한 지리적 제한을 제거하였다. 물론 ‘중요영향사태법’ 또한 ‘주변사태

법’처럼 직접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비전투지역에 한에서의 후방지

원만 허락된 것이지만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후방지원의 대상국이 미군 이외의 기타

외국군으로 확대되어 작전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였다. 후방지원은 이

전에는 금지되었던 탄약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발진 전에 대기 중인 전투

기의 급유 또한 허용되었다.77) 두 번째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각의 결정에서 제시된 ‘존립위기사태’ 개념이 법제화되어 기존의 법률에

적용되었다. 특히 ‘존립위기사태’가 법제화됨에 따라 ‘무력사태법’이 ‘무력

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법’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일본 본토에 대한

무력공격은 물론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대한 무

력공격에 대응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78) 또, ‘존립위기사태’ 법제화됨

에 따라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안보위기가 ‘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

태,’ 그리고 ‘존립위기사태’의 세 가지 상황으로 유형화되었다. 세 번째로

‘국제평화협력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제정하여 국

제연합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시 국가들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를 확대하

고 무기사용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79)

“11개 안보법제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집단적 자위군이 상정

77) 조세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의 대응방향”, 박철희 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

182-183.

78) 유웅조, “일본 신안보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이슈와 논

점』, 1066호.

79) 박영준, 2015(b),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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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립위기사태 개념을 기존의 유사법제들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는 특성을 갖는다.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용인 결정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이 미일 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미일 가이드라인 2015」라고

한다면 일본 국내법 체계에서 수정 반영된 것이 11개 안보법제인 것이

다.”80) 무엇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각의 결정으로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과 11개 안보법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일본 본토에 대

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사태 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

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의 해석에 따라 무력행사가 가능

해져 무력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더불

어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라 무력사용의 공간적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렇게 무력사용의 공간적 제약이 풀리고 상황적

제약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으로부터 한참 이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

1990년대의 일본의 안보체제는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만을 허용하

는 일본국 헌법의 범위 안에서 성립된 1977년의 미일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였

다. 하지만 1997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안보체제는

직접무력사태처럼 무력의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한반도 유사 시 상황을

상정한 주변사태에 한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한 것

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2014년 아베의 재집권 이후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되자 미일 가이드라인과 관련 안보법제가

재차 개정되면서 주변사태에서 규정한 지리적 제한이 풀리고 확장되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일본의 존

립에 위협을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시에도 미국과 우방국 지원을 위해 자

80) 박영준, 2015(b),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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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의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 이후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 2015와 안보법제로 국제 평화와 안전

을 위한 군사 활동에 보다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81)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의 혁신세력은 일본이 과거의 반성은

뒤로한 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남용 가

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일련의 제동장치(歯止め)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는 제한적 행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의 결정에서 규정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즉 첫째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더하여 일본

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

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둘째 이것을 배제하고 일본의 존립을 지키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셋째 필요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82) 헌법을 개정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를 위한 조치

라는 종래의 정부해석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기존의 헌법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다. 더불어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

건은 기존의 자위권 발동의 3요건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헌법

해석 변경으로 기존의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 조치 범위가 개별적 자위권

행사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필요최소한의 실력 행사로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전수방위 원칙이

계승이 되고 있는 면도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은 완전 허용이 아닌 ‘제한적 행사’의 용인이라는 것이다.83)

또 다른 제어장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역내 억제력을 증가

81) 박영준, 2015(b), p. 27.

82)「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

て」(2014年내7月).

83) 송화섭, 2016,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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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오히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여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집단

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회 내 사전 동의 의무와 같은 제도, 그리고 국

회 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의 토의 과정에서 만들

어진 여러 제약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여전히 행사하지 못할 것임

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이 모든 행보는 상징에 가까우며 지속적으로 연루

의 위험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본은 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84)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해진 일본은 결국

미국의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거부하기에는 미일 동맹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세 가지 새로운 조건들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 특히 필요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아무 국가’가 아

니라 일본과 ‘가까운 국가’를 위해서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가까운’의 의미 또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국회의 사전 동의 또한 비상사태에 의해 사후 동의로 전활될 여지가

충분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회의적인 세력은 일본 정계의 세대교체

와 대안세력 약화로 국회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안보정책에서 관저의 장악력이 강화된 이상 관저가 어떠한 상황이던 비

상사태로 규정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결국 집단적 자위

권 행사의 제동장치는 ‘이빨 빠진(toothless) 제동장치’인 것이다.85) 아베

는 2015년 5월 27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과 관련 안보법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衆院平和安全法制特別

委員会)에 출석하여 종래의 헌법 9조하에 일본의 방위원칙을 규정해온

전수방위에 대해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의 무력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84) Christopher W. Hughes, “Japan’s Strategic Trajectory and Collective Self-Def

ense: Essential Continuity or Radical Shift?”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43, No. 1 (Winter 2017), p. 95.

85) Hughes, 2017, pp. 115-124.



- 40 -

위협받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전수방위”86)라고 강조하였지만 집

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동장치가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일본은 전수

방위체제로부터 이탈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86)『산케이신문』, 201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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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안보담론 변화와 전후안보체제의 관성

1. 위협인식과 안보담론의 변화

1)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담론

1990년대 들어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1990년의 걸프전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에

주어진 최초의 국제문제였다. 전후 경무장 경제성장 노선을 고수하며 고

도성장에 장애가 되는 안보부담을 최대한 지지 않으려던 일본이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의 뒤를 잇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너무도 태

연하게 국제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어왔던 자세를 유지한 채 북미와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 29개국이 다국적군으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고 12개국이 해상저지행동에 참여하는 것

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사실 일본 또한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

니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일본 또한 다국적군에 의해

군사적 행동이 개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이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정권 주도로 작

성된 바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안되었다. 대신 일본은 임

시증세 등의 조치를 통해 총액 13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쿠웨이트 정부가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주

요 언론사에 게재 한 30국에 대한 감사 광고에 일본이 빠지게 되면서

‘수표외교’를 했다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후 늦더라도 다국적군의

중심인 미국을 지원하여 일본이 이익을 취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문제제기87) 속에 일본은 이후 부랴부랴 1992년에

「PKO법」을 통과시키고 캄보디아에서 UNTAC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으나 걸프전에서의 굴욕은 정책결정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

87) 北岡伸一,『日米関係のリアリズム』, (東京: 中央公論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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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8) 일본은 이것을 계기로 국가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하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과연 ‘보통국가’ 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

기 시작하였다.89)

“‘보통국가’라는 말은 먼저 일본이 보통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90)부터 출발하며 걸프전의 트라우마 이후 종종 사용되던 말

이었지만 이 말의 가장 울림이 컸던 인물은 바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

郎)였다. 오자와는 1993년에 출간한 『일본개조계획』에서 ‘보통국가’의

두 가지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통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다하는 국가로 국제 사회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

해 조치를 취한다던지 국내 정치적 어려움에 의해 책임을 거부하지 않는

국가”이다.91) 또, 보통국가는 “국민의 부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와 충분히 협력하는 국가”이다.92) 오자와는 이러한 보통국가의 요건

이 충족 될 때 일본이 비로소 단순히 국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것을 넘

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통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3)

더불어 오자와는 『일본개조계획』에서 헌법개정을 주장했는데 내용은 9

조에 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은 “단, 2항의 규정은 평화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자위대, 또 요청을 받아 국제연합의 지휘 아래 활동하기 위한

국제연합대기군, 여기에 국제연합의 지휘 아래 활동하는 국제연합대기군

의 보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이다.94) 국제연합 중심의

88)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なおす 「九条-安保体制」を越えて』, (東京: NHK

出版, 2016), pp. 71-73.

89)「일본의 국가정체성 및 국가전략에 관한 논의는 박영준, “탈냉전기 일본의 대국

(大國) 구상: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국가구상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연

구논총』, 23권 (2006), pp. 69-111; 北岡伸一, 『「普通の国」へ』, (東京: 中央

公論新社, 2000); 五十嵐武士, 『日米関係と東アジア―歴史的文脈と未来の構想』,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9); Richard J. Samuels,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2008) 을 참조.

90) 北岡伸一, 2000, p. 10.

91) Ichiro Ozawa, Blue Print for A New Japan: The Rethinking of a Nation

(Kodansha USA Inc, 1994), p. 94.

92) Ichiro Ozawa, 1994, p. 95.

93) Ichiro Ozawa, 1994, p. 95.

94) Ichiro Ozawa, 1994,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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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헌을 요지로 하는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내 논의로도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정책변화나 헌법해석의 변경으로 이

어지지 못했고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가’ 원칙은 유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

존의 일본 안보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공교롭게도 존재감 없이 사라진 하타 츠토무 (羽田孜) 연립정권 시기였

다. 신생당(新生党) 당수 하타 츠토무는 일본신당(日本新党)과 민사당(民

社党), 사회당(民社党)의 지원을 받아 1994년 4월 25일 총리에 선출되었

다. 새롭게 출범한 하타 연립정권은 비자민(非自民)·비공산(非公産) 연립

정권의 깃발을 들며 출범한 만큼 55년 체제 기준에서 바라볼 때 다소 파

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안보의 수장으로서 취

임한 이들이 바로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가키자와 코우지(柿澤弘治)와 방

위청장관으로 임명된 간다 아츠시(神田厚)였다.

가키자와 외상은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 신자유클럽(新自由クラブ)

에서 정계에 입문하여 훗날 자민당에 합류하는 등 자민당에 친숙한 인물

이었으나 보수본류와 같이 자민당 내의 큰 흐름에 묻어가지 않고 55년

체제 하에서 굳어진 통념에 도전해 오며 자민당과는 결을 달리했던 정치

인이었다. 간다 방위청 장관의 임명 또한 적지 않은 주목을 끌었다. 간다

방위청 장관은 실질적으로 야당계 인물로는 최초로95) 방위청 장관으로

취임하였으며 방위청 장관은 자민당에 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공식을 깨

트렸다.하타 연립정권의 신선한 인사 행보의 결과로 취임한 두 외교·안

보 수장은 입각 당시 많은 화재를 낳았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취

임 직후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기존의 전후 안보체제를 둘러

싼 통념에 과감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실이다.96)

간다 방위청 장관은 입각 이후 시행한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

권에 대한 헌법해석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95) 자민당 출신이 아닌 방위청 장관은 하타 연립정권 이전에 호소카와 모리히로(細

川護熙) 연립정권 당시 신생당 소속 나카니시 게이스케(中西啓介)와 아이치 가

즈오(愛知和男)가 역임하며 전례가 있으나 두 장관 모두 장기간 자민당에 소속

되어 있다가 탈당한 이들로 범자민당계 방위청 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

96) 佐瀬昌盛, 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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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상황을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하며 헌법해석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키자와 외상 또한 아침 방송에 출연하

여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해서는 미일 동맹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

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재검토해

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발언하였다. 사실 당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동아시아는 냉

전으로부터 파생한 대립원이 잔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받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에 착수하는 등 일본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97)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포함하여 냉전 이후 불확실하고 불안한 외

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은 일본의 소극적인 전후 안보체제에 불

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헌법해석에 기반을 두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외무대신과 방위청 장관은 이렇게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는 헌법해석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었다.98) 물론 두 외

교·안보 수장이 하타 연립내각에서 임명되었다는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

경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신성시되는 집

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에 대해 내각의 국무위원이 도전한다는 것

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어느 당이 중간에 이탈할지 모르고

단결력 측면에서 취약한 연립정권이라는 불안한 기반 속에서 두 외교·안

보 수장이 본인들의 소신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무

리가 따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연립정권 수립 직후 신생

당과 일본신당, 민사당, 자유당, 개혁의 회가 사회당의 영향력 약화를 목

표로 개신(改新)을 결성하였고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인 사회당이 연립정

97) 佐瀬昌盛, 2014, p. 8.

98) 佐瀬昌盛, 2014,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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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순식간에 연립정권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당의 이탈로 하타 연립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불안한 입지에서

국정에 나서게 되었고 다방면에서 시작부터 야당의 비판과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기존의 안보체제에 야심차게 도

전장을 내민 두 외교안보 정책의 수장 또한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

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

오(中川秀直)이었다. 그는 제129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키자

와 외상에게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고 가키자와는 발언에 대한 긴 해명 끝에 결국 헌

법해석에 대한 소신발언을 철회하였다. 같은 예산위원회에서 방위청 장

관 간다 또한 발언 철회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간다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견해를 검증하려 시도한 것은 사회당 의원 미노 요시미

(三野優美)였다.99) 미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간다에게 집단적 자위

권에 대한 원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는가 물었고 이에 간다는 한반도 정

세 악화로 북한에 대한 경제 재제를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경우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나올 수 있

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고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하였다.100) 이어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두 외교·안보 수

장은 소신 발언의 취지에 대해 거듭 해명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9

조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해석을 계승하는 하타 정권의 방

침을 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01) 그렇지만 새로운 안보환

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법제국의 신성시되는 헌법해석에 도전하면서까

지 신념을 관철시키는 데에 과반수도 못 미쳤으며 분열의 여지가 잠재하

는 소수연립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하타 연립정권은 두 달을

간신히 넘기며 단명하였고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 또한 무산되었다.

99) 佐瀬昌盛, 2014, p. 11.

100) 제129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4.05.18.).

101) 제129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기록 (199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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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시되었던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대응하려고 했던 90년대 초반 하타 내각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

만 20년 후 헌법해석 변경을 앞두고 있었던 일본의 입장에서 안보체제

전환을 위한 90년대의 시도가 무위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1994년의

선거제도개혁은 시들어가는 안보체제 전환을 위한 담론에 다시 한 번 활

기를 넣는 계기가 되었다.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배출되는 중

선거구제에서는 얼마만큼 지역구에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던 반면 지역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만 배출하는 소선구

제에서는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한 이념과 정책에 관한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특히 안보 정책은 경쟁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한 단골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 무렵부터 일본의 안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102) 또 북한이라는 위협이 건재한 상황에서의 안보 논의는 강한

국가를 추구하는 ‘보통국가론’이 보다 많은 지도층의 공감을 얻게 되어

점차 대세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90년대 안보체제 변화를 위한 시도는 결코 무위로 끝난 것

이 아니었다. 미일 동맹 강화와 강병을 추구했던 ‘보통국가론’의 논의와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안보체제의 변화를 시도했던 하

타 정권의 노력은 1996년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1999년의 주변사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90년대 안보논의는 2000년대

미일 동맹이 재편되며 고이즈미 정권의 안보정책 강화에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전후체제하에서 형성된 상인국가 또는 통상국

가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세계평화와 자유, 안전 수호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보통국가’로 거듭나자는 의견이 일본 내 안보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온실에 기생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와 결별하고 군사적 수단과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 내 ‘보통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103)

102) Amy Catalinac, Electoral Reform and National Security in Japan; From

Pork to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03) 이원덕, “일본 대외정책의 구조 및 기본 성격”, 현대일본학회 지음, 『일본정치

론』, (서울: 논형, 2007), pp. 4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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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일 동맹의 재편과 위협인식 변화

2000년대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특징은 일본이 미국과 외부 위협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 동맹의 효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

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자 미일

동맹은 동맹 강화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동맹강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상징적인 것은 바로 「아미타지 보고서」였다.104) 「아

미타지」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사일 대응 협력은 물론이고 국경 없는 테러리즘과 범

죄활동과 같은 신규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작전태세를 강화를 제언하며

평화유지와 평화창출 활동 또한 미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하였다. 또 보고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동

맹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문

제는 어디까지나 내정의 영역이지만 행사가 허용된다면 동맹으로서 환영

하다는 뜻을 밝히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행사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일 동맹이 기존의 부담공유(burden sharing)

체제에서 권력공유(power sharing)체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105) 또,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작성된「와타나베 보고서」는 미일동맹

이 단순히 조약상의 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안전과 평화를 구축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동일하게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세계화로 지구가 작아지고 지구상 어딘가의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분쟁의 영향이 전 지구에 파급되는 것조차 상정되는 세계의 현실

속에서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의 구별만을 염두에 둔 시대의 산물인

104) INSS Special Repor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Washington, D.C.: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0), https://spfusa.org/wp-content/

uploads/2015/11/ArmitageNyeReport_2000.pdf,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2일).

105) 박영준, 2008,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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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은 21세기의 일본을 생각

하는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106)라고 향후 위협요인을

분석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약을 푸는 문제와

헌법 개정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

명하였다.

미일 동맹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이즈미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

로 미일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걸프전 당시 겪은 트라우

마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여

미국을 돕는 역할을 자처하며 미국 최우선 순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9/11이 터지자 고이즈미는 재빨리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구상에 돌입하였다. 고

이즈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정보 수집용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고 미군

에 대한 수송 및 의료 지원, 주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포함

하는 조치안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대테러 전

쟁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는 테러특별조치법과 자위법을 개정하여 각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일

본은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자산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개

시하였다. 여기에 각의 결정을 통해 ‘유사 관련 3법안’을 채택하여 유사

시 대응을 위한 법을 정비하였다. 더불어 이라크 인도부흥지원 특별조치

법을 가결시켜 전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이즈미의 속도감 있는 안보정책 및 법안 제정은 하시모토의 행

정개혁에 결과 부여된 수상 관저의 강화된 권한 속에서 이루어졌다. 고

이즈미는 자민당과 족의원 주도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탈피하여 수상

관저주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갔다.107) 수상에게 가져오는 의제에 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외교정책 주도

106)防衛戦略研究会議,「防衛戦略研究会議 平成11・12年報告書」(國方硏究所, 2000),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kaigi/studyreport/pdf/1999/study_j1999_

05.pdf, (최종검색일: 2018. 11. 11일).

107)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 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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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2기 아베 정권

에 계승이 됐다. 특히 안보영역에 있어서 단지 주어진 국제정세 속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였다. 고이즈미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다수의 안보관련 간담회 개최하

여 안보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의 「대외

관계테스크포스」 보고서이다.108)「대외관계테스크포스」 보고서는 부상

하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

안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변화한 안보환경에 맞도록 「방위계획대

강」을 개정에 착수하였다. 109)

일본은 다양화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정책을 개정하

고 이에 걸맞은 국방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변화하는 위협 인식에

따른 일본 내 안보 담론 전환의 결과로 고이즈미 정권 말미에 본격적으

로 안보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는 2004년에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여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

계획대강」 발전을 지시하였다. 일본은 2004년 12월에 「방위계획대강

2004」와 5년간의 군사조달계획을 정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발

표하며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은 기존의 1995년도 판 대강과 마찬가지로 일

본이 대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한 개괄을 포함하며 미일 동맹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다 더 나아가 게릴라전, 특수전, 탄도미사일, 생

화학 무기, 테러 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한 위협을 명시하였다. 무엇보다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

명했다는 점이다.110) 북한과 중국에 대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북한

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자 국제적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전보장

108)「２１世紀日本外交の基本戦略:新たな時代、新たなビジョン、新たな外交」(2002

年11月),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2/

1128tf.html,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일).

109) 박영준, 2008, p. 264.

110)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sation (Routledge, 200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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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

진하면서 해양에서의 활동 범위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어 이러한 동향

은 향후에도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111) 북한 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냉전기

작성된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이 미·소간의 대립으로 인한 위협을 언급

하고 있기는 하나 2004년의 방위계획대강과 같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방위계획대강에서 직접적

으로 기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불어 방위계획대강은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으로부터의 이

탈을 예고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향후의 방위력은 새로운 안보

환경 하에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은 계승하면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또

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인식하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수행 활동 (이

하 ‘국제 평화 협력 활동’이라 한다.)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112) 명시하며 향후에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로운 방위력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방위계획대강 2004」

는 일본이 다양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군사기술 수준의 동향을 감안한 고도의 기술력과 정

보능력을 구비’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요소에 기반

한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방위력 (이하 다기능 탄력

적 방위력)’ 개념을113)’을 제시하였다.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은 소련의

침략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방재, 인도적 지원,

국제평화협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위개념인 것으로 일본

방위의 역할과 범위가 기존에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서부터 조금 이탈한

111)「平成１７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년 12월).

112)「平成１７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년 12월).

113)「방위계획대강 2004」이 제시한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방위

력’의 명칭이 길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박영준, 2015(b) 논문에서 줄인 명칭인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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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위계획대강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

만 향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점이다. 자

국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보다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지역

의 불안정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

반적 방위력’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문

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문제와 일체화하여 안전보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 국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

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제3국에 대

한 무력대응을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렇듯 새롭게

부상한 위협에서 형성된 위협인식과 이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응을 촉구

하는 안보 담론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방위개념의 변화를 예고하였

고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

지게 되었다.

2. 제1기 아베 정권과 안보법제간담회

1) 아베 신조

5년간의 장기집권을 마치고 퇴장하는 고이즈미 정권을 이어 받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였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

らの脱却)’을 국정의 핵심 이념으로 내세우며114) 야심차게 출범한 제1기

아베 정권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균형을 통한 안보체제 강화

로 수렴되어 가는 안보 담론 속에서 표류하는 일본의 안보정책을 바로잡

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새로 취임한 아베는 출신 배경

과 역사관 그리고 안보관 측면에서 고이즈미와 비교했을 때 우파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총리직을 수행한다면 고이즈미의 안보노선을

114) 최운도, “미일 관계와 일본의 국가전략: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일본연구

논총』, 44호 (2016),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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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도 완성하지 부분을 보다 더 과감히 채워 나갈 것

으로 기대되었다. 아베는 변화하는 위협인식과 안보 담론을 실질적인 정

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고이즈미 이상으로 강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정책 차원에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베의 안보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중 유력했던 가설은 아베가 집권 이후 ‘자주국가노선’을 추구할 것이

라는 것이었다. 아베가 자주국방론자라는 것은 그가 전형적인 ‘자주국가

론자’였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서 ‘가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직관적

인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아베가 지금까지 드러내 왔던 역사인식은 언급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아베의 배경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기

시와 같이 ‘자주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정계 입문 후 한 일련의 발언들만 나열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주국가

론자’의 염원은 국가가 순수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갖

추어야만 하는 것은 자국방어를 책임지는 국방군의 보유와 국방군의 주

체적 무력행사 권한이다.115) 아베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수차례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으며 정책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먼저 제약 없는 무력행사와 관련하여 아베는 고이즈미 정권의 관

방장관 시절 시행한 와세다 대학교 강연에서 선제공격에 대해 선제공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일본에 대해 공격 이루어질 때 “가만히 앉아

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면

서 주체적 무력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아베는 같은 자리에

서 탄도미사일과 원자력 폭탄에 보유문제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

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중 선제공격과 관련한 아베의 견해는 실

질적인 정책화로 이어져 2003년 6월 13일에 ‘무력공격사태 대처법’116)이

성립되어 무력공격의 징조가 있을 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117)

115) 纐纈厚, 『集団的自衛権容認の深層-平和憲法をなきものにする狙いは何か』,

(東京: 日本評論社, 2014), p. 11.

116)「武力攻撃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

る法律」(2003年6月), 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

housei.nsf/html/housei/15620030613079.htm,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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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무력행사를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국방군의 보유가 필수

적이다.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복수의 연설을 통해 전쟁을 방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국방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군

보유를 위한 아베의 신념은 2012년 4월 27일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국

헌법개정초안(日本国憲法草案)’에도 반영이 되어 헌법초안 9조에 “우리나

라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을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118)는 항이 추가되었다.

2012년도에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국 헌법개정초안’에 드러난 국방군의

창설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주체적인 무력행사에 대한 의지와 더

불어 아베가 궁극적으로 ‘자주국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

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악화

또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아베가 집권하여 추구한 것은 ‘자주국가’ 건설과는 다소 거

리가 있는 것이었다. ‘자주국가론’의 핵심은 자주(自主)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교에 있어서 동맹과 같은 협조노선 대신 독자노선을 구

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의 핵심 축이었던 미일

동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방군을 창설하여 무력행

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국가’와 ‘보통국가’가 추구하

는 바가 같지만 ‘자주국가’가 독자노선을, ‘보통국가’가 미일 동맹과 같은

협조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관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아베가

안보정책에서 추구한 것은 ‘자주국가’ 대신 ‘보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동맹으로 거듭나되 전후 일본의 번영을 가능하

게 한 미일 동맹 체제를 존속시키며 강화하는 것이었다.119) 아베의 국가

론은 2006년 총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출간한 『아름다운 나라로(美

117)『サンデー毎日』 2002년 6월 11일 p. 26 재인용; 纐纈厚, 2014 p. 11.

118)「日本国憲法改正草案」(2012年4月), 자민당 홈페이지, https://jimin.jp-east-2.st

orage.api.nifcloud.com/pdf/news/policy/130250_1.pdf, (최종검색일: 2008년 11월

8일).

119) Cheol Hee Park, “Conservative Conceptions of Japan as a ‘Normal Country’:

Comparing Ozawa, Nakasone, and Ishihara,” in Yoshihide Soeya, Masayuki

Tadakoro, and David A. Welch (eds.) Japan as a ‘Normal Count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1),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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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い国へ)』에 외할아버지 곁에서 겪었던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1960년의 안보투쟁 당시를 회고하는 대목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조부는 당시 이 편무적인 조약을 대등에 가까운 조약으로 만들어,

독립국가로서의 요건을 우선 충족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으로써

생각해 본다면 일미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자립을 실현하려는

정치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조

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진지한 정치가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떠들썩한 비난을 받아치며 보여준 의

연한 자세는 온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잘못된 것은 안

보반대를 외치는 그들 아닌가. 성장하며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

었다.”120)

편무적인 조약을 대등한 조약으로 승격시켜 독립국가로 거듭나려

고 했던 현실적인 방책을 택한 외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것으

로 알 수 있듯이 아베가 추구하는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과 같은 협조노

선에서 완전히 탈선하여 ‘자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베에게 있어

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일 동맹 또한 그만큼 중요

한 것으로 ‘자주국가’ 대신 ‘보통국가’가 되는 것은 독립과 동맹 그리고

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시가 실현하고자 했던 ‘지극히 현실적

인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도 집권초기에는 우려와는 다르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아시아의 주변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역사관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는 고이즈미보다 더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

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베는 본인의 신념인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첫 해외 순방지를 북경으로 정

하여 다녀오는 등 고이즈미 시절 망가진 아시아 외교 회복을 위한 노력

120) 安倍真三, 『新しい国へー美しい国へ完全版』(東京: 文藝春秋, 2013),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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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였다. 동시에 인도와 호주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넓히는 ‘가치관 외교(価値観外交)’와 국제사회에 보다

더 공헌하기 위한 ‘주장하는 외교(主張する外交)’를 펼칠 것을 공언하였

다.121) 하지만 결국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다른 노선을 추

구하는 국가와는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관 외교와 주장하는 외교

는 결국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의 색채를 지울 수 없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아베의 안보정책의 핵심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안보법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었

다.

2) 안보법제간담회와 집단적 자위권 논의

아베의 안보노선은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

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국가’는 동맹을 구축할 때 일방적으로 동맹국에 의존하는 편무적 동맹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쌍무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

을 통해 동맹을 강화한다. 대등한 동맹관계는 이에 걸맞은 안보부담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후 일본은 1960년 당시

미일 안보조약 조약을 개정하였지만 이것은 기시의 말대로 ‘대등에 가까

운 조약’으로 조약 내 편무성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일

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고도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걸프전쟁을 계기

로 ‘피를 묻히지 않는 동맹’이라는 오명을 쓰는 등 동맹으로서 안보측면

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이었다.

대등한 동맹을 위해서는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무력

행사를 통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력행사를 국제법에서

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동

맹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121) 佐橋亮, 2017,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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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국제법상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헌법상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풀기 위해 헌법자체를 개정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겠지만 아베가 처음 집권할 당시 개헌에

대한 여론이 아베에 유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아베는 기존의 헌법의 범위

안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한 방책을 실행에 옮

겼다. 바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개헌 대신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해석변경’은 아베가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었다. 아베는 중의원 국

회의원 신분이던 2000년 5월 11일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화두에 오르자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나 행사하지 못하는 일

본을 재산권은 있으나 심신 상실과 같은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금치산자(禁治産者)’로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기존의 헌법

해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droit naturel, 즉 자연권입니다. 자연권

이라는 것은 오히려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헌

법을 만들기 전부터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로서는 있

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이론으로 예전에 있었

던 ‘금치산자,’ 지금은 없습니다만 금치산자의 경우 재산의 권리는

있으나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금치산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정치선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조 여하에 관계없이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가 있으며 행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122)

122) 아베는『아름다운 나라로』에도 2000년 5월 헌법조사회회의에서 비유로 사용

한 ‘금치산자’라는 용어를 반복하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

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147회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의기록

(20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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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아베가 선택한 방법은 정공법으로 헌법해석

을 막고 있는 내각법제국을 포섭하는 것이었다. 아베는 당시 내각법제국

장관을 맡고 있었던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礼壹)를 관저에 무려 3차례

불러 설득하는 등 내각법제국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미야자키 내각법제국 장관은 장관 이하 간부의 사임까지 거론하

며 거세게 저항하며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

다.123) ‘무결점’이 전제가 되며 법리와 경험으로 무장한 내각법제국을 아

베가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각법제국이 수십 년 간 지켜온 ‘국제

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 불가’한 기존의 헌법해석을 뒤집는 일은 아베의

의지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헌법의 수호자’ 내

각법제국의 벽은 견고했다.

‘헌법의 수호자’인 내각법제국 장관을 직접 설득하여 집단적 자위

권에 대한 해석변경을 통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아베는 고이즈미와 같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베는 내각법제국의 저

항에 직면하자 우회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

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법제간담회)」라는 유식자 간담회를 설치하

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를

내각이 채택하는 방식이었다. 아베는 2007년 1월에 시행한 166회 내각총

리대신 시정방침연설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한 안전보장 관

련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가 헌법

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유형에 입각해, 연구를 진행하겠다.”124)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

석을 새롭게 검토할 의사를 천명하였다.

「안보법제간담회」는 간담회 의장인 이나이 쥰지(柳井俊二) 외 12

명의 ‘유식자’를 주축으로 2007년 5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출범

하였다.125) 모든 간담회 회의는 총리 주재 회의로 총리가 문제의식을 표

123)『산케이신문』, 2010년 2월 3일 재인용; 佐瀬昌盛, 2014, pp. 173.

124)「第166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내각관방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abespeech/2007/01/26sisei.html, (최종검색일: 2018

년 10월 31일).

125) 간담회 멤버는 관료, 재계, 자위대, 학계,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관료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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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 회의

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요지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보

고되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형태로 관

저에 제출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먼저 냉전 이후 안전보장

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와 이것의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것들을 보유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의 행사를 불사하는 국가와 테러집단으로 인해 위협요인이 다양화되

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간담회는 헌법

9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개념이 과도하게 강화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경우에 따라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간담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이건 집단적 자위권이건 국내법의 정당방

위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있어, 그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이다. 그 남용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 행사를

허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취해 왔기 때문에 개별적 자위

권의 개념이 부당하게 확대되었다고 느낀다.” 126)

는 외무사무차관을 지낸 이나이 준지(柳井俊二)와 외무성 정보조사국장을 지낸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방위사무차관을 지낸 사토 겐(佐藤謙)이 포진하

였고 재계에서는 JR東海 회장 카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가 포함되었다. 자위

대 출신으로는 통합막료회의의장을 지낸 니시모토 테츠야(西元徹也)가 합류하

였다. 학계에서는 이와마 요우코(岩間陽子)와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사카

모토 카즈야(坂元一哉), 사세마사 모리(佐瀬昌盛),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와 같이 정치학자들이 다수였으며 법학자는 국제법학

자 무라세 신야(村瀬信也) 헌법학자는 니시 오사무(西修) 두 명이었다.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 수상관저 홈페

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onkyo.pdf,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5일).

126)「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第１回）（５月１８日）会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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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간담회는 첫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헌법은 자위

권의 행사,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

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법제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간담회의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

에서 대두되는 4가지 사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른바 ‘4유형’으로

불리는 4가지 사례는 첫째 공해상 미국 함정 방어, 둘째 미국 발 탄도미

사일 방어, 셋째 국제평화활동 시 자위대의 무력사용, 넷째 국제평화활동

시 후방지원을 말한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공해상 미국함정의 방어의 경우 공해에서 미

국과의 연합훈련 중 미국의 함정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로 일본이

공격을 받는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레이더에 탐지될 경우로 이

때 미국은 물론 미일 동맹을 위해 해당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셋째 유형은 국제평화활동 수행 시 같은 활동에 종사하

는 타국 군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로 공격받는 타국 군 보호를 위해

필요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국제평

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타국의 후방지원 문제에 관한 것으로 수송, 보급,

의료 등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는’ 후방지원만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간담회는 이와 같은 4가지의 유형에 대해 최

종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일본이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없다면 그것

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의 해석을 촉구하였다.127)

4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공해상 공격 받는 미국 함정 방어

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미국발 탄도미사일 요격은 집

終了後の柳井座長による記者ブリーフ要旨」, https://www.kantei.go.jp/jp/

singi/anzenhosyou/dai1/zachou_yousi.pdf, (최종검색일: 2018년 10월

20일).
127)「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08年6月), 수상관저 홈

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houkokusho.pdf, (최종

검색일: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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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자위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으로「안보법제간담회」의 문제

의식과 제언은 결국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담

회의 ‘제언’은 어디까지나 4가지 유형에 한해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

는 것으로 72년의 ‘자료’나 81년의 ‘답변서’의 헌법해석을 통째로 부정하

는 것은 아닌 제한된 헌법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다.128) 더불어

아베의 자민당이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아베가 건강상

의 이유로 뜻밖에 퇴진하는 일련의 악재로 간담회는 5회의 회의를 끝으

로 부랴부랴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저에 제출하였고 그나마 후임 수상들

인 후쿠다와 아소에 외면당하며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안보법제간담회의 유식자들의 문제의식은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

에 따른 안보 담론의 변화, 즉 다양화된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안보 담론으로의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민주당 정권의 안전보장 정책

1) 자민당 안전보장 정책의 관성

아베의 퇴장 이후 민주당의 정권교체까지 자민당 정권을 책임진

것은 후쿠다와 아소였다. 후쿠다는 전임 총리들과 같이 적어도 원칙상으

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악화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

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후쿠다표 외교는 “일미 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의 추진력이 공명(共鳴)하여 모든 아시아의 나라의 안정과 성장이

뿌리내리도록 적극적 아시아 외교를 추진하겠다.”는129) 공명외교(共鳴外

交)로 선언하며 미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양립시키려고 하였다.

128) 佐瀬昌盛, 2012, p. 178.
129)「第１６８回国会における福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hukudaspeech/2007/10/01syosin.html, (최종검

색일: 2018년 11월 8일).



- 61 -

아소 또한 제1차 아베 정권 당시 외무대신으로서 주장했던 ‘자유와 번영

의 호(自由と繁栄の弧)’ 구상을 통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넘

어 유라시아와 인도양을 아우르는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안보정책 측면에서 후쿠다는 네지레 국회(ねじれ国会)라는 난국 속

에서 안전보장정책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전 정권에서 의욕적

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구상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

존의 헌법해석을 재검토하는 「안보법제간담회」보고서는 자연스럽게 보

류되었다.130) 반면에 아소는 안보정책 차원에서 성과를 내는 것에 소극

적인 모습을 보였던 후쿠다와는 다르게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전을 위해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

談会(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출범시켰다.「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는 이전의 안보환경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위상

이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적으로도 저출산과 재정문제로 보다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국

가안전보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후쿠다가 외면한 제1차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간담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31) 정권이 오래 지속되

었다면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가 주장한 사항들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었지만 아소 정권 또한 전임 수

상들과 마찬가지로 ‘네지레 국회’라는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하며 정권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간담회는 자민당이 총선에 승리하여 정권이 이어

지기만을 기도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2009년 총선 당시 선거공약을 통해 자민당과의 차

별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예고하였다. 민주당이 2009년 총선 당

시 대외정책 공약을 요약하자면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을 통한 미일 지

130) 佐橋亮, 2017, p. 189.

131)「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2009年8月),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ww

w.kantei.go.jp/jp/singi/ampobouei2/090928houkoku_j.pdf,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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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정과 기지문제 재검토와 아시아 외교 강화’132)이다. 이것은 ‘미일 동

맹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미일 관계와 억지력 강화’를133) 약속한 자민당

과는 매우 상반되는 대외정책 접근법이었다. 여기서 민주당은 대외정책

에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보장정책 차

원에서 구체성을134) 보인 자민당과는 다르게 안전보장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안보정책에서 미일 동맹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왔던 자민당의 정

책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정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총선은 민

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민주당은 뒤늦게나마 안전보장정책에 대한 구상

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설치된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

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

会)」135)였다. 하지만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민주당은 새로운 방위계

획대강 발전에 착수하며 자민당의 방위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상당부분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자민당이 안보정책을 발전시키며 기존에 해왔던 방식인 관

료주도 작성과 유식자 동원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에서도 확인되

었으며 동원한 유식자들의 성격에서도 드러났다.「새로운 시대의 안전보

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

会)」멤버는 山本正(야마모토 타다시)와 게이오 대학 교수이자 아시아

공동체론에 친화적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등 신선한 인물이 기용

되기도 하였으나 이와마 요우코(岩間陽子)는 제1차 아베 정권 당시 「안

보법제간담회」의 주축 멤버였으며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는 아소 정

권에서 설치됐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의 멤버, 그리고

132)『요미우리신문』, 2009년 7월 28일.

133)『요미우리신문』, 2009년 8월 3일.

134) 자민당은 2009년 총선 당시 안전보장정책 부분 공약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에서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 인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의 요격이나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하는 미군 함정의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필

요한 안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요미우리신문』, 2009년 8월 3

일.

135) 간담회 멤버는 게이한전력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토 요시타카(佐藤茂雄)를 좌

장으로 이와마 요코(岩間陽子),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소에야 요시히데(添谷

芳秀), 히로세 다카코(広瀬崇子), 마츠다 야스히로 (松田康博), 야마모토 다다시

(山本正)와 같이 관계, 학계, 재계를 아우르는 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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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는 후쿠다 야스오의 외교 책사로 자민당의 색채

가 강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민주당 표 ‘정치주도’ 정책결정과정

을 시현하기 위해 설치한 「사대신회합(四大臣会合)」에 아베의 외교 책

사 기타오카 신이치가 포함되는 등 인사 측면에서 자민당의 그늘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136) 또 중국의 부상 즉 국방비 예산지출 증가와 불투명한

국방비 사용,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적 행보로 대변되는 대

외환경의 악화로 민주당은 자민당이 추구하던 현실주의 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137) 이러한 현실주의 안보정책은 새롭게 개정된「방위계

획대강 2010」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동적 방위력’ 개념

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전 대강인 「방위계획대강 2004」은 전후 일본

정부가 고수해오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계승하면서 재난방지와 인도

적 지원,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냉전이 종결되고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고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면서 보다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전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방위계

획대강 2010」은 당면한 안전보장환경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사태의 징후가 나타나고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화됨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한 즉응성과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보다 동적인 방식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

라 「방위계획대강 2010」은 각종 사태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억제와 대

처를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 태평양을 물론 글로벌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폐기하고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의해 지탱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구축할 것을 선언하였다.138) 사실 즉응성, 기동성, 유연

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의해 지

136) 細谷雄一, “防衛大鋼改正,” 中治堅(編), 『二つの政権交代: 政策は変わったの

か』, (東京: 勁草書房, 2017), p. 227.

137) 佐橋亮, 2017, pp. 184-185.

138)「平成２３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0年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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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되는 방위력은 「방위계획대강 2004」에서 제시된 ‘다기능 탄력적 방

위력’을 말한다. 따라서 ‘동적 방위력’은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며 이

전 대강에서 제시된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계승 및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동적 방위력’ 개념의 도입은 방위의 역할과 공간적 범

위를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적 방위력’ 개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위계획대강」의 <별지>와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1-2015)」에 명

시된 자위대의 전략증강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삭감을 결정한 일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운용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육상자위대 병력과 전차와

화포와 같은 주력장비를 삭감하는 대신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각종 사태

와 위협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자위대와 해상자

위대 전력은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가시키고 미사일방위체제 강화를 위

해 이지스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것, 지대공 유도탄 PAC-3 체계

도 3개 고사군에서 6개 고사군으로 증가한 것,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급

유수송부대를 강화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139) 따라서 ‘동적

방위력’ 개념은 새롭게 부상한 탄도미사일과 테러리즘과 같은 복합적인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군과 같은 정적인 전력은 줄이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원거리투사능력과 같은 동적인 전력을 강화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당 정권기 집단적 자위권 논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된 범

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헌법개정 의지 또한 피력해 온 반면에

민주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이 동맹의 강화와 헌법개정에 비판적이며 자위대의

139) 박영준, “방위계획대강 2010과 일본 민주당 정부의 안보정책 전망”, 『일본공

간』, 제9권 (201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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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40) 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2009년 총선 공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9년 총선 당시 자민당은 안전보장정책 공약 중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의 탄도미사일 요격’과 ‘일본과 함께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미국의 함정

보호’를 제시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의 우회적으로 필요성

을 우회적으로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2009년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집단

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보정책 자체가

공약에 없었다. 더불어 2009년 총선 민주당 당선자들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선호가 압도적으로 낮았던 것 또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

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다.141)

민주당 정권에 내에서 제1기 아베 정권 당시 직접적으로 제기되었

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2000

년대부터 형성되어 오고 있는 주변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의 연장선

에서 동맹 강화와 강병 그리고 이를 위한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한 ‘동

적 방위력’ 개념의 도입, 무기수출제한 완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논

의 등의 제도와 정책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자민당 정권이 다시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 정권 내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 안보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안보정책이 단순히 정권교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기의 안보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142) 2000년대 이후

140) 권태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과 자위대 전력증강”, 『한일군사문화연

구』, 제8권 (2009), p. 30.

141) 2009년 중의원 선거 민주당 당선자 중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찬성성향은

19.5% 였으며 유보는 36.7%, 반대성향은 43.6%로 찬성성향을 가지는 민주당

당선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았다.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03-2014), 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index.html, (최종검색

일: 2018년 10월 1일)

142) 細谷雄一, 2017,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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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테러 위협으로 일본은

정권을 막론하고 현실주의적 안보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

제46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는 안전보장정책에서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그 중 눈

에 띄는 것은 바로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의 수립과

「방위계획대강」의 재검토였다. 전후 일본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에 준하는 전략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

라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1957년에 3월 20일에 각의 결정된 「국방의 기

본방침(国防の基本方針)」에 따라 수립되고 있었다. 전후 모든 방위정책

의 근간으로 기능해 온「국방의 기본방침」은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유엔과 일본의 국내 기반, 방위력,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143)

하지만 국방의 기본방침은 일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과 미일

동맹, 그리고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었다. 유사시 피지원국으로서 지원국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

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제사

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144) 전략으로서 한계가 명확했던 「국방의 기본방침」대

신 “미국의 국방전략서 및 군사전략서와 같은 전략문서 격의 역할을 수

행한 것은 바로 「방위계획대강」이었다.”145)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본방침, 방위력의 의의

또는 역할, 여기에 이것들에 기반을 둔 자위대의 구체적인 체제, 주요장

비의 정비 목표 수준이라는 향후 방위력의 기본적 지침을 나타내는

143) 防衛省, 『平成25年版防衛白書』, (防衛省, 2013), p. 103.

144) 樋渡由美, 『専守防衛克服の戦略―日本の安全保障をどう捉えるか』, (東京: ミ

ネルヴァ書房, 2012), pp. 60-61.

145) 박영준, 2015(b),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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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46)으로 특히 대강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는 방위예산 작성의 근간이

며 자위대의 예산작성을 구속한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방전략,

군사전략과 같이 체계적인 전략문서를 보유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일

본에서는 국가전략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대체하는 것으로서

전수방위와 평화헌법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비핵3원칙이나 집단적 자

위권의 부정,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과 이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칙과 이념으로는 자위대의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147) 1976년에 처음으로

수립된 「방위계획대강」은 개정을 거듭하며 당면한 외부환경에 맞게 진

화하고 있었다. 아베가 재집권한 시점에는 외부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고 판단이 확산되었던 시기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방위계획대강」개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략문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위계획대강」의 성

격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을 중

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아베에게 있어서 다른 ‘보통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국가전략서가 일본

에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아베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2013년 9월 10일 「안전보장과방위력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と防衛力に

関する懇談会)」를148) 설치하여 기존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고 전

략문서에 준하는「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

다. 이렇게 하여 2013년 12월 17일 나란히 탄생한 것이「국가안전보장전

략」과「방위계획대강 2013」이었다.

146) 防衛省, 2013, p. 107.

147) 樋渡由美, 2012, p.61

148) 간담회는 北岡伸一 (국제대학장)을 좌장으로 折木良一(전통합막료장, 방위상 보

좌관), 海老原紳(스미토모상사고문, 전 주영대사), 谷內正太郞(내각관방참여, 전

외무사무차관), 福島安紀子(동경재단 상석연구원), 中西輝正(교토대 명예교수),

中江公人(방위성고문, 전방위사무차관), 細谷雄一(게이오대학교수) 이 포진하였

다.「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2013年9月),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index.html, (최종검색

일: 2018년 11월 15일).



- 68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국가 간 세력균형의 변화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등의 위협,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도발행

위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외부위협으

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경제력과 기술력, 외교력,

방위력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은 물론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

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더불어 「국가안

전보장전략」은 일본이 여태껏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해상

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며 안정된 해양을 추구해

온 해양국가, 그리고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지키며 주변국에 위협을

되지 않았던 평화국가로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행위자로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본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149) 이를 통해 구체적으

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무력사태에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에 대한 협

력태세를 구축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가안보전략은 미일 간

의 방위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과 해적 대처, 재해구조, 해

양,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주일미군의 안

정적인 주둔을 위한 협력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150)

「방위계획대강 2013」역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분석한 세력균

형 변화, 대량살상무기로 비롯되는 외부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더 나아

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파생되는 위협에 대해서는 이전 방위대강과 일

관된 어조로 경계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중

대하면서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하였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상황’으로 지적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151) 더불어 새로 개정된 「방위계획

대강 2013」은 이전 대강에서 정립되었던 각종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동적 방위력’ 개념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새롭게 부상

하는 각종 사태에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

149) 박영준, 2015(a), p. 65.

150)「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년 12월).

151)「平成２６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年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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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은 그레이존 사태를 포함하여 자위대가 대

응해야 하는 새롭게 부상한 각종사태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능력을 강조하며 자위대의

기동성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152)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

력’ 개념은 「방위계획대강의」 <별지>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일본 정부는 기동성 강화와 도서 탈환 작전을

위해 상륙전력을 보유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상륙전력 확보를 위해 약

3000명 규모의 전력과 52개 상륙정 그리고 오스프리 수송 헬기를 조달하

도록 하였다.153)

“이상과 같이 탈냉전기 이후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규범 및 전략, 방위비, 실제 육해공 자위대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의 ‘반군사(anti-militarism)’적 경향은 약화

되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잠재적 위협 잠재적 위협에

대해 쓸 수 있고, 해외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보통국가적’ 군대

로서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통합방위기

동력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154)

이렇듯 일본은 자신이 우려하는 위협들 즉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각종 사태들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안보 개념을 보완하여 방위의

지리적 범위와 역할 제한을 철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위개념의 변

화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강화되어 온 안보개념이 개념상으로만 표류하는 것이 아

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여 일본 본토

에 대한 무력공격에 수동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 체제에서 벗

152) 박영준, 2015(a), p. 66.

153)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sentful Realism’ and Balancing China’s

Ris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9, Issue 2,

(Summer 2016) p. 144.

154) 박영준, 2015(a),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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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우방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세계 어디

에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후 안보체제가 집단

적 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된 2014년도 7월까지 지속됐던 것은 집단적 자

위권을 국제법 상으로는 보유하나 헌법상 행사가 불가하다는 절제된 해

석을 고수해 온 내각법제국이 건재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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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중전략 선호 변화와 국내정치과정

1. 대중전략 담론

1) 균형, 집단적 자위권, 안보체제의 변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전후 안보체제를 지배해 온 전수방

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전수방위 체제에서는 일본이 일본 본

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했다면 집

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은 이러한 제약을 풀어 타국이 공격을 받

았을 때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본토 방어 이외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이 각의 결정에 명시된 새로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한 ‘제한적’인 것이라고는

하나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건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해석에 달린

것으로 제약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공해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

에 있는 미국 해군의 함정이 중국의 해군의 함정과 충돌하여 이것이 일

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 근본부터 뒤

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단한다면 중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가

능하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이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결정인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21세기 들어 일본은 과거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며 미국을 위협하

던 위풍당당한 모습을 뒤로하고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내향적 정책으

로 장기간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점차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일본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장기 침체는 일본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실패할 경

우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별 볼 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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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일본은 대중국 정책노선을 보다 강경

한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155) 따라

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대중국 균형전략(balancing)인 것이 명백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전략’인 동시에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전략’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이 선명해

지는 가운데 동맹 미국에 기꺼이 무력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일본의 대

중국 ‘외적 균형전략’이다. 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으로 강화해온

안보정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전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무력사

용의 제한을 자체적으로 완화한 것은 일본의 대중국 ‘내적 균형전략’이

다. 구조현실주의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이 중일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빠

르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균형전략으로 인

한 긴장관계 형성으로 이해된다.156) 특히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의

특징에서 ‘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지정학적 발상’이 부각되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균형전략은 아베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157) 1972년의 중일국

교정상화 이후 관여(engagement)의 성격이 강했던 대중정책이 중국의

부상으로 균형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사실은 구조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158)

신고전현실주의는 국가가 균형전략을 시행할 때 세 가지 국내정치

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 합의

(elite consensus)와 지도층 단결성(elite cohesion), 정부 취약성

(government vulnerability)이다.159) 즉 외부위협에 대한 지도층의 합의,

균형전략에 대한 지도층의 단결, 균형전략에 대한 사회 지지층 단결, 정

155) 윤덕여,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전략”, 『전략연구』, 59호 (2013), pp. 66

-68.

156) 박병광, “중․일 대립관계 심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연구』, 제63호, (2014),

pp. 41-45.

157) 서승원,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관념화된 외

교와 지정학 게임의 불편한 동거”, 『아세아연구』, 60권 2호, (2017), p. 267.

158) Mochizuki, 2007, pp. 739-776.

159) Schweller, 2006,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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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집행을 위한 강력한 정부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 균형전략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가 일본을 선도하는 사회지

도층 내에서 외부 위협과 위협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

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균형전략이 이루어지려면

일본 사회 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외부위협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지도

층 즉 정치권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균형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가 있

고 정책 단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인들의 논의가 또 다른 지도층 즉 국내 정치권으로 어떻게 침투하여

균형전략으로의 수렴현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이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이라면

이로 인해 일어난 안보체제의 변화는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와

균형(balancing) 사이에서 갈등하는 국내정치과정 속에서 균형을 선호하

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2000년대 이후 위협으로 부상하

게 된 중국에 대해 바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일본 내에서

대중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한쪽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갈등과

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기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안보체제의 변화는 정치권의 대중 정책의 선

호가 전후 지속되어 오던 대중 관여 전략이 균형으로 전환된 결과였다.

2) 관여에서 균형으로: 친중 보수리버럴의 세력약화

통상 국가는 외부위협에 대해 균형(balancing) 또는 편승

(bandwagoning) 전략으로 대응한다. 균형전략은 우세한 위협에 맞서 동

맹을 맺는 것을 말하며 편승전략은 잠재적 적대국과 제휴하는 것을 말한

다.160) 하지만 부상하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국가전략을 균형과 편승

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는 양극단의 선택지를 채택하지 않는다. 일본의 대

중전략 또한 균형과 편승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에 치우치지 않으며 두 전

160) Stephen M. Walt,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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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조합 속 중간영역에서 어느 쪽에 기울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이 관

여적 성향이 강한지 균형적 성향이 강한지 파악이 가능하다.161) 2000년

대 이후 뚜렷해진 중국의 부상은 과거 관여적 대중 정책에서 막 시작된

(incipient) 균형적 대중정책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162)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중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은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의 흐름과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163) 1990년대 중반은 자민당 친

중 보수리버럴 주도의 정치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 노선이 적극적

역사화해 노선과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역사화해 노선을 이끈 자민당 친중 보수리버럴 세력의 약화가

이루어졌다.164) 10년간의 경제 쇠퇴기 이후 보수주의자인 마치무라(町村

信孝)와 호소다(細田博之) 파벌에 의해 자민당의 주류 보수파와 당권 장

악이 이루어진 것이다.165) 그 후 자민당은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보수 이데올로기를 호소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변

화는 고이즈미 정권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드러났다. 균형전략의 강화

의 연장선에서 가토 고이치와 야마사키 다쿠, 고가 마코토로 상징되는

자민당 내 친중 보수리버럴 세력은 고이즈미 집권기에 세력이 급격히 약

화되었다.166)

친중 보수리버럴의 세력약화는 중국 정계의 세대교체와 맞물려 자

연스럽게 일본과 중국 간의 소통창구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져 일본이 중

국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소통창구가 좁

아진 것은 지도층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관료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61) 양기웅·안정화, 2017, p. 238.

162)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sentful Realism’ and Balancing China’s

Ris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9, Issue 2

(Summer 2016), p. 139.

163) 이정환, 2018, p. 193.

164) 나카노 코이치, 2015 p. 108.

165) Christian G. Winkler, ‘Rising Right? Ideology and the 2012 House of Repres

entatives Election’, in Robert Pekkanen, Steven R. Reed and Ethan Scheiner,

eds., Japan Decides 2012: The Japanese General Election (Houndmills,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3), pp. 201–212.

166) 이정환, “2000년대 자민당 온건보수의 향방”,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일

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6), pp. 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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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결 이후 미일 동맹의 재편 과정 속에서 외무성 내에서 아메리칸

스쿨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이나 스쿨의 영향력 감소 현상이 가시

화되었다. 더불어 제2기 아베 정권 시기에는 대중 정책에 있어서 관여보

다는 균형을 선호하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와 같은 인사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167) 지도층 간의 소통 감소는

양국 간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 일본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기타 선택의 여지없이 균형전략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

였다.168) 더불어 자민당이 압승한 2012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

당선자 294명 중 초선 의원이 무려 120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이들이 중

국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통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은

균형전략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정권에 관계없이 균형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169)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으로 인한 안보체제의 뚜렷한 전환이 없었던

것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친중 보수리버럴이 건재했으며 관여와 균형

전략 논쟁 속에서 이들이 균형적으로의 빠른 전환을 막아왔기 때문일 것

이다.

2.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선호 변화

1) 자민당 내 인식변화

일본 지도층의 대중 균형 전략으로의 수렴현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정책 성향변화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 용인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균형전략이며 전후 안보체제를 지

배해 온 전수방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한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의 행사 용인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정책성향 변화 분석은 왜 제2기 아

167) Giulio Pugliese, “Japan's Kissinger? Yachi Shotaro: The State Behind the

Curtain,” Pacific Affairs, Vol. 90, Iss. 2 (June 2017), pp. 231-251.

168) Hughes, 2016, pp. 126-127.

169) 송화섭, 2016, pp. 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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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정권 때 안보체제의 변화가 선명히 드러났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집단적 자위권의 정부해석 변경에 대한 지도층의 성향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아사히 신문사와 다니구치

교수가 공동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 시점에 실시한 설문조

사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는 이슈가 되었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인의

성향분석을 시행한다. 선거 때마다 동일한 설문을 반복하기 때문에 선거

별 정치인들의 정책 성향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 신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 문제를 대폭 개선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170) 본 연구의 대상은 2003년도

제43회 중의원 총선거부터 2014년의 제47회 중의원 총선거까지의 자민

당 소속 ‘당선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성향이다.

아사히-다니구치 공동 설문조사는 모든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성향

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각 선거별로 자민당 후보자로

대상을 좁히고 그 중에서도 각 선거에서 당선하여 국회에 입성한 자들의

정책성향으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민당 당선자만 분석하는 이유는

2009년 중의원 총선거를 제외하고 55년 체제 속에서 언제나 과반수를 득

표하는 여당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며 안보 담론을 형성하고 담론에

기반을 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당인 자민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

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분석대상과 분석결과는 <표4-1>

에 나타내었으며 변화 추이에 대한 이해를 보조하기 위해 <그림 4-1>

의 바 그래프를 추가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성향이 찬성

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전체 수치뿐만 아

니라 성향에 당선인의 이름 또한 정리하였다. 당선인 별 성향은 각 총선

별로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에 정리하

였다.

170)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0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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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성향

[그림4-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정책성향 변화 추이

응답항목

중의원 선거

43회(2003) 44회(2005) 45회(2009) 46회(2012) 47회(2014)

찬성 14.9 19.7 32.7 71.4 60.4

찬성편 29.2 29 44.5 25 36.7

유보 36.1 28.6 20 3.3 1.8

반대편 10.4 13.9 2.7 0.4 0.7

반대 9.4 8.9 0 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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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2003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2003년 제43회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당선자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 선호 조사 (237명)

찬성

(30명)

武部勤 中野正志 早川忠孝 島村宜伸 平沢勝栄 桜田義孝 小此木八郎 桜井郁三

河野太郎 中馬弘毅 中山泰秀 田野瀬良太郎 谷本龍哉 逢沢一郎 熊代昭彦

中川秀直 平井卓也 中谷元 麻生太郎 三原朝彦 谷川弥一 松岡利勝 衛藤征士郎

岩屋毅 中山成彬 山中貞則 森岡正宏 小池百合子 野田毅 佐藤錬

찬성편

(59명)

町村信孝 今津寛 津島雄二 江渡聡徳 木村太郎 伊藤信太郎 野呂田芳成 塩谷立

赤城徳彦 額賀福志郎 永岡洋治 船田元 笹川尭 谷津義男 今井宏 新井正則

山口泰明 三ツ林隆志 中西一善 小林興起 萩生田光一 松野博一 後藤田正純

水野賢一 実川幸夫 松本純 菅義偉 田中和徳 斉藤斗志二 亀井善之 長勢甚遠

松宮勲 高木毅 武藤嘉文 青山丘 杉浦正健 大村秀章 山本明彦 宇野治 左藤章

砂田圭佑 大前繁雄 河本三郎 岸田文雄 佐藤信二 山口俊一 小里貞利 金田英行

八代英太 山本有二 原田義昭 今村雅弘 衛藤晟一 蓮実進 萩山教厳 鈴木淳司

加藤勝信 仲村正治 渡辺博道

유보

(73명)

石崎岳 山下貴史 大島理森 鈴木俊一 西村明宏 遠藤利明 根本匠 梶山弘志

丹羽雄哉 森山真弓 佐藤勉 茂木敏充 尾身幸次 小渕優子 中野清 大野松茂

増田敏男 与謝野馨 鴨下一郎 松島みどり 鳩山邦夫 伊藤達也 浜田靖一 村井仁

山際大志郎 堀内光雄 保坂武 近藤基彦 綿貫民輔 瓦力 岩崎忠夫 自見庄三郎

野田聖子 棚橋泰文 藤井孝男 古屋圭司 近藤浩 平田耕一 三ツ矢憲生 小西理

岩永峯一 田中英夫 北川知克 西野あきら 竹本直一 谷公一 渡海紀三朗 滝実

奥野信亮 平沼赳夫 橋本龍太郎 増原義剛 高村正彦 河村建夫 安倍晋三 山本拓

木村義雄 塩崎恭久 小野晋也 山本公一 金子恭之 嘉数知賢 吉野正芳 二田孝治

萩野浩基 佐田玄一郎 小島敏男 西川公也 植竹繁雄 江崎洋一郎 倉田雅年

福井照 河井克行

반대편

(21명)

小野寺五典 土屋品子 菅原一秀 下村博文 甘利明 宮腰光寛 小坂憲次 後藤茂之

宮下一郎 原田令嗣 柳沢伯夫 望月義夫 田村憲久 谷畑孝

中山太郎 石田真敏 村田吉隆 林田彪 園田博之 西銘恒三郎 岡本芳郎

반대

(19명)

玉沢徳一郎 坂本剛二 葉梨康弘 小泉龍司 小杉隆 木村勉 伊藤公介 井上信治

林幹雄 鈴木恒夫 河野洋平 稲葉大和 上川陽子 川崎二郎 西田猛 中村正三郎

大野功統 渡辺具能 七条明

미응답

(35명)

遠藤武彦 佐藤剛男 渡辺喜美 石原伸晃 谷垣禎一 石破茂 村上誠一郎 古賀誠

保利耕輔 北村誠吾 保岡興治 津島恭一 橘康太郎 柳本卓治 北村直人 中川昭一

福田康夫 森英介 小泉 純一郎 馳浩 森喜朗 伊吹文明 細田博之 西川京子

池田行彦 亀井静香 宮澤洋一 久間章生 宮路和明 金子一義 亀井久興 森田一

能勢和子 松下忠洋 竹下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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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200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2005년 제44회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당선자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 선호 조사 (296명)

찬성

(51명)

江渡聡徳  伊藤信太郎  遠藤武彦  赤城徳彦  額賀福志郎  臼井日出男  薗浦健太郎

渡辺博道  桜田義孝  平将明  菅原一秀  松本洋平  井上信治  菅義偉  小此木八郎  

亀井善之  森喜朗  高木毅  中川泰宏  中馬弘毅  関芳弘  奥野信亮  逢沢一郎  中

川秀直  木村義雄  大野功統  福井照  古賀誠  麻生太郎  三原朝彦  玉沢徳一郎 

西川京子  松岡利勝  岩屋毅  保岡興治  宮路和明  嘉数知賢  中野正志  杉村太蔵  

愛知和男   渡部篤  吉田六左エ門  佐藤ゆかり  篠田陽介 山本朋広  井脇ノブ子  

松浪健四郎  遠藤宣彦  山本幸三  木原稔  佐藤錬

찬성편

(75명)

石崎岳  津島雄二  鈴木俊一  西村明宏  小野寺五典  丹羽雄哉  柴山昌彦  中野清 

大野松茂  坂井学  御法川信英  佐藤勉  茂木敏充  新藤義孝  今井宏  鍵田忠兵衛

山口泰明  松野博一  水野賢一  浜田靖一  深谷隆司  石原宏高  越智隆雄  石原伸

晃  鴨下一郎  木村勉  木原誠二  萩生田光一  松本純  桜井郁三  河野太郎  馳浩  

武藤容治  金子一義  塩谷立  海部俊樹  江崎鉄磨  大村秀章 上野賢一郎  野田毅  

岩永峯一  中山泰秀  盛山正仁  木挽司  大前繁雄  西村康稔  戸井田徹  谷川弥一 

野瀬良太郎  石破茂  岸田文雄  山本公一  山本有二  渡辺具能  近江屋信広  瓦力 

中山成彬  小里泰弘   西本勝子  林田彪  吉川貴盛  飯島夕雁  岡部英明  冨岡勉

金子善次郎  中根一幸  土屋正忠  赤池誠章  斉藤斗志二  倉田雅年  土井真樹  

杉田元司   阿部俊子  平口洋  寺田稔

유보

(74명)

町村信孝  木村太郎  遠藤利明  梶山弘志  森山真弓  佐田玄一郎  谷津義男  早川

忠孝  新井悦二  小島敏男  土屋品子  山中〓子  松本和巳  森英介  実川幸夫  

小池百合子  林潤  山内康一  田中和徳  赤間二郎  山際大志郎  宇野治  大塚高司 

稲葉大和  宮腰光寛  稲田朋美  山本拓  宮下一郎  片山さつき  丹羽秀樹  七条明

鈴木淳司  山本明彦  三ツ矢憲生  川条志嘉  渡嘉敷奈緒美  高市早苗  二階俊博  

北川知克  西野あきら  谷畑孝  岡下信子  渡海紀三朗    細田博之  河井克行  高

村正彦  福田良彦  河村建夫  安倍晋三  後藤田正純  太田誠一  福岡資麿  久間章

生  園田博之  西銘恒三郎  坂本剛二  西川公也  

浮島敏男  若宮健嗣  長島忠美  二田孝治  牧原秀樹  藤田幹雄  福田峰之  

萩山教厳  馬渡龍治  藤野真紀子  藤井勇治   清水鴻一郎  萩原誠司  橋本岳  岡

本芳郎   広津素子  安次富修

반대편

(36명)

根本匠  葉梨康弘  船田元  笹川尭  福田康夫  小渕優子  小杉隆  松本文明  下村

博文  松島みどり  鈴木恒夫   長勢甚遠  北村茂男  小坂憲次  後藤茂之  原田令嗣  

伊藤忠彦  田村憲久  西田猛  竹本直一  谷公一  谷本龍哉  赤沢亮正  平井卓也  

塩崎恭久  小野晋也  原田義昭  鳩山邦夫  北村誠吾  中森福代  小野次郎  井沢京

子  甘利明  並木正芳  加藤勝信  高鳥修一  

반대편

(23명)

武部勤  秋葉賢也  亀岡偉民  吉野正芳  林幹雄  島村宜伸  小川友一  伊藤公介  

河野洋平  上川陽子  柳沢伯夫  望月義夫  杉浦正健  松浪健太  石田真敏  中谷元  

山崎拓  鈴木馨祐  猪口邦子  安井潤一郎  仲村正治  永岡桂子  平田耕一

미응답

(37명)

中川昭一  大島理森  土井亨  加藤紘一  渡辺喜美  三ツ林隆志  田中良生  与謝野

馨  平沢勝栄  伊藤達也  小泉純一郎  近藤基彦  棚橋泰文  木村隆秀  川崎二郎  

伊吹文明  谷垣禎一  中山太郎  井上喜一  河本三郎  竹下亘  村田吉隆  宮沢洋一  

村上誠一郎  金子恭之  衛藤征士郎  今津寛  佐藤剛男  尾身幸次  江崎洋一郎  

大塚拓  清水清一朗  近藤三津枝  柳本卓治  矢野隆司  増原義剛  長崎幸太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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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2009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 선호 조사

찬성

(36명)

町村信孝 江渡聡徳 永岡桂子 新藤義孝 小池百合子 下村博文 井上信治

菅義偉 小泉進次郎 馳浩 北村茂男 稲田朋美 高木毅 棚橋泰文 古屋圭司

西村康稔 高市早苗 田野瀬良太郎 二階俊博 石破茂 逢沢一郎 中川秀直

大野功統 鳩山邦夫 武田良太 今村雅弘 谷川弥一 北村誠吾 坂本哲志

衛藤征士郎 江藤拓 古川禎久 小里泰弘 長島忠美 河井克行 山本幸三

찬성편

(49명)

伊東良孝 武部勤 木村太郎 遠藤利明 額賀福志郎 茂木敏充 福田康夫

小渕優子 柴山昌彦 松野博一 斎藤健 林幹雄 森英介 平将明 石原伸晃

菅原一秀 鴨下一郎 平沢勝栄 松本純 田中和徳 甘利明 長勢甚遠 宮腰光寛

橘慶一郎 金子一義 塩谷立 大村秀章 田村憲久 三ツ矢憲生 谷垣禎一

松浪健太 西野あきら 竹本直一 石田真敏 赤沢亮正 細田博之 近藤三津枝

阿部俊子 加藤勝信 河村建夫 平井卓也 塩崎恭久 山本公一 福井照 岩屋毅

山本有二 金子恭之 柳本卓治 竹下亘

어느 쪽도

아님

(22명)

大島理森 小野寺五典 金田勝年 梶山弘志 佐藤勉 浜田靖一 河野太郎

山本拓 野田聖子 谷畑孝 谷公一 岸田文雄 山口俊一 後藤田正純 村田吉隆

村上誠一郎 中谷元 古賀誠 園田博之 徳田毅 森山裕 佐田玄一郎

반대편

(3명)
加藤紘一 吉野正芳 川崎二郎

반대(0명)

미응답

(9명)

与謝野馨 森喜朗 伊吹文明 高村正彦 安倍晋三 麻生太郎 保利耕輔 野田毅

秋葉賢也



- 81 -

[표4-5] 2012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2012년 제46회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당선자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 선호 조사(294명)

찬성

(197명)

吉川貴盛 高木宏寿 町村信孝 今津寛 伊東良孝 前田一男 堀井学 中川郁子

武部新 津島淳 大島理森 木村太郎 高橋比奈子 鈴木俊一 橋本英教 藤原崇

土井亨 秋葉賢也 小野寺五典 冨樫博之 御法川信英 亀岡偉民 根本匠 坂本剛二

額賀福志郎 梶山弘志 石川昭政 丹羽雄哉 船田元 簗和生 茂木敏充 笹川博義

新藤義孝 黄川田仁志 大塚拓 山口泰明 今野智博 野中厚 土屋品子 三ツ林裕巳

田中良生 小林鷹之 松野博一 薗浦健太郎 渡辺博道 斎藤健 桜田義孝 秋本真利

林幹雄 森英介 浜田靖一 白須賀貴樹 山田美樹 辻清人 石原宏高 平将明 林田彪

若宮健嗣 越智隆雄 松本文明 菅原一秀 小池百合子 下村博文 鴨下一郎 坂井学

松島みどり 秋元司 大西英男 土屋正忠 松本洋平 木原誠二 小田原潔 萩生田光一

井上信治 松本純 菅義偉 小此木八郎 山本朋広 鈴木馨祐 福田峰之 田中和徳

星野剛士 赤間二郎 義家弘介 牧島かれん 馳浩 山際大志郎 斎藤洋明 金子恵美

長島忠美 高鳥修一 田畑裕明 橘慶一郎 稲田朋美 高木毅 宮川典子 中谷真一

木内均 武藤容治 古屋圭司 宮沢博行 望月義夫 吉川赳 勝俣孝明 城内実 塩谷立

熊田裕通 東郷哲也 神田憲次 丹羽秀樹 伊藤忠彦 八木哲也 青山周平 大見正

根本幸典 島田佳和 田村憲久 三ツ矢憲生 大岡敏孝 上野賢一郎 武村展英 中谷元

武藤貴也 田中英之 谷垣禎一 安藤裕 中山泰秀 北川知克 渡嘉敷奈緒美 大塚高司

原田憲治 竹本直一 関芳弘 藤井比早之 大串正樹 山田賢司 西村康稔 竹下亘

渡海紀三朗 高市早苗 門博文 石田真敏 二階俊博 石破茂 赤沢亮正 逢沢一郎

山下貴司 加藤勝信 河井克行 中川俊直 寺田稔 小島敏文 高村正彦 岸信夫

河村建夫 安倍晋三 福山守 瀬戸隆一 大野敬太郎 村上誠一郎 山本公一 福井照

山本有二 鬼木誠 古賀篤 原田義昭 藤丸敏 麻生太郎 三原朝彦 山本幸三

山本拓 武田良太 今村雅弘 谷川弥一 北村誠吾 木原稔 野田毅 坂本哲志

金子恭之 穴見陽一 衛藤征士郎 江藤拓 古川禎久 保岡興治 徳田毅 宮路和明

小里泰弘 森山裕 勝沼栄明 清水誠一 新谷正義 赤枝恒雄 田畑毅 上杉光弘

西川京子 伊藤達也 小倉将信

찬성편

(69명)

伊藤信太郎 大久保三代 金田勝年 遠藤利明 鈴木憲和 菅野佐智子 田所嘉徳

葉梨康弘 永岡桂子 西川公也 佐藤勉 佐田玄一郎 福田達夫 村井英樹 平沢勝栄

豊田真由子 牧原秀樹 中根一幸 神山佐市 柴山昌彦 門山宏哲 石原伸晃 冨岡勉

中山展宏 甘利明 河野太郎 石崎徹 細田健一 佐々木紀 北村茂男 堀内詔子

小松裕 務台俊介 後藤茂之 棚橋泰文 池田佳隆 工藤彰三 鈴木淳司 江崎鉄磨

今枝宗一郎 桜井宏 宮崎謙介 左藤章 盛山正仁 谷公一 小林茂樹 奥野信亮

田野瀬太道 細田博之 阿部俊子 橋本岳 岸田文雄 平口洋 小林史明 山口俊一

後藤田正純 平井卓也 塩崎恭久 白石徹 井上貴博 宮内秀樹 岩田和親 加藤寛治

岩屋毅 武井俊輔 国場幸之助 西銘恒三郎 池田道孝 湯川一行

유보

(9명)

船橋利実 中村裕之 西村明宏 菅家一郎 井野俊郎 宮下一郎 野田聖子 井林辰憲

長坂康正

반대편

(1명)
上川陽子

반대

(0명)

미응답

(18명)

江渡聡徳 小渕優子 小泉進次郎 宮腰光寛 金子一義 川崎二郎 伊吹文明 川田隆

保利耕輔 宮崎政久 比嘉奈津美 渡辺孝一 助田重義 永山文雄 吉野正芳

泉原保二 末吉光徳 新開裕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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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정책 선호 명단

2014년 제47회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책 선호 조사 (291명)

찬성

(168명)

吉川貴盛 高木宏寿 中村裕之 町村信孝 今津寛 堀井学 中川郁子 武部新

江渡聡徳 大島理森 木村太郎 鈴木俊一 橋本英教 秋葉賢也 勝沼栄明 福山守

小野寺五典 冨樫博之 金田勝年 鈴木憲和 根本匠 田所嘉徳 石川昭政 丹羽雄哉

永岡桂子 船田元 佐藤勉 茂木敏充 新藤義孝 黄川田仁志 柴山昌彦 大塚拓

山口泰明 今野智博 野中厚 土屋品子 三ツ林裕巳 田中良生 門山宏哲 小林鷹之

松野博一 薗浦健太郎 渡辺博道 桜田義孝 林幹雄 森英介 浜田靖一 長尾敬

白須賀貴樹 山田美樹 辻清人 石原宏高 平将明 松本文明 石原伸晃 小池百合子

下村博文 鴨下一郎 大西英男 平沢勝栄 土屋正忠 松本洋平 小田原潔 小倉将信

萩生田光一 井上信治 松本純 菅義偉 小此木八郎 山本朋広 坂井学 鈴木馨祐

中山展宏 田中和徳 星野剛士 甘利明 義家弘介 山際大志郎 細田健一 鬼木誠

高鳥修一 宮腰光寛 馳浩 佐々木紀 北村茂男 稲田朋美 宮川典子 堀内詔子

務台俊介 木内均 宮下一郎 棚橋泰文 武藤容治 古屋圭司 望月義夫 熊田裕通

池田佳隆 工藤彰三 神田憲次 丹羽秀樹 伊藤忠彦 八木哲也 青山周平 大見正

根本幸典 島田佳和 田村憲久 武藤貴也 宮崎謙介 谷垣禎一 竹下亘 大西宏幸

左藤章 中山泰秀 渡嘉敷奈緒美 大塚高司 原田憲治 大隈和英 岸信夫 塩谷立

佐藤ゆかり 城内実 岡下昌平 盛山正仁 藤井比早之 大串正樹 山田賢司 中谷元

西村康稔 高市早苗 奥野信亮 門博文 石田真敏 石破茂 赤沢亮正 逢沢一郎

山下貴司 橋本岳 加藤勝信 岸田文雄 河井克行 小島敏文 大野敬太郎 前川恵

塩崎恭久 原田義昭 鳩山邦夫 麻生太郎 武田良太 岩田和親 加藤寛治 岩屋毅

谷川弥一 北村誠吾 木原稔 金子恭之 衛藤征士郎 保岡興治 宮路拓馬 森山裕

渡辺孝一 尾身朝子 中谷真一 赤枝恒雄 鈴木隼人 助田重義 新谷正義 今村雅弘

찬성편

(102명)

伊東良孝 前田一男 津島淳 高橋比奈子 藤原崇 土井亨 西村明宏 伊藤信太郎

御法川信英 遠藤利明 亀岡偉民 菅家一郎 吉野正芳 額賀福志郎 比嘉奈津美

葉梨康弘 梶山弘志 西川公也 簗和生 佐田玄一郎 井野俊郎 笹川博義 福田達夫

小渕優子 村井英樹 豊田真由子 牧原秀樹 中根一幸 神山佐市 斎藤健 秋本真利

古田圭一 越智隆雄 菅原一秀 松島みどり 秋元司 木原誠二 伊藤達也 福田峰之

赤間二郎 河野太郎 牧島かれん 石崎徹 斎藤洋明 長島忠美 田畑裕明 橘慶一郎

小松裕 後藤茂之 野田聖子 金子一義 上川陽子 井林辰憲 宮沢博行 勝俣孝明

鈴木淳司 長坂康正 今枝宗一郎 三ツ矢憲生 大岡敏孝 上野賢一郎 金子万寿夫

田中英之 安藤裕 北川知克 宗清皇一 竹本直一 神谷昇 谷川とむ 後藤田正純

江藤拓 谷公一 寺田稔 渡海紀三朗 田野瀬太道 二階俊博 細田博之 阿部俊子

中川俊直 関芳弘 小林史明 河村建夫 山口俊一 平井卓也 瀬戸隆一 白石徹

山本公一 山本有二 井上貴博 古賀篤 宮内秀樹 藤丸敏 山本幸三 西銘恒三郎

冨岡勉 穴見陽一 山本拓 武井俊輔 小里泰弘 池田道孝 武村展英 古川康

유보

(5명)
金子恵美 川崎二郎 平口洋 三原朝彦 坂本哲志

반대편

(2명)
加藤鮎子 江崎鉄磨

반대

(1명)
村上誠一郎

미응답

(13명)

若宮健嗣 小泉進次郎 高木毅 伊吹文明 高村正彦 安倍真三 野田毅 古川禎久

国場幸之助 宮崎政久 木村弥生 若狭勝 福井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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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2003년 제43회 총선 당시 자민당 당

선자는 찬성이 14.9%, 찬성편이 29.2%, 유보 36.1%, 반대편 10.4%, 반대

9.4%로 나타났다. 찬반 성향을 단순화했을 경우 찬성성향이 44.2%, 유보

가 36.1%, 반대성향이 19.8%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동

의하는 당선인이 44.2%,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찬성하지 않는 당선인’

은 55.9%로 나타났다.

2005년 제44회 총선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민당 당

선자는 찬성이 19.7%, 찬성편이 29%, 유보 28.6%, 반대편 13.9%, 반대

8.9%로 나타났다. 찬반 성향을 단순화했을 경우 찬성성향이 48.7%, 유보

가 28.6%, 반대성향이 22.8%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동의하는 당선인이 48.7%, ‘찬성하지 않는 당선인’은 51.4%‘로 나타났다.

2009년 제45회 총선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민당 당

선자는 찬성이 32.7%, 찬성편이 44.5%, 유보가 20%, 반대편이 2.7%, 반

대가 0%로 나타났다. 찬반 성향을 단순화했을 경우 찬성성향이 77.2%,

유보가 20%, 반대성향이 2.7%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

해 동의하는 당선인이 77.2, 찬성하지 않는 당선인’은 22.7%로 나타났다.

2012년 제46회 총선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민당 당

선자는 찬성이 71.4%, 찬성편 25%, 유보 3.3%, 반대편 0.4%, 반대 0%로

나타났다. 찬반 성향을 단순화했을 때 찬성성향이 96.4%, 유보가 3.3%

반대성향이 0.4%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동의하는 당

선인이 96.4%,’ 찬성하지 않는 당선인‘은 3.7%로 나타났다.

2014년 제47회 총선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민당 당

선자는 찬성이 60.4%, 찬성편이 36.7%, 유보 1.8%, 반대편 0.7%, 반대

0.4%로 나타났다. 찬반 성향을 단순화 했을 경우 찬성성향이 97.1%, 유

보 1.8%, 반대성향이 1.1%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동

의하는 당선인이 97.1%, ’찬성하지 않는 당선인‘은 2.7%로 나타났다.

2003년 제43회 중의원 총선거부터 2014년의 제47회 중의원 총선거

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자민당 당선들의 정책성향은 찬성성향이 제

43회 총선거의 44.2%에서부터 제44회 총선거의 48.7%, 제45회 총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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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제46회 총선거의 96.4%, 제47회 총선거의 97.1%로 찬성으로 완전

에 가깝게 수렴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당선인 이름별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반 여부에 대한 성향 분석

을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하나는 2005년도 조사와

2009년도 조사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반대성향 당선자가 거

의 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2005년도에는 반대성향의 당선자가

22.8%였던 반면에 2009년도에는 반대성향이 2.7%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화해 노선을 추구하고 친중 성향을 고수하며 집단적 자위

권 행사 용인과 안보체제의 전환에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보수리버럴의

쇠퇴가 보인다. 다음은 2009년도 조사와 2012년도 조사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

이다. 이것을 통해 위부 위협으로 인한 파벌 내부 성질의 변화가 발견되

었다. 2009년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의원들은 전체 당선자 중 20%

였던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하였고 나아가 2014년도에는 1.8%로

더 줄어들었다. 더불어 이목을 끄는 것은 자민당 내 세대교체이다. 집단

적 자위권에 대한 찬성입장이 96.4%이었던 2012년 제46회 총선에서 초

선 의원은 전체 자민당 당선자 294명 중 120명, 즉 40.8%로 나타났다.

2) 자민당의 정권상실과 보수리버럴의 쇠퇴

먼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헌법해석 재검토와 관련한 2005년도

조사와 2009년도 조사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반대성향 당선

자가 거의 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2005년도에는 반대성향의 당선

자가 22.8%였던 반면에 2009년도에는 반대성향이 2.7%로 대폭 하락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당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성향을

가지던 고사카 겐지(小坂憲次), 고도 시게유키(後藤茂之) 하라다 요시츠

구(原田令嗣),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沢伯夫),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고스기 다카시(小杉隆), 이토 고스케(伊藤公

介), 스스키 츠네오(鈴木恒夫),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가미가와 요코(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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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陽子), 니시다 다케시(西田猛), 오가와 유이치(小川友一), 나카모리 후

쿠요(中森福代),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이노구치 구니코(猪口邦子),

야스이 준이치로(安井潤一郎), 가메오카 요시타미(亀岡偉民), 이토 다다

히코(伊藤忠彦), 마츠모토 후미아키(松本文明),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사사가와 다케시(笹川尭), 다니모토 다츠야(谷本龍哉), 하라다 요시아키

(原田義昭), 나카무라 세이지(仲村正治),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스기우라 세이겐(杉浦正健), 오노 신야(小野晋也), 마츠시마 미도리(松島

みどり),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히라다 고이치(平田耕一), 나미키 마사

요시(並木正芳),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33명의 의원이 2009년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극적 역사화해 노선을 추구하며 균형 대신

관여를 추구해 왔던 친중 보수리버럴 세력의 쇠퇴이다. 일본의 대중전략

은 중국의 부상 이후 균형성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언제나 관여와 균형사

이의 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중국의 부상 이후의 대중정책 담론에서

관여와 균형의 무게중심이 균형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친중 보

수리버럴 세력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01

년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자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 대

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태우는 시위가 잇따르고 중국 만두파동이 일어나

는 등 반중감정이 고조되자 관여전략은 설득력을 잃어갔고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구호 속에서 이들 아시아 중시파들은 “고루한 낡은 감상에 주

변국에 양보만 할 가능성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들로 분류”되어

정리의 대상이 되어갔다.171) 이후 마치무라·호소다 파벌에 의해 자민당

이 장악되었고 이후 자민당은 당의 장악력 높이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호

소하는 균형 전략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사회도 이에 호응하여 선거로

낡은 세력을 심판하였다. 균형정책의 강화의 연장선에서 고치카이를 대

표하던 고노 요헤이와 야마자파를 이끌던 야마자키 가쿠 등 구시대의 인

물은 낙선하였으며 가토 고이치는 2009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들로 상

징되는 자민당 내 친중 보수리버럴 세력은 고이즈미 집권기에 세력이 급

171) 이정환, 2016, pp. 2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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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약화되었다.

3) 외부 위협에 의한 파벌 내부 성질 변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관한 2009년도 설문조사와 2012

년도 설문조사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2009년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의

원들은 전체 당선자 중 20%였던 반면 2012년에는 3.3%로 감소하였고

나아가 2014년도에는 1.8%로 더 줄어들었다. 2009년 조사에서 유보입장

을 보인 의원 22명 중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오노데라 이츠노리(小

野寺五典), 가네다 가츠토시(金田勝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사토

츠토무(佐藤勉),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고노 타로(河野太郎), 야마

모토 다쿠(山本拓), 나카타니 겐(中谷元), 다니 고이치(谷公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야마구치 준이치(山口俊一), 고도우다 마사즈미(後藤田

正純), 도쿠다 다케시(徳田毅),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사다 겐이치로

(佐田玄一郎) 16명이 2012년에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을 재검토하겠다는 2012년 당시

자민당 선거공약에 의해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당론에 순응한 것의 결과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2010년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0년 9월 센카쿠 인근해상에서 발

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중국에 대

한 관여와 균형 논쟁에 새로운 국면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사건 이

후 주일중국대사관에서는 2800여 명에 육박하는 시위대가 중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센카쿠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당시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慎太郎)는 2012년 미국 워

싱턴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로서 마땅한 주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면 도쿄에서 기꺼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172) 이

시하라의 돌발발언은 일본사회가 일본정부의 ‘무력감’과 중국의 ‘공격성’

172) Sheila A. Smith, Intimate Rivals: Japanese Domestic Policts and a Rising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pp. 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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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결정자들이 일본

의 ‘공격성’에 동의하고 일본 사회가 일본 정부의 ‘무력감’에 대해 동의하

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균형 전략을 요구하는 것

으로 이어졌다.173) 2009년도에서 2012년 사이 집단적 자위권에 행사여부

에 대한 유보입장이 사라지고 찬성성향이 강화된 것은 센카쿠를 둘러싼

문제로 의원 자신들도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보다 적

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일본 사회의 요구에 응한 것의 결과였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조사에서 또 눈길을 끄는 점은 센카쿠 사태

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위협의 부상으로 파벌 내부의 성질 변

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벌 내 성질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것은 고치카이(宏池会)이다.174) 보수리버럴 세력이 쇠퇴하는 과정

에서 고치카이를 잇는 의원(고노 타로, 나카타니 겐, 기시다 후미오)들이

균형 전략을 선호하게 되면서 파벌 내 외부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이 달

라졌다. 원래 고치카이는 요시다 노선을 계승하여 국제협조주의를 지향

하던 집단이었다. 하지만 고치카이 내부 분열과 친중 보수리버럴의 쇠퇴,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중국 발 위협으로 대중정책에 있어서 균

형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인식이 중간에

변한 것인지 일관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치

카이를 계승하는 의원들이 전통적인 고치카이의 대외인식과 대응방안과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고노 담화’의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

자 제2기 아베 정권의 외무대신에 임명된 바 있는 고노 다로는 대외정책

측면에서 아버지가 속한 고치카이의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른 행보를 보

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고치카이가 요시다의 경무장 경

제발전 노선을 계승하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아

베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3) 이정환, 2018, p. 196.

174) Karol Zakowski, 2011, “Kochikai of the Japanes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Evolution After the Cold Wa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9, No.2 (December 2011), pp. 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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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민당 내 집단적 자위권의 찬성 수렴 현상

이와 더불어 2012년 제46회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당 내 세대교체

가 눈에 띈다. 전후 대부분의 기간 자민당은 자주국방 보다는 국제협조

주의를 지향하는 ‘보수본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케다 정권 이후

40년간 후카다와 나카소네 시기를 제외하고는 비둘기파인 보수리버럴 중

심 정권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

대 3년간의 짧은 민주당 시기와 요시다의 손자 아소 다로가 집권하던 시

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정권 이후 고이즈미

와 아베, 후쿠다, 그리고 또 다시 아베로 상징되는 ‘보수방류’ 매파가 주

류가 되어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우경화 현상은 2012년도 제46

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초선의원이 전체 자민당 당선자 294명 중 120명

(40.8%)를175) 차지하면서 심화되었다. 이들은 ‘아베의 아이들’로 불리며

자민당의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176) 특히 120명의

초선 의원 중 유보 입장을 표명한 후나바시 요시미츠(船橋利実), 나카무

라 히로유키(中村裕之), 간케 이치로(菅家一郎), 이노 도시히로(井野俊

郎), 이바야시 다츠노리(井林辰憲), 나가사카 야스마사(長坂康正), 6명과

175) 46회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초선의원은 船橋利実, 高木宏壽, 中村裕之, 前田一

男, 堀井学, 中川郁子, 武部新, 渡辺孝一, 清水誠一, 勝沼栄明, 津島淳, 冨樫博之,

鈴木憲和, 菅家一郎, 高橋比奈子, 藤原崇, 橋本英教, 大久保三代, 菅野佐智子, 田

所嘉徳, 井野俊郎, 笹川博義, 福田達夫, 村井英樹, 黄川田仁志, 豊田真由子, 神山

佐市, 野中厚, 三ッ林裕巳, 石川昭政, 簗和生今野智博, 新谷正義, 小林鷹之, 秋本

真利, 白須賀貴樹, 星野剛士, 義家弘介, 牧島かれん, 宮川典子, 中谷真一, 門山宏

哲, 堀内詔子, 中山展宏, 山田美樹, 辻清人 大西英男, 小倉將信, 小田原潔, 秋元

司, 赤枝恒雄, 田畑毅, 石崎徹, 細田健一, 斎藤洋明, 金子恵美, 田畑裕明, 佐々木

紀, 務台俊介, 木内均, 小松裕, 永山文雄, 助田重義, 井林辰憲, 宮沢博行, 熊田裕

通, 池田佳隆, 工藤彰三, 神田憲次, 伊藤忠彦, 長坂康正, 青山周平, 大見正, 今枝

宗一郎, 根本幸典, 勝俣孝明, 八木哲也, 東郷哲也, 島田佳和, 吉川赳, 桜井宏, 川

田隆, 大岡敏孝, 武村展英, 武藤貴也, 宮崎謙介, 田中英之, 藤井比早之, 大串正樹,

山田賢司, 田野瀬太道, 門博文, 安藤裕, 小林茂樹, 山下貴司, 中川俊直, 小林史明,

岸信夫, 小島敏文, 上杉光弘, 池田道孝, 福山守, 大野敬太郎, 瀬戸隆一, 井上貴博,

鬼木誠, 古賀篤, 藤丸敏, 岩田和親, 加藤寛治, 穴見陽一, 武井俊輔, 國場幸之助,

比嘉奈津美, 宮崎政久, 新開裕司, 末吉光徳, 湯川一行, 宮内秀樹, 白石徹

176) 五十嵐仁, “自民党の変貌：ハトとタカの相克はなぜ終焉”, 『世界』874, (東京:岩

波書店 201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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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하지 않은 가와타 다카시(川田隆), 미야자키 마사아키(宮崎政

久), 比嘉奈津美(히가 나츠미), 와타나베 고이치(渡辺孝一), 스케다 스게

요시(助田重義), 나가야마 후미오(永山文雄), 신카이 유지(新開裕司), 스

에요시 미츠노리(末吉光徳) 9명, 총 15명의 초선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120명 초선 의원 중 105명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성향을 보였다.

초선의원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압도적인 숫자로 선호하

는 것의 이유가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이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재검토였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마지못해 당론에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초선의원들의 특징이 뚜렷하다. 헤

이세이 세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주로 1960년와 1970년대에 태어나 헤

이세이 시대에 성숙기에 들어간 젊은 세대이다. 헤이세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쟁에 대한 기

억이 없으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이들은 일본의 약화

되는 일본의 위상이 못마땅하다.177) 이 세대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센카

쿠를 둘러싼 마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부의

위협을 대응할 때 관여보다는 균형을 선호한다. ‘아베의 아이들’ 또는 헤

이세이 세대의 젊은 의원들은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통해 하루빨리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해 줄 수단으로써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177) 케네스 B. 파일, pp. 58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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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아베의 관저주도 정치

1. 관저주도 정치의 강화

일본은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강력한 여당이 존재하는 반면 총

리의 권한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본

의 정책결정 과정은 총리의 권한이 제한되었다. 정책결정 방식 자체가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가 포함된 상향식(bottom-up)

이었기 때문이다. 총리의 주요 임무는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중재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178) 총리

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지시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총리로부터의 정책 지침

이 있어도 대신, 사무차관, 국장, 과장으로 지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총

리의 최초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 관료들과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경우 사보타주가 행해질 수도 있었다.179)

종래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주도’ 성향이 강하며 각 성 내

품위과정(稟議課程)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

발전 작업은 각 성의 담당 부서의 30-40대의 젊은 관료인 과장보좌나

반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여기서 발전된 원안은 부서 내 회

의를 거쳐 국(局)내 타 부서와 다른 성내 관련 담당자 간 조정과정이 진

행된다. 조정이 완료되면 해당 정책은 성내 타 국(局) 간의 조정이 이루

어지며 이후 관리직 이상의 국의(局議)에서 의결된다. 국의 결정이 이루

어지면 정책안은 법령심사를 받으며 예산문제가 개입될 경우 재무성의

심사 또한 진행된다. 일본의 정책은 통상 국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국의 결정 사안에 대한 법률 및 재정 심사 이후

178) Ellis S. Krauss and Benjamin Nyblade, “'Presidentialization' in Japan? The

Prime Minister, Media and Elections in Japa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2 (April 2005), p. 358.

179) 信田智人, 『官邸外交 政治リーダーシップの行方』, (東京:朝日選書, 200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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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성의(省議), 사무차관회의(事務次官会議), 그리고 각의 결정

(閣議決定)은 정책안의 확인 차 형식상 치루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180)

관료와 더불어 종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민당에서 또한 관료조직과 유사한 품위과정이 존재했다. 통

상 자민당 내에서 최초로 정책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책조사회(정조

회)의 각 부회(部会)이다. 각 부회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족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발전한 원안을 검토한다. 각 부회

의 검토가 종료되면 정책안은 정조심의회를 거쳐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

하는 자민당 총무회에서 승인된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정조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곧 국회에서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왔다. 1993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연립정권에서는 정권을 구성하는 각

당의 승인 이후 각의 결정으로 이어지지만 자민당의 입지가 견고할 경우

자민당 내부 조정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왔다.181)

수동적인 총리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보통국가’를

주장한 오자와 이치로였다. 오자와는『일본개조계획』에서 일본의 일관

되지 못하고 분산된 정책결정체계를 비판하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공존하는 정당과 정부를 통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82) 오자와의 염원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의 행정개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하시모토의

행정개혁으로 종전 이후 대대적인 행정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관저

를 보조하는 내각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

다.183) 또 행정개혁으로 총리가 중요정책에 대해 발의할 권한이 법률로

서 보장되어 정책입안 과정에서 총리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되

었다. 더불어 행정개혁은 그 동안 재정과 예산을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하던 대장성의 기능을 분해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총리의 권력

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84)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180) 信田智人, 2004, pp. 38-40.

181) 信田智人, 2004, p. 40.

182) Ichiro Ozawa, 1994, pp. 24-25.

183) Tomohito Shinoda, Koizumi Diplomacy: Japan’s Kantei Approach to Foreig

n and Defense Affairs (Uin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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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조회와 연립여당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을 수 없지만 하시모토

의 행정개혁으로 성립된 내각관방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주도(官

僚官僚) 심의회 체제에서 관저주도(官邸官僚)의 정책회의 체제로 전환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85) 따라서 관저주도 정치는 관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개혁으로 강화된 내각기능의 과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시작한 인물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였다. 고이즈미는 경제

재정 자문회의 등의 다수의 정책회의를 설치하여 국정의 주요과제에 대

한 대응, 관료의 활용, 유식자의 동원, 부대신과 정무관의 활용을 통해

내각관방 내에서의 정책심의가 각의 결정으로 직결되도록 하였다. 이렇

게 총리와 관방장관이 주도하는 정책이 급증함에 따라 내각관방 중심 보

좌기구가 확대되었다. 강화된 내각기능으로 고이즈미는 보다 폭넓은 분

야에서 정책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유사

법제’와 ‘테러방지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총리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였

다.

내각관방 중심 관저주도 정치는 제2기 아베 정권에 의해 더욱 강

화되었다. 총리와 관방장관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정보 분석 및

행정지원 권한을 가지는 내각관방은 아베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을 총

괄했다. 내각관방의 규모는 2012년 아베가 총리에 재취임 한 이후 대폭

확대되어 관저의 정책 대응 범위가 확장되었다.186) 여기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도 나타난 바 있는 내각관방 지원 보좌기구의 비약적인 확대

가 주목되는 바이다. 제2기 아베 정권 휘하 내각관방의 총원은 1000명을

넘어 지난 4반세기 이전과 비교하여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대되

어187) 관저주도의 정책결정이 보다 더 용이해지게 되었다. 또 제2기 아

베 정권은 각종 정책회의와 위원회 창설을 통해 총리에 전문성 있는 자

184) 竹中治堅, 『首相支配-日本政治の変貌』, (東京:中公新書, 2006), pp. 77-78.

185) 野中尚人· 青木遥, 『政策会議と討論なき国会 官邸主導体制の成立と後退する熟

議』, (東京: 朝日新聞出版, 2016), p. 235.

186) Aurelia G. Mulgan,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 Rise of the Prime

Ministerial Executive, (New York: Routledge, 2017), p. 35.

187) 野中尚人·青木遥, 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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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여 정책 입안 능력을 강화하였다.

신설된 정책회의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로 방위와 안전보장 사안에 있어서 총리의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통해 총리,

관방장관, 방위상, 외상으로 구성된 4대신 회의를 설치하여 위기 시 총리

주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88) 여기에 국가안전보장

회의의 사무국으로서 내각관방에 국가안전보장국이 설치되어 외교 및 안

보정책에 관저주도 성향이 강화되었다.189)

제2기 아베 정권은 관료에 대한 장악력 또한 강화하였다. 특히 내

각인사국의 설치로 관료 인사권에 대한 관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190)

내각관방은 670명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료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각

성·청의 인사권한이 대폭 약화되었다. 내각인사국의 본래 목적은 가장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의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관저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191) 관저의 관료에 대한 장악이 심화됨에 따라 관료조직을 편의

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어 정치적인 안건 통과가 수월하게

되었다.192)

아베 총리가 관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인사 방식을 도입한

것에 더하여 주목할 점은 아베 총리의 인사 방식이 이전 총리들과는 다

르게 잠재적인 정적(政敵)을 포섭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잠재적

인 경쟁자들을 포용하여 집권 기간 내 갈등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는 차기 당권 주자인 다니가키 사다카

즈(谷垣禎一)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각각 당과 정권의 요직인 자민

당 간사장과 내각부 지방창생 담당 대신에 임명하는 탕평 인사를 단행하

였는데193) 이것은 정적을 배제하고 정국유사시 총리를 배신하지 않을 충

188) 전권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방

연구』, 57권 12호, (2014), p. 91.

189) 中北浩爾, 『自民党: 「一強」の実像』, (東京: 中公新書, 2014), p. 115.

190) 고선규, 2017, p. 66.

191) Aurelia G. Mulgan, 2017, p. 46.

192) 野中尚人, 青木遥, 2016,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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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을 선호한194) 고이즈미의 인사 방식하고는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정

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방식을 통해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였

다.

제2기 아베 정권 들어 보다 더 강화된 관저주도정치의 또 다른 특

징은 수상이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동원을 통해 정권 내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외

부에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아베 정권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하는 ‘전문가 지배’ 현

상이 눈에 띈다. 아베는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을 구성하고 자문기관에서

도출된 제언을 각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폐쇄된 정책결정 방식을 전개해

왔다.195) 자문기관은 간담회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총리가 추구

하는 성향을 뒷받침할 인사가 중심이다. 이러한 폐쇄된 수상의 사적 자

문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과 관련법제 정

비를 제언한 제 2차「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安全保

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이다.196)

「국가안전보장전략」과「방위계획대강 2013」의 수립과 더불어

제2기 아베 정권이 안전보장정책 부분에서 공들인 것은 바로 제1기 아베

정권 당시 아베 총리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중단되었던 집단적 자위권

에 대한 헌법해석변경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총리취임 직후 시행한 기

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안전보장체제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두고 있었으며 지난

정권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간담회를 즉시 재소집한 것이다. 새로 소집된

2차 안보법제간담회는 제1차 아베 정권 이후 급변한 안보환경을 반영하

193) Aurelia G. Mulgan, 2017, p. 59.

194) 清水真人, 『官邸主導―小泉純一郎の革命』, (東京: 日本経済新聞社, 2005), pp

.363-364

195) 三谷太一郎, “主体性を欠いた歴史認識の帰結はなにか”, 『世界』874, (東京: 岩

波書店 2015), pp. 66-68.

196) 2차 안보법제간담회의 구성원은 제1차 아베 정권 당시의 안보법제간담회와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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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차 보고서의 4가지 유형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환경 하에 일본이

준비해야할 방책,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 그리고 이후 필요한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검토하였다.197) 간담회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2014년 5월 15일에 2차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내각이 2차 안보법제간담회의 보

고서를 채택하고 간담회의 논리와 제언을 대폭 반영하여 집단적 자위권

의 행사 용인 각의 결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책에 전문성과

효과성을 더한다는 순기능만큼 우려도 존재한다. 미타니 다이치로(三谷

太一郎)는 오르테가 이 가제트의 저서 『대중의 반란』을 인용하면서 전

문가는 하나의 분야에서만 박식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지한 인간이라며 대중화된 전문가의 야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잃을 경우 폭주하여 소수의

권위자들이 지배하는 통치체제인 ‘입헌적 독재’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이러한 ‘입헌적 독재’ 체제로 인해 제한적

이나마 존재했던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짓밟고 전쟁을 일으킨 바 있

다.198) 다양성과 민주성이 배제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자각을 잃고 폭

주하는지 아닌지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두고 볼 일이다.

2. 내각법제국 장관의 교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숙

원사업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려

면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내각법제국을 극복

해야만 했다. 내각법제국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제약도 존재했다.

2012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하여 정권을 재탈환했지만 참의

원에서는 공명당과 연립하여도 과반에 못 미치는 ‘네지레 국회’ 상태가

197) 강경자, 2015, p. 202.

198) 三谷太一郎, 2015,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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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아베는 이듬해 시행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네지레 국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경제정책

에 집중하며 안보정책은 수면 위로 띄우지 않을 속셈이었다.

당시 아베 총리가 극복해야 할 내각법제국 장관은 노다 정권에서

법제국 장관을 지낸 야마모토 츠네유키(山本庸幸)로 제2기 아베 정권에

서도 법제국 장관으로 유임된 인물이었다. 아베는 재취임 후 자신의 사

신을 보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이 가능한지 야마

모토에 물었으나 야마모토는 “종래의 해석대로 해석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다.199) 야마모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는 현행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굳이 행사를 해야만

한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200)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해석

변경 요청을 직접적으로 거절한 야마모토를 제외하더라도 역대 내각법제

국 장관들은 아베 입장에서 눈엣가시인 존재들이었다.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변호사이자 법의 파수꾼(法の番人)으로도 불

리는 기관으로 각 성·청은 각자 제출한 법률안이나 정책안이 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통과하지 않으면 각의에 올릴 수 없다. 특히 법제국은 헌법

9조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후 일관

되게 집단적 자위권의 ‘국제법상 보유 헌법상 행사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다. 내각법제국은 만약 타국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면 무력사용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헌법 9조가 ‘사문

화’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201)

내각법제국에 대한 설득이 실패하자 아베는 내각법제국 장관 교체

를 결정하고 차기 법제국 장관으로 전 프랑스 대사이자 제1기 아베 정권

국제법 국장을 지낸 외무성 출신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郎)를 임명하였

다.202) 고마츠의 내각법제국 장관 임명은 기존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내각법제국 장관은 부대신(副大臣)급 특별직공무원으로 수상

199) 朝日新聞政治部取材班,『安倍政権の裏の顔「攻防 集団的自衛権」ドキュメン

ト』, (東京: 講談社, 2015), p. 39.

200)『니혼게이자이신문』 2013년 8월 20일.

201) 朝日新聞政治部取材班, 2015, p. 40.

202) 朝日新聞政治部取材班, 2015,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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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명하지만 주로 헌법해석을 포함한 의견사무 업무를 맡는 법제국 제

1부장에서 법제차장, 장관이라는 정해진 승진 코스가 존재한다. 1947년부

터 2014년까지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낸 19명의 인사 중 17명이 법제 차

장을 지냈으며 18명이 제1부장을 지냈다. 그만큼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제1부장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국 제1부장이나 법제 차장

은 물론 법제국 실무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법제국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바로 고마츠였다.203) 아베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할 경우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마침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대법관 자리에 야마모토를 앉

히는 치밀함 또한 보였다.204) 아베는 본인의 숙원사업인 집단적 자위권

의 행사 용인을 위해 거센 반대와 저항을 무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파인 고마츠를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고마츠는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주도하던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있으

면서 자위대의 파병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국

제법국 국장으로서 탄도미사일 요격과 미군 함정 방호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4유형’을 발전시킨 인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의 이

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205) 결국 고마츠는 2013년 8월 8

일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임명되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현

행 헌법해석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베는 자신

의 소신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던 내각법제국의 수장을 교체해 버리며

내각법제국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법의 파수꾼’ 역할을 하던 내각법제국

은 무너졌으며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이 각의 결정

되었다.

내각법제국 장관의 교체는 물론이고 제2기 아베 정권이 이끄는 관

저가 얼마나 내각법제국을 장악하고 있는지는 각의 결정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이니치 신문은 2015년 9월 28일 기사에서 헌법을

심의해야 할 내각법제국이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에 대한 보도를 하였는

203) 朝倉秀雄, 『官邸支配』, (東京:イースト・プレス, 2016), pp. 174-175.

204) 朝日新聞政治部取材班, 2015, pp. 42-44.

205) 朝日新聞政治部取材班, 2015,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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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도에 의하면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각의 결정

됐을 때 내각법제국은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관련 공문서를 단 한 장

도 안 남겼다는 것이다. 법제국 제1부가 심사를 위해 내각관방 국제안전

보장국으로부터 각의 결정 초안을 수령한 것은 6월 30일인데 이후 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 7월 1일 각의 결정 관련 법제국 제1부 소속 담

당 참사관이 각의 결정문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고 전화로 국제안전보장

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제국 제1부에 남겨진 문서라고는 안보법제간

담회의 보고서와 안보법제를 위한 여당협의회의 자료, 그리고 각의 결정

초안이 전부로 내부에서 검토 과정을 기록한 문서는 없었다. 각의 결정

은 전후 안보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

에 심사가 끝났다는 것은 내각에 판단을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

다. 이러한 일은 이전 법제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206) 이로서

내각법제국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내

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3. 여당협의회와 각의 결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려

면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

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創価学会)라는 종교조직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

대외정책면에 있어서는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여기에 공명당은 과거 공

산당과 창공(創共) 10년 협정을 체결하여 자민당 정권의 안보정책을 비

판한 전력도 있으며 창가학회의 초대회장이 군국주의에 대항하다가 옥살

이를 한 역사가 있는 등207) 안보정책에 있어서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

는 자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의 헌

법해석 변경 문제 있어서도 자민당을 견제하였다.208)

206) 朝倉秀雄, 2016, p.173-174.

207) 전황수, “일본의 정치와 종교 : 정계개편에서 공명당 (公明黨)의 역할을 중심으

로”, 『세계지역연구논총』, 14권 (2000), p. 238.

208) 이기태, “일본 공명당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 『한일군사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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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당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

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또

한 당 회의에서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집

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만큼은 자민당과 타협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

다. 창가학회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

경 행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립정권을 떠날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

일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또 2014년 5월 15일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가 제출된 이후에 언론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종래의 해석을 지

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209) 어떻게 해서든 공명당을 설득해야

만 하는 자민당은 간담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

고 있는 공명당과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개최하여 여

당 내 조정에 착수했다.210) 사실 자민당은 공명당이 연립 이탈까지 강행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와 같이 협조요청에 응해 줄 것

으로 낙관하고 있었다.211)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명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베는

공명당과 창가학회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아

베는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공명당과 창가학회의 아킬레스건이

라고 할 수 있는 ‘정교분리원칙’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아베는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내각관방 참여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노골적으로 공명당

을 압박했다. 이시마는 2014년 6월 10일 워싱턴에서 한 강연 중에 공명

당과 창가학회의 관계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고 발언하였다.212) 이것은 아베가 자신이 장악한 내각법제국을

동원하여 공명당과 창가학회의 관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종래의 정부 견해를 바꾸겠다는 협박성 메시지였다. 아베로부터의 압

박을 못 이긴 공명당은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문에 합

의하였다. 이로써 여당협의회는 2014년 7월 1일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구』, 제20권 (2015), p. 13.

209) 이기태, 2015, pp. 14-15.

210) 송화섭, 2016, p. 117.

211) 이기태, 2015, p. 17.

212) 이기태, 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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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보법제의 정비에 대해서(国の存立を全う

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라는

각의 결정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역사적인 전후 안보체제로부터의 이탈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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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는 일본 본토에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에만

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체제로 체제의 틀 내에서 조

금씩 그리고 점증적으로 안보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패전 직후 자위권

마저도 인정하지 않던 일본이었지만 외부위협에 대응하여 방위계획대강

을 작성하고 유사시 미국과의 대응 지침을 발전시키는 등 점차 방위의

공간적 범위와 행사의 조건을 확장해 왔다.

그러다 일본은 마침내 제2기 아베 정권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 무력사용의 제한을 사실상 제

거하였다. 물론 무력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때만 최소한

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된 허용 결정이었다. 그런데 위협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의 결정은 사실

상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허용 결정이 되었다. 이로써 일본

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디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전수방

위 체제로부터 이탈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일본의 균형전략이다. 균형전략이 실현되

려면 먼저 국내정치과정에서 지도층이 위협에 대해 합의(elite

consensus)가 있어야 하며 지도층 내에 균형전략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고(elite cohesion) 균형전략을 힘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취약하지 않은

강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government vulnerability). 일본이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 허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제2기 아베 정부에서 외부

위협에 대한 지도층의 합의가 있었고 위협 대응을 위한 균형전략에 이견

이 없었으며 균형전략을 실현할 강력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제2기 아베 정권 이전에도 안보정책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음에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행사 허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는 그동안 균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정치의 조건이 맞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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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먼저 지도층의 외부 위협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부위협에 반응하여 안보정책은 강화시켜 왔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제2기 아베 정권 이전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았던 이유는 균형에 대한 일본 정치권내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은 국제협조주의를 추구하는 ‘보수본류’의 시대로 중국이라는 부상하

는 위협에 대해 관여전략을 시행하고 있었다. 보수리버럴로 불리는 이들

은 일본이 대중정책이 균형 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보수리버럴 세력은 내부분열과 보수 매파세력의 약진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안보정책이 균형적 성향으로 기

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전후 헌법을 수호해 오던 내각법제국이었

다. 아베는 관저의 규모를 키우고 정책회의 운용, 전문가 집단 활용, 내

각인사국 설치 등을 통해 관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안전보

장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을 가

로막던 내각법제국 장관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여당

내 협의 과정을 거쳐 속성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완료

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으로 일본이 미국의 분쟁에 더욱 연루

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아베가 추구하던 완전한 의미로서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수방위 체제로부터 벗

어났다는 점에서 일본은 전후 안보체제로부터의 이탈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무력행사를 제한해왔던 족쇄를 풀고 활동의 폭이 넓어

진 일본은 ‘국제협조주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 이념 실현을 통

해 자국 방위는 물론 역내 안정 및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안정 대신 역내 긴장을 고

조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향후 역내 평화에 공

헌할지 불안요소가 될지는 주목해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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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 the post-war period has been taking a conservative

and deliberate approach in changing its security policy. Based on

restrictions imposed by the post-war pacifist constitution, Japan

adhered to the principle of "exclusive defense (senshu boei)" that

allows the use of force only in case of a direct attack on the

Japanese soil. Even when Japan pushed for a change, it still enacted

a gradual change, while maintaining the essence of exclusive defense.

This particular principle served as the basis for Japan's security

regime that defines security-related policies, laws, institutions, norms,

along with how the self-defense forces are shaped and how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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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ed.

In the process of Japan's slow change in its postwar security

policy, Japan replaced its defense concept stipulated in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NDPG) from the "basic defense force

(kibanteki boei)" to the "dynamic joint defense force (togokido boei)."

Also, Japan establish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clared to

realize “proactive pacifism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se

changes were made within the boundary of the exclusive defense that

defined the postwar Japanese security regime.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exclusive defense itself was Japan's postwar security

regime.

However, with the Cabinet's decision to permit collective

self-defense in 2014 and pass the security legislation, Japan has

virtually lifted a restriction on the use of force. This signifies that

Japan has leaned toward a balancing strategy instead of an

engagement strategy, indicating that the principle of exclusive defense

is no longer valid. Such change is noteworthy as it represents

Japan’s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sense of exclusive defense and

reflects a fundamental shift in Japan's security regime. Therefore, the

question of this research is, ‘Why did the change in Japan's security

policy, which had been understood as continuity, went beyond

marginal alteration and led to a shift in the entire security regime in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evious studies attribute the cause of the shift in the

Japanese security regime to a structural or agent factor. Former

explains that Japan’s balancing strategy was a natural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Latter argue that the change in Japan's security

policy is the result of Abe's revisionist policy preference. While these

traditional discussions provided adequate basis when referr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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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r agent-level analysis, they do not fully explain why the

level of change in Japanese security regime was exceptionally vivid

in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compared to previous ones. In fact,

balancing was a strategy not only implemented by Prime Minister

Abe but also by other prime ministers since the Koizumi Junichiro

administration in the 2000s. This conservative worldview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is something that is shared by many Japanese

politicians.

Therefore, to fully comprehend those factors that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Japanese security regim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Japan’s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and policy-making

process of each administration that bridges structure and ag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rise of China are perceived in security discourse in Japan, how

conservative policy orientations are reflected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policy making, what kind of government led the shift.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ise

of China led to a domestic consensus on proactive security. Second,

the LDP’s policy preference on security policy tilted toward seeking a

balancing strategy. Third, the government-led (kantei shudo)

decision-making process was institutionalized to facilitate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policy. Such domestic political factors

led to a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n collective

self-defense or a change in the Japanese security regime. Japan's

strong drive to realize proactive pacifism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likely to increase regional tension rather than

enhanc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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