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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초O

전후 일본 내에는 국3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군사력을 P임없이      

억제해야 한다는 반군사주의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패전. 

으로 인하여 새롭게 평화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전력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비용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던 요시다 노선

이 정부의 외교안보노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즉 반군사문화와 평화주의3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엘리트 사이에서. 

도 공유되어 법과 정치체제에 제도화 된 것이다.   

년대 소련 해체로 냉전체제3 붕괴되고 탈냉전O3 도래하자 미     1--0

국은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소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O하O 시작하였다. 

일본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비하여 국제

분쟁 해?에 공헌하는 것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미국은 년 걸. 1--0

프전이 발발하였을 때 일본에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 

일본 정부는 헌법 조와 자위대의 해외파병 금지를 선언하였던 국회?의 등-

으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 

3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자 소극적 외교방식을 5하게 비판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와 7은 경험으로 인하여 년 유엔으로부터 캄     1--1-2

보디아 내전 수습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위대3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 

수 있도록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위대의 인도1K0 . 

적 활동만 3능하게 하였으며 군사적 색체를 띤 활동은 철저히 금하였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 O류에 큰 변화3 일어나     2000

O 시작하였다 고이즈미 내4은 년 테러 사건을 계O로 대테러전. 2001 -.11

쟁에 협조한다는 명목 하에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자위대를 테‘ ’
러지역에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 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 때에도 . 2003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자위대를 전쟁 지역에 파병할 수 ‘ ’
있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실질적 군대의 모습을 . 

6춘 육해공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7이 일본 정부는 년대와      1--0 20 년대 모두 자위대 해외파병00



ii

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유사한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O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7은 내용을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비롯된 유사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자위대 해외파“
병에 대한 일본 정부 여당의 태도3 시O별로 상이하였던 이유는 무엇인

3.”  

본 연구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느냐의 여     

부3 4 시O별로 제 야당의 입지에 있었던 정당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1 

되었다고 주장한다 내4과 자민당을 견제하고 그들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 

내던 제 야당의 정책선호와 정책 응집력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였던 1 

자위대의 해외파병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났O 때문이다. 

일본의 국회 속O록 수상 담화문 · 인터뷰 자료 그 외 일본 정부의      , , 

공식 문서를 이용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7은 ?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년대 사회당은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4하여 정부 여당. , 1--0

이 추진하였던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에 반대하였다 당시 사회당의 정책선. 

호는 평화주의적 이념에 의하여 하나로 수렴되어 높은 정책 응집력으로 나

타나 내4과 자민당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다 둘째 년대 민주. , 2000

당은 평화주의적 이념에 입4한 원칙론적 반대 보다는 고이즈미 정K에 반

대하O 위한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에 반대

하였다 즉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외교안보노선을 지향하였으나 단. 

순히 정K에 반대하O 위하여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와 7이 정당경쟁. 

체제에서 제 야당의 변화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정과정에 중요한 영향1 

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4하여 본 연구는 현재 아베 내4의 정. 

당경쟁 구도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안보적 행보를 분석하는 함의를 제공한

다.

주요어 s본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 t위대 해외파병 정당경쟁체제 야당의 역- , , , 

할 정책b호 정책 응집력    , , 

학  번 - 20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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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4. 

연d배경a 문제제l1. 

일본 い법 제 조     7 /(는 전쟁포기와 전력방기를 규정하고 있다 전력을 , 

보유하지 않겠다고 い법에 명시한 이상 일본 내에는 실질적 군대의 모습을 

갖춘 육해공군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차 세계대전 이ぜ 새롭게 제정된 , 0

い법을 통하여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결의가 선언된 것이다 그, 

러나 일본은 년대 냉전구조와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찰예비대를 창설/73. 

하였고 년 뒤 이를 보안대라고 명명하여 규모를 점증적으로 확장하였다0 , 

년에는 보안대의 이름을 자위대로 바꾸고 자국 방위를 주요 임무로 삼/732

았다,0( 그러나 자위대의 し동 범위는 전ぜ 일본에 구축되었던 요시다 노선 

과 반군사주의적 문화 평화い법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 , 

로 일본 국す는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일본 영토 밖

에서의 자위대 し동을 금기시 하였다,1( 

일본의 군사적 소극성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던 시기는      

년 걸프전이 발발하였을 때이다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침공하/77. , 

자 미국은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하여 자국의 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

하였다 미국은 우호국들로부터 추가 병력을 지원받아 개국으로 이루어진 , 13

다국적 연합군을 が성하였다,2( 미국과 다국적 연합군은 일본의 자위대가 이 

에 합세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국내에 , 

자리 잡은 반군사주의와 い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 일본い법 제 조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7 ' , (8 /, 
제평화를 성실で て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お 또는 무력의 행
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で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 0,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출처, 8 
hhhdg8-- jUdUb,_UbhY i,gc,jd-WcbghihihicbTUbdTgcjYfbaYbhTcfTjUdUb-WcbghihihicbTY,hhal 
접속일자 년 월 일' 8 0./7 // /7 (      

0( 이경주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국 い법 い법학연구 , 0..2, “ ,” , 5'2(, d,40,u v
1( , /763, , 'のu v中馬清福 再軍備 政治学 8東京 (, dd,2.+22 ,知識社
2( ?YgYfh NhiYld Ubd ?YgYfh Nhcfa, A Chfcbclcgm Ubd Ofccd Gigh Acf hhY /77.+/77/ 

KYfgiUb Bilf Cfigig, NhfUhYgiW NhidiYg DbghihihY MYdcfh, P,N, Afam CcllYgY, d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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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국す에서의 논의 끝에 일본 정부는 군사, 

적 지원을 하지 않고 전비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자위, 

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す로부터 너무 늦고 너무 적다“ 'hcc 

lUhY, hcc lihhlY(”3(는 비난을 받았으며 년 걸프전이 종료되었을 때 일/77/ 

본의 외교방식은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수「발행식 외교“ 'ChYW_Vcc_ 

?idlcaUWm(”4(로 묘사되었다, 

그 ぜ 년 캄보디아 내전을 계기로 일본은 유엔으로부터 또 다시      /770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요구받았다 걸프전 때의 교そ을 발판삼아 정부 여당, 

은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국제평화お력법안 'PI KYUWY FYYdibg 

이하 법안JdYfUhicb lUk, KFJ (5(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당의 법, 

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선호하였던 

야당 세력이 법안에 수정과 제한을 가하여 법안은 군사적 し동이 아닌 KFJ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년대에 들어서자 기존의 자위대 해외파병 기류에 큰 변화가 일어     0...

나기 시작하였다 년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세계질, 0../ 7,// 

서를 재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이때 일본 정부는 매우 ,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시 수상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는 , ' (小泉純一郎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す의를 열어 대응책을 내어놓았다7,// ,6( 또한  7

월 일에는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테러 공격에 대한 강한 분노를 「02

출하였으며 월 일에는 부시 대통령과 정상す담을 가져 일본이 대테러전7 03

3( CUldYf, FYbh, /770, “EUdUb ib /77/8 PbWYfhUib LiYgh fcf U BlcVUl MclY,” AgiUb 
NifjYm, 10'/(, d,14 ,

4( NhibcdU, Ocachihc, 0./5, Fciniai ?idlcaUWm8 EUdUb’g FUbhYi AddfcUWh hc AcfY igb 
Ubd ?YfYbgY AffUifg, 'NYUhhlY Ubd Gcbdcb8 PbijYfgihm cf RUghibghcb KfYgg(, 
dd,32+33,

7) 년 월에 제정 된 유엔 평화유지し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お력법은 일본이 국제평/770 4
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일본 정부는 유
엔평화유지し동 참가 국제 인도적 구호し동 기여 국제선거관찰업무에 대한 기여 등 국, , 
제평화お력의 대 축을 설정하였다1 ,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였国際協力本部事務局
다, hhhd8--kkk,d_c,gc,jd-d_cTY-WccdYfUhicb-WccdYfUhicb,hhal, 검색일 년 월 ' 8 0./7 7

일/1 (
6( 출처 /31 , 0../, 7, 05, 8 における第 回国会 小泉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hhdg8--kkk,acfU,gc,jd-acfUj-gUi_c-VliYVcc_-0..0-gUi_ci-hhal-gifmci-gfT./T.2,hhal 
검색일 년 월 일' 8 0./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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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다양한 방법으로 お조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7( 

이와 더불어 테러대책특별조치법‘ ’/.( 이하 테러특조법 을 제정하여 정전 ' ( '停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무기 반입 및 반출 검사 등 군사적 ( , , 戰

색채를 띤 자위대의 し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를 일본의 문제로 인식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0(이라는 뜻

을 밝か다 이는 년대 미국으로부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직접적으로 , /77.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것에 주저하였

던 가이ぜ 도시키 내각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 , 海部俊樹
년 이라크 전쟁 때에도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     0..1

장을 「명하며 이라크부つ지원특별조치법‘ ’/1( 이하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 ' (

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실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를 , 

내보내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년에 제정되었, 0../

던 테러특조법에 의하면 자위대의 し동 범위가 테러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하였던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이 국す에서 통, 

과되어 정식 법안으로 공포되자 일본은 정전 이 성립되지 않은 지역까' (停戰
지 실질적 군대의 모습을 갖춘 육해공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는 유엔의 감독에서 벗어나 미일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위대의 첫 해외

파병이었다 일본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미국 주도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 

7( 출처 , 0../,7 ,04, 8の小泉内閣総理大臣 米国訪問
hhhdg8--kkk,acfU,gc,jd-acfUj-_UidUb-gT_ci-igU./.7-gUimc,hhal 검색일 년 월 ' 8 0./7 //

일/7 ( 
/.(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년 월 일 미국합중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0../ 7 //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연합い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나라의 し동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국제연합 결의 등에 근거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다 출처” , 8
hhhd8--kkk,ghigiib,gc,jd- ibhYfbYh-ihdVThcigYi,bgf-hha l-hcigYi-/430..4//./.77,hha  
검색일 년 월 일' 8 0./7 /. /2 ( 

//( BlYbb, Ccc_ Ubd EiliY, Bilgcb 'Ydg,(, 0./0, EUdUb’g DbhYfbUhicbUl MYlUhicbg8 KclihiWg, 
EWcbcaiWg Ubd NYWifihm, 'Jlcb8Mcih lYdgY(, dd,/22+/23,

/0( 출처 , 0../,/.,07, 8 テロ の に しての の対策特別措置法 成立 際 内閣総理大臣 談話
hhhdg8--kkk,_UbhYi,gc,jd-jd--_ciniaigdYYWh-0../-/.07dUbkU,hhal 검색일 년 ' 8 0./7 //
월 일/7 ( 

/1(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재건 지원し동 및 안전 확보 지원し동 실시“
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다 출처” , 8 
hhhdg8--kkk,acd,gc,jd-j-UddfcUWh-_c_igUiThYikU-_c_igUiTYbjmc-ifUe- ibdYl,hhal '검색
일 년 월 일8 0./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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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소극적 동맹국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년대 제정된 테러특조법과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통하여 일본     0...

은 그동안 い법의 제약 때문에 금기시 되어 왔던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더욱이 이 두 개의 법안은 년대 법안에서 제한되었던 , /77. KFJ

자위대의 し동지역과 무기사용 범위 등을 확대하여 과거 해외파병이 가지고 

있던 제약을 완화하였다 이처럼 년대는 일본이 전ぜ체제에서 벗어나 , 0...

외교안보정책에 대폭 수정을 가하며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하여 시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년대 내각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す피하거나 , /77.

소극적 양상으로 추진하였던 반면 년대에는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0...

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질문으로 설정, 

하였다 미국과 국제사す로부터 비롯된 유사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자위대 , “
해외파병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시기별로 상이하였던 이유는 무엇인

가 본 연구는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소 중에서 정당 간의 역학관계와 국;” 

す에서의 논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체제 유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복수 정당제는 현대 민주주의국가가 기본적으

로 지켜야하는 정치적 질서 중 하나이므로/2( 일본의 정당정치에 대하여 연 

구하는 것은 충분で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당정치에 관, 

한 기존연구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야당에 관한 연구를 소けで 

하였다 자민당이 오랜 시간동안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본, 

의 정치체제는 일당체제가 아닌 일당우위체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를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자민당이 일당우위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절대적 영あ력을 행사하며 단독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집권세력에 저항하던 야당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행위자들 중에서도 야당에 주안점을 두어 일본 외

교안보의 방あ성을 둘러싼 정당 간의 역학관계를 살、보았다 이를 파악하, 

/2( , 0./6, 8 , 'にとって とは か なき を zる待鳥聡史 d民主主義 政党 何 対立軸 時代 考 n 8東京 ミネ
(,ルヴァ書房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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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여야의 국す 논의에 집중하였다,

l존연d 검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조와 행위자 변     

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각 연구의 동あ은 다음과 같다, , 

d조적 변수1) 

켄트 콜더 는 일본의 정책적 변화가 국내적 요소보다는      'FYbh CUldYf(

외압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반응국가 가설을 제시하'fYUWhijY ghUhY( 

였다,/3( 반응국가 가설에 기반하여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년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전비를 지원한 /77.

것이라고 주장한다,/4(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본 정부가 군사 부문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구조적 압력을 받았으나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았던 이

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수에 중점을 둔 연구는 년대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결      0...

정과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테러 이ぜ 미국이 재편하던 세계질서에 편7,// 

입되기 위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5( 즉 미국 

을 중심으로 테러에 대항해야 한다는 연대가 국제사す에 전반적으로 공유되

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결

정하였다는 것이다,/6( 

그러나 한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이 구조적 변동에 의해서만 が성된다     

는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논, 

의가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영

あ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で 일본의 경우 외압에 대한 집권세력과 야권세력, 

/3( CUldYf, FYbh, /766 , “EUdUbYgY  AcfYigb EWcbcaiW KcliWm AcfaUhicb8 EldlUibibg hhY 
‘MYUWhijY NhUhY,’” Rcfld Kclih iWg, 2., dd,3/5+32/ , 

/4( Kiffibghcb CcifhbYm, /770, “Oc_mc&g KcliWm MYgdcbgYg ?ifibg hhY Bilf RUf Ubd 
hhY DadUWh cf hhY "DfUei NhcW_" cb EUdUb,” KUWifiW AffUifg, 43'0(, dd,/40+/42 ,  

/5( 김성철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외교 미테러사건을 전ぜ하여 성남 , 0..1 , 8 7,// , ' 8 u v
세종연구소(, dd,3+4,

/6( HUhU_Y, FUaimU, 0..1, “EUdUbYgY  NYWifihm KcliWm gibWY hhY Ebd cf hhY Ccld RUf,” 
OhY EcifbUl cf Nh fUhYgiW NhidiYg, dd,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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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양자 간 길고 복잡한 お상과정을 거쳐야만 하였

다 따라서 구조적 변수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단독으로 영あ력을 행사한다고 , 

보기는 어렵다,  

행위자 변수() 

행위자 변수에 집중한 연구는 년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77.

파병하지 않았던 이유를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7( 즉  

년대 초 일본 정치인들이 평화주의자로서 뚜렷한 정체성과 역할인식을 /77.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 

이러한 연구 동あ은 정책결정과정보다는 정책결과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하지 않았지만 이를 , 

추진하고자 법안의 제정까지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 

당시 평화주의 세력에 반대하며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지あ하던 보수세력

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년대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행위자 변수에 초점을 둔 연구     0...

는 주로 고이즈미의 정책선호와 영あ력을 다루고 있다 고이즈미는 구조개, 

え을 통하여 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상이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영あ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0.(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려면 국す에서의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지도자 ,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과 조직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

여하는 행위자에 속한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에, 

서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등 다양한 정당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 , 

였다 이것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수상 외 국내정치적 행위자, 

들 중 특で 정당들이 충분한 영あ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정당과 국す에 대한 면 한 검토 없이 수상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강

력한 영あ력을 행사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7( CUhUlibUW, Aam, 0..5, “DdYbhihm OhYcfm Ubd AcfYigb KcliWm8 EldlUibibg EUdUb’g 
MYgdcbgYg hc hhY /77/ Bilf RUf Ubd hhY 0..1 P,N, RUf ib D fUe,” Kclih iWg Ubd 
KcliWm, 13'/(, dd,7.+70 ,

0.( 나카노 고이치 저 우경화하는 일본정치 김수て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 , 0./4, , , ' 8AFu v
즈(, dd,/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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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었던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 변수를 부정     

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기존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의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정당 간의 역학관계와 국す 논

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강대국의 な과 같은 물질적 요소가 특정 국가의 외, 

교안보정책에 미치는 영あ력은 직접적이지 않으며 국내적 요인과 상호작용

하여 간접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0/( 기존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국내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d 방법 ). 

분석 a정 및 자료1)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미국과 국제사す로부터 비롯된 유사한 구조     “
적 압력 하에서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시기별로 상이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었던 구조와 행위;” , 

자 변수에 더하여 제 야당의 정책선호와 정책 응집력을 또 다른 독립변/ 

수로 삼았다 이는 야당의 정책선호 일치 く은 불일치가 당 내 구성원들의 , 

정책 응집력을 좌우하였으며 이것에 입각한 야당 세력의 영あ력이 국す 논, 

의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た되었느냐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파병 정

책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분석 시기는 일본 국す에서 자위대 해외파병, 

과 관련한 논의가 총 네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던 때이다 년 걸프전, /77. , 

년 캄보디아 내전 년 테러 이ぜ와 년 이라크 전쟁이 /77/+0 , 0../ 7,// 0..1

이에 해당된다,  

년대 초 자위대 해외파병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사す당은 당시      /77. 

제 야당으로서 평화주의와 비무장 중립을 견지하며 호い 세력을 대「하는 / 

핵심 야당 역할을 수행하였다 걸프전 당시 가이ぜ 내각은 미국이 전쟁에 ,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심사숙고 끝에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KFJ

국す 심의과정에서 사す당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폐안되었다 캄보디아 내, 

전 때에도 사す당을 중심으로 한 평화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정부 여당이 추

0/( Bildib, McVYfh, /76/, RUf Ubd ChUbgY ib Rcfld KclihiWg, 'CUaVfidgY8CUaVfidgY 
PbijYfgihm KfYgg(, dd,7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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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던 방식대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없었다, 

반면 년대 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낮은 정책 응집력 속에서      0... /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의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에 반대하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하였던 정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단순で 

정권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주요 현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민, 

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 

본 연구는 국す 심의과정의 당사자에 속하는 제 야당의 정책선호와 정책 / 

응집력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 야당이 보였던 정책선호와 정책 응집력이 개의 시기 모두 상이     / 2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위대 , , 

해외파병과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과 여야의 논의과정을 살、보기 위하여 

일본국す 사이트에 기재된 국す 속기록을 이용하였다 정치인들의 국す 발, 

언은 당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보다는 당의 전반적 정책 지

あ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す 속기록은 자위대 해외파, 

병에 대한 여야의 주장과 대립점 야당의 정책선호와 정책 응집력 이에 입, , 

각한 대여お상전략 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 국す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     , 

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し용하였다 외교안보 관련 성청인 , 

외무성과 방위성 자료를 통하여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중의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시기별 의석 비율을 파악하

였다 이 외에도 수상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와 국す도서관 사이트에 기재, 

된 문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국제구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먼저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보

기 위하여 미국 의す す의록과 대통령 연설문 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등을 , 2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사す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 

유엔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였다 유엔 결의안과 각, 

종 보고서들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각 시기에 보도되었던 언론 자료와 관련 차 문い들을 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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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한 정당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였다, 

독립변수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년대와 년대 일본 정치에     /77. 0...

서 제 야당의 입지에 있었던 정당들의 정책선호와 정책 응집력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정당은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 

개로서 작용한다 모든 개인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あ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 

때문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을 구성하여 국민을 대「하고 

다양한 사す적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국, 

가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모어 마틴 , 

립셋 은 야당의 존재 자체가 의す에서 건강한 민주'NYmacif HUfhib GidgYh(

주의가 유지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00( 야당은 집권 여당을 견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01( 이와 같은 민 

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립셋은 국す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보

다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규범과 규칙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02(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す 제도를 통한 갈등 해결이 이상적인 문     

제 해결 방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 지あ, 

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의す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관찰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권, 

자들을 대변하며 전략적 목「를 설정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영あ을 미치기 

때문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 은 정당이 무엇을 추구, 'AlYlig ?Y OcWeiYjillY(

하는가에 의하여 그것의 유が을 이념추구が과 정권추구が으로 분류하였

다,03( 각각의 정당이 보이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 , 

00( GidgYh, NYmacif, 0..., “OhY DbdigdYbgUVilihm cf KclihiWUl KUfh iYg,” EcifbUl cf 
?YacWfUWm, // '/(, d,26,

01( GidgYh, 0... , d,26 ,
02( GidgYh, 0... , d,27 , 
03( GijY lm, EUW_, /743 , OhY NcWiUl Ubd KclihiWUl Ohcighh cf AlYlig dY OcWeiYjillY, 

'Jlfcfd8 ClUfYbdcb(, 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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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p추d형 정w(1) 

     이념추구が 정당은 정치적 이익보다는 특정 이념에 입각한 원칙을 고

수한다 또한 당이 지あ하는 이념을 옹호하는 유권자들을 설득하여 정치적 , 

지지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이념추구が 정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념적 ,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영あ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04( 이러한 정당들은  

주로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이념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권을 

차지하는 것 보다는 원리와 원칙을 수호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あ을 보인

다 이념추구が 정당은 당리당략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 

부 여당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정책선호와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05( 

정g추d형 정w(() 

정권추구が 정당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선거자원을 극대화 하려     

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은 이념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집중, 

하는 경あ이 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이념 간의 차이, 

를 극복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유권자들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정권추구が 정당은 주로 특정 이념에 입각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이념과 견해를 포괄한다, 

오토 키르크하이머 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이념적      'Jhhc FifWhhYiaYf(

가치의 쇠퇴로 인하여 의す 내에서 원칙론적 반대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정

치는 단순で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06( 따라 

서 특정 이념을 대「하던 정당들도 이에 따라 점차 선거에서의 승리와 정권 

획득을 위한 거대정당으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포괄정당

의 개념을 제시하였다'WUhWh+Ull+dUfhm( ,07( 포괄정당은 정권 획득이라는 목 

「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한다 따라서 양 극, 

04( Nhfca , FUUfY , /77., "A =YhUjicfUl OhYcfm cf CcadYhihijY KclihiWUl KUfhiYg," 
AaYfiWUb EcifbUl cf KclihiWUl NWiYbWY, 12'0 (, d,345,

05( Nhfca, /77., d,347 , 
06( FfcikYl, AbdfY, 0..1, “Jhhc FifWhhYiaYf Ubd hhY CUhWh+All+KUfhm,”   RYghYfb 

EifcdYUb KclihiWg, 04'0(, d,01 , 
07( FfcikYl, 0..1, 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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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립하는 이념들을 중도 지점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경あ이 있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이념과 계층을 대「하는 포괄정당은 주로 정권추구が의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년대 사す당과 년대 민주당을 각각 이념추구が과      /77. 0...

정권추구が 정당에 적용하여 시기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 )) 

본 연구는 구조 행위자 변수와 더불어 야당의 정책선호와 정책응집력     , 

이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 입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주

장한다 자위대 해외파병을 둘러싼 국す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 

야당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정책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의 국내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지도자의 인식 사す적 행위자 국내, , , 

정치적 구조 등이 정책 결정자의 행동에 영あ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을 국제구조적 변수로만 설명하는 것 보다는 국내적 변수를 포

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 

강조하는 국내적 변수 중에서도 국내정치적 구조 즉 의す 내 정당 간의  ,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랜달 스웰러 는 국가마다 체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MUbdUll NWhkYllYf(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정치적 행위자들의 정책선호와 정부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1.( 특で 스웰러는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할 때 다 

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국내적 요소가 체제적 압력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

였다 첫째 외압에 대한 한 국가의 반응 여부는 정치 지도부의 의견 일치 , , 

く은 불일치 에 달려있다'YlihY WcbgYbgig- digUgfYYaYbh( ,1/( 즉 외부적 요인 

에 의한 정치 지도부의 위お인식이 통일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만한 

전략적 목「 수립과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위お인식이 분열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 NWhkYllYf, MUbdUll, 0..4, PbUbgkYfYd OhfYUhg8 KclihiWUl CcbghfUibhg cb OhY =UlUbWY 
cf KckYf, 'Jlfcfd8 KfibWYhcb PbijYfgihm KfYgg(, d,24,  

1/( NWhYkYllYf, 0..4,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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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소는 정치 지도부의 응집력 이다 이는 정치      'YlihY WchYgicb( , 

지도부가 이념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 등을 두고 얼마나 화합을 이루는지 , , 

く은 분열되어 갈등을 겪는지를 의미한다 스웰러는 정치 세력 간의 분열이 , 

깊어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경우에는 정책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다수당 의 이념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이 , 'dcaibUbh dUfhm( , , 

다른 정치세력과 일치하여 정치 지도부의 응집력이 높을 경우에는 정책적 

합의를 이루기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0(

기드온 로스 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직     'BidYcb McgY(

접적 행위자는 국가의 물질적 자원이나 상대적 な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이

라고 주장하며 국내적 변수를 강조하였다,11( 그러나 로스는 체제적 변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이 단순で 물리적 な에 의, 

해서만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지도부의 인식이

나 국내정치적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12( 특で 로스는  

국내정치적 구조가 외교안보정책에 할당되는 국가 자원의 비율에 영あ을 주

기 때문에 정치 지도부가 이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13( 

이는 국내정치적 구조에 따라 국가들이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상이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안보정책과 국력의 상, 

호작용에 중점을 둔 연구는 국내정치적 구조에 대한 조사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외압이 존재하였을 때      

마다 국す 논의과정에서 야당이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년대 정부 여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 /77.

추진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거세게 

반대하자 이를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년대 야당은 정부 , 0...

여당과 유사한 외교안보노선을 지あ하여 자위대 해외파병에 관한 정책이  

비교적 용이하게 입법화되었다 즉 의す 내 여야의 역학관계에 따라 자위대 , 

10( NWhYkYllYf, 0..4, d,33,
11( McgY , BidYcb, /776, "IYcWlUggiWUl MYUliga Ubd OhYcfiYg cf AcfY igb KcliWm,” Rcfld 

KclihiWg, 3/'/(, d,/24,
12( McgY, /776, d,/25, 
35) McgY, /776,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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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정책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 

의가 강조하는 요소 중에서 국내정치적 구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을 살、보았다,       

r문의 d성4.   

본고는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     3 , /

구 질문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동あ을 구조적 , 

변수와 행위자 변수로 나누어 소개한 ぜ 한계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본 연, 

구가 기존연구의 한계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분석 방법과 연구에 사용되어진 자료 이론적 분석틀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제 장에서는 본고의 독립변수인 일본의 제 야당을 시기별로 분석     0 / 

하였다 년대와 년대에 각각 제 야당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す당, /77. 0... / 

과 민주당의 유が과 변천 정책 지あ성 등을 분석하여 차이점을 기술하였, 

다 이에 더하여 각 당이 정부 여당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년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탈냉전과 걸프전     1 /77. , , 

캄보디아 내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변동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년 걸, /77.

프전과 년 캄보디아 내전 당시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여야가 /77/+0

내세우던 주장을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년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년대 미국의      2 0... , 0...

대테러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변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년 , 0../

테러 이ぜ와 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위대 해외파병을 둘러싼 여야7,// 0..1

의 주장을 분석하였다,

제 장 결론에는 본문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년      3 , /77.

대와 년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을 아베신조0... '安倍晋三 의 내각(

과 연계함으로써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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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w의 변모와 정w정치 44. 

o대 이p추d형 사회w1. 1990

사회w의 외c안보노선1) 

호い 중립 평화적 가치는 전ぜ 사す당이 추구하였던 외교안보노선의      , ,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사す당은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였으며 자위대, 

의 존재 자체를 위い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사す당의 이념은 년부터 , /742

년까지 당의 강령적 문서로 사용되었던 일본에서의 사す주의로의 길/764 ‘ ’ 
약칭 길 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 ’( ,14( 길 에 나타난 외교안보와 국제연 ‘ ’ “

대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사す당의 외교노선은 적극 중립이다 당면 과제“ , 

는 미일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를 국민경찰대, 

평화국토건설대로 개편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

핵무장지대 설정을 목「로 한다 일본사す당은 자본, 

주의국가의 사す주의 정당과 상호관계를 구축하고 인

도 등 비동맹국가와 소련 중국 등 사す주의 국가들, 

과의 국제연대를 목「로 한다,”15(

길 뿐만 아니라 년에 사す당 정책심의す의 외교방위정책위원す     ‘ ’ /743

장이었던 이시바시 마사시 가 발「하였던 일본의 안전보장대책인 ' (石橋政嗣
이시바시 구상‘ ’16(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자, 

위대를 국민경찰대로 바꾸고 임무를 국내 치안 유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17( 다만 직접 침략에 대한 대응은 자국 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14( , 0..0, “ + ,” の の u森裕城 日本社会党 研究 路線転換 政治過程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
, d,32,v誌

15( 日本社会党, /756, d日本社会党綱領文献集 , 'n 8 (, 東京 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局
d,0//,

16( , 0..., 水野均 d + はなぜ したか の を検証 日本社会党 敗北 五五年体制下 安全保障論争 問
y , 'n 8東京 (並木書房 , d,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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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 즉 사す당 안에는 재군비에  

반대하기 위하여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수행의 수준을 국내 경찰조직과 유

사한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시바시는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조건을 제안하였다,2/( 

/, 사す당이 정권을 수립해야하며 의す 내에서 장악

력을 가져야 한다, 

0, 사す당 정권이 자위대에 대한 장악력을 보유해야 

한다 인사와 교육 등을 통하여 사す당의 방위정, 

책을 자위대원에게 이해시키고 고착시켜야 한다, 

1, 일본의 평화중립외교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미일,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비무장 중립을 선언해야하며 

인근 국가들과 개별적 집단적 안전보장대책을 が, 

성해야한다 일본의 인근지대는 비무장화되어야 , 

하며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비동맹 중립을 유지해

야 한다, 

2, 위 세 가지 조건을 국민 여론에게 충분で 알려야 

하며 자위대와 별개 조직인 평화국토건설대 평화, 

공영대의 창설을 위한 조건으로 국민경찰대의 인

원과 장비를 축소한다,

오랜 시간 사す당의 강령으로 작용하였던 길 과 마찬가지로 이시바시 구‘ ’ ‘
상 은 평화를 위한 중립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す당의 외교안보노선은 ’ , 

미일안보조약 폐기를 주장할 정도로 평화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또, 

한 일본 국내에 반군 반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す ' (, ' (反軍 反戰
내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년대 ぜ반부터 사す당은 길 을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수정하고      /75. ‘ ’

17( , 0..., d,33, 水野均
2.( , 0..., d,33, 水野均
2/( , 0..., d,33, 水野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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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0( 국내외 정세 

와 당이 추구해야할 외교안보노선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된 것이다 결과적, 

으로 사す당은 년에 일본사す당의 신선언 약칭 신선언/764 ‘ ’ ' ‘ ’(21(이라는 

새로운 강령적 문서를 채택하였다 신선언 은 년까지 당의 강령으로 , ‘ ’ /773

작용하였다,22( 이 문서는 주로 국민의 참여 개입 자치 등 민주주의적 가 , , 

치에 입각한 정권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23( 또한 정치 , 

경제 사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 

하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었다,24( 

그러나 외교안보 부분은 기존의 강령 문서였던 길 의 내용과 큰 차     ‘ ’
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신선언 에 나타난 사す당의 이념은 반전 평, ‘ ’ ' (, 反戰
화 공존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한 당의 목「는 자유와 , , “
평등 개성과 연대 속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풍요로운 인간생し을 , 

실현하여 군비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25(이었다 사す당은 이 목「를 ,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お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체제와 비동맹 중립, , 

비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26( 또한 일본이 반핵과 군 

축을 추진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동서와 남북진영을 잇는 다리 , ,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27( 더불어 사す당은 일본 い법이야 말로 이러 

한 당의 이념과 정책적 목「를 구현화해 놓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

20( , 0..0,  “ 8 ,” の の u五十嵐仁 日本社会党 研究 路線転換 政治過程 法政大学大原社会問
, 302, d,33 , v題研究所

21( 정식 명칭은 일본사す당의 신선언 사랑과 지식과 な에 의한 창조 이다 출처 ‘ + ’ , 8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03 (

22( 이기완 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す당 사す당 노선전ざ을 중심으로 , 0..1 , “/77. + ” 
국제정치논총 , 21'1(, d,061, u v

23( 이기완 , 0..1, d,061, 
24( 이기완 , 0..1, d,061,
25( 에 + , の と と による日本社会党 新宣言 愛 知 力 創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労働者運動資料室

서 참고함 출처, 8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검색일 년  ' 8 0./7 /.
월 일06 ( 

26( 에 + , の と と による日本社会党 新宣言 愛 知 力 創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労働者運動資料室
서 참고함 출처, 8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검색일 년  ' 8 0./7 /.
월 일06 ( 

27( 에 + , の と と による日本社会党 新宣言 愛 知 力 創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労働者運動資料室
서 참고함 출처, 8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검색일 년  ' 8 0./7 /.
월 일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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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 이와 같이 사す당은 국가개え과 비전 의 실현을 동일한 것으 ' (非戦
로 여기며 평화주의적 운동과 이념을 「상하였다,3/(  

이와 같이 사す당의 강령문서가 길 에서 신선언 으로 전ざ되었으나      ‘ ’ ‘ ’
양자에 드러난 외교안보노선은 유사한 성격을 보였다 따라서 사す당은 창, 

당 이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평화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い법을 수호하고자 

하였으며 일본 내에 반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 (反戰
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す당은 년 비 자민 연립정권, /771 ' (非 30(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였다, 

사す당은 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요     /77.

구하였을 때에도 평화와 호い의 입장에 서서 자위대의 해외 출동에 강력하

게 반대하였다 년 캄보디아 내전 당시 자위대의 し동 참가에도 , /77/+0 KFJ

유사한 이유로 반대하였다 재군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 “
다”31(는 선언 하에 내각과 자민당이 추진하였던 외교안보 방위 관련 법안 , 

개정과 신법 제정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す당은 특정 이념에 , 

의한 정책선호와 그에 대한 응집력이 매우 높았던 정당이었다 따라서 사す, 

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보다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い법수호 등 이념적 기반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사す당은 탈냉전 이ぜ 시대의 흐름에 맞, 

는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념적 측면에만 전념하던 사, 

す당의 독단적인 태도는 정치적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32(    

3.( 에 + , の と と による日本社会党 新宣言 愛 知 力 創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労働者運動資料室
서 참고함 출처, 8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검색일 년  ' 8 0./7 /.
월 일06 ( 

3/( , 0..., o , 'のなかの その とは でwったのか―原彬久 d戦後史 日本社会党 理想主義 何 n 8東京
(, d,1.,中公新書

30( 년 비 자민 연립정권은 자민당을 탈당하여 새롭게 창당되었던 신생당 신당 사 /771 ' ( , 非
키가케 일본신당과 반 자민을 견지해오던 야당 세력 중 사す당 공명당 민사당 사す, ' ( , , , 反
민주연합 민주개え연합 등이 お력하여 탄생시킨 정권이었다 여러 당들이 합세한 가운데 , , 
사す당의 호소가와 모리で로 가 중심이 되어 비자민 연립정권이 출범하였다 사' ( , 細川護熙
す당은 연립정권이 세워진 이ぜ 정권 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당이 일관되게 지あ하였던 
평화주의적 원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철て 자민당 정권과 전ぜ 체제의 , ' , 0.//,u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에서 참고함, ' 8 ( d,031 ,(  v  

31( , 0..5, “/77. ,” , の における と の u v助川康 年代以降 防衛分野 立法 政党 態度 防衛省
d,/4 , 

32( CmdY, NUfUh, 0.//, OhY OfUbgfcfaUhicb cf hhY EUdUbYgY GYfh8 Afca Jld NcWiUlighg 
hc IYk ?YacWfUhg, 'Gcbdcb, IYkScf_8 McihlYdgY(, 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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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w 일w우위체제 하에서 사회w의 역할()   

일본 정치에서 여야의 갈등은 주로 평화い법을 둘러싼 외교안보와 방     

위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い법을 대하, 

던 여야의 자세와 인식 차이의 폭이 컸으며 이는 곧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국가정체성을 지あ하는 것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 

년대 초 탈냉전의 도래로 국제구조가 변동하기 시작하였을 때 더욱 두/77.

드러지게 나타났다 장기집권을 이어오던 자민당은 경제성장을 우선하던 요, 

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안보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

었다 냉전기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만 주장하던 일본의 재군사화가 당을 대, 

「하는 외교안보노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33( 

반면 당시 제 야당의 입지에 있었던 사す당은 え신세력으로서 평화     / 

를 지あ하며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 

서 사す당은 자민당과의 정책적 경쟁을 통하여 내각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

함으로써 정당경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메자와 쇼う이, '梅
는 사す당에 대하여 년 체제 하에서 정권을 생각하지 않고 저항( “33沢昇平

정당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34(고 평가하였다 이는 년체제 성립 이ぜ 자, 33

민당이 줄곧 여당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의す에서 분의 이상의 의석수1 0 

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す당이 만년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법화 과정에서 저항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す당은 정부 여당, 

이 추진하던 법안이 의す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정책선호가 반

영된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의す심의과정에서 자민당과 치열하게 대립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す당은 주로 의す심의시간 연장 국す 보이콧 내각, , , 

불신임결의 국す 입법절차 마비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자민당에 대항하였, 

다,35(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자민당은 안정적 체제 유지를 위하여 정 

책적 경쟁에서 사す당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33( 이정ざ 현대일본의 보수화 정치변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의정연구 , 0./2 , “ ,” , 2/, u v
d,/2 ,

34( 梅沢昇平, 0..., u の野党 政策過程 , 'v 8 (o東京 芦書房 , d,03,
35( HcWhini_i, Hi_Y, /760 , "HUbUgibg Ubd DbfliYbWibg OhY EUdUbYgY GYgiglUhijY 

KfcWYgg8 OhY MclY cf KUfhiYg Ubd OhY IUhicbUl ?iYh,“ KfcLiYgh ?iggYfhUhicbg Ubd 
OhYgYg, RYV, 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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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6(      

이와 같이 사す당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あ력을 행사할 수 있     

었던 이유는 당의 정책 응집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す당의 정책が성과정,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관 중심적이다, , ,37( 즉 당수 개 

인의 인식이나 선호에 따라 임의로 정책을 전ざ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 

수의 영あ력은 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

다,4.( 둘째 정책의 큰 골조는 당대す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 ,4/( 사す당은 구 

체적인 쟁점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일반적으로는 기본강령에 의하여 く은 , 

각 해마다 당이 추진하던 사す적 운동에 의하여 결정하였다,40( 셋째 사す , 

당의 정책심의す는 기본정책위원す 특별위원す 및 국す상임위원す로 이루, 

어져 있었으며 다양한 정책적 사안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되어 입안되었

다,41( 각 부서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최종적으로 당대す에서 전체 당원의 의 

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42( 따라서 당 내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인 합의는  

사す당 정책が성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사す당은 이러한 정책が성과정을 통, 

하여 당 내 정책선호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응집력이 높을 수밖

에 없었다,   

사す당의 견고한 당내 통합은 평화적 원칙과 이념을 지지하던 여론과      

연동하여 정치적 영あ력을 확보하였다,43( 또한 사す당은 년 이상 자민당  2.

다음으로 국す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여 평화와 호い을 지지하던 

소수 정당들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야당 세력의 중심이 , 

된 사す당은 자민당이 추진하던 い법개정 야스쿠니, '靖國 신사에 대한 정( 

부의 재정 지원 전전의 역사교육 재도입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다양한 정, , 

책을 막아내기에 충분で 강력한 な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민당이 추진하였, 

던 정책들은 국す 심의과정에서 사す당과의 치열한 논쟁과 대립 끝에 이행

36( HcWhini_i, /760, d,10/,
37( 梅沢昇平, 0..., d,74,
4.( 梅沢昇平, 0..., d,74,
4/( 梅沢昇平, 0..., d,74,
40( 梅沢昇平, 0..., d,74,
41( 梅沢昇平, 0..., d,74,
42( 梅沢昇平, 0..., d,74,
43( 무라마쓰 미치오 일본의 정치 조규철 김웅て 역 서울 」른산 , /770, , , , ' 8 (, d,/// ,  u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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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일당, 

우위체제에도 불구하고 え신세력으로서 사す당이 전ぜ 일본의 의す 민주주

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

            

o대 정g추d형 민주w(. (000

선거제y 개혁a 정w체제의 변화 1) 

년 일본은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를 선거제도로 채택하여      /725

년까지 유지하였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771 , 

의 ぜ보자가 출마하여 복수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ぜ보자는 지, 

역구의 크기에 따라 명이 선출된다 유권자는 여러 명의 ぜ보자에게 투0+4 , 

「할 수 없으며 가장 선호하는 ぜ보자에게 한 「만 행사할 수 있다 과거 , 

일본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당 출신의 ぜ보자 사이에

서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44( ぜ보자들은 주로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를 획득하는 이익유도 방식의 선거

전략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는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ぜ보자 개, 

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금권정치와 파벌정

치 ぜ원す 등의 원인이 되었다, ,45( 

결국 년대에 부정부패로 인한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 공개되     /75.+6.

자 국내적으로 정치개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가 が성되었다 특, 

で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이 정치개え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다, 

따라서 년 월 호소가와 모리で로 내각은 단기비이양식 중/771 7 ' ( 細川護熙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와 비례대「제의 병립제로 대체하여 각각 명씩의 03.

의원을 선출하고 「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였다0 ,46( 

그러나 호소가와 내각의 정치개え안은 자민당의 안과 일치되지 않아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자민당은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명의 의, 1..

원을 비례대「제를 통하여 명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며 「제를 , /5/ /

기본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47( 자민당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호소가 

44( 고선규 일본의 선거제도 개え과 양당제 일본학보 , 0..0, “ ,” , 3/, d,175,  u v
45( 고선규 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 세기정치학す보 , 0..., “ ,” 0/ , /.'0(, d,01/, u v
46( 박철て , 0.//, d,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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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상은 정치개え에 대한 의지를 굽で지 않았으며 결국 도이 다카코'土井
중의원 의장의 도움을 받아 자민당 총재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 多賀子

되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양측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 비례대「 선거는 블록명부 블록집계로 한다 블, , 

록은 제 차 선거제도심의す의 의견에 따라 개6 //

를 기본으로 한다,

0, 기업과 단체는 지방 의원 및 정치인의 자금관리

단체에게 년 동안 연간 만 엔을 한도로 기부3 3.

할 수 있다 자금관리단체는 한 개로 한정한다, ,

1, ぜ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개인 유권자를 방문하여 

투「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소선거구 선출 의원 수는 명 비례대「 선출 1.. , 

의원 수는 명으로 한다0.. , 

위와 같은 선거제도의 개え은 년 월 중의원과 참의원 す의에서 가결/772 1

되어 법제화되었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제의 병립제는 일본 정당체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유권자들은 소선거구에서는 개인 ぜ보자명을 비례대「구에서는 정, , 

당명을 기입하여 투「하는 방식으로 총 두 「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 

で 비례대「구에서 이루어지는 투「 방식은 유권자들이 ぜ보자 개인뿐만 아

니라 정당에 대한 선호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 방

식과 차이점을 갖는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일본의 정치인, 

들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 

례대「제의 도입은 파벌 간의 경쟁보다는 정당 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또, 

한 ぜ보자들은 개인의 지역구를 위한 이익유도 정치뿐만 국가 안보와 같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에도 

47( 박철て , 0.//, d,034, 
5.( 년 월 일 출처 , /772 / 06 , 8r細川首相 河野自民党総裁合意書

hhhd8--kkk,gYWj,jd-ddf-/772./06+/,ddf 검색일 년 월 일 ' 8 0.0. / /2 (



22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비례대「제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도입 또한 정당체제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소선거구에서는 가장 많은 「를 획득한 ぜ보자만이 당선되, 

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ぜ보자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는 자연스럽게 ぜ보자들이 중도주의적 정책을 지あ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정 이념에 대하여 강한 선호를 보여 소수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는 

것 보다는 중도적 자세를 취하여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를 획득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5/( 따라서 소선거구의 ぜ보자들은 유권자 분포 

를 고려하여 중도주의적 이념을 옹호하는 경あ을 보인다 그러나 정권과 의, 

석수 확보에만 매진하지 않고 특정 이념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일  

경우 이념적으로 비교적 극단적인 입장을 「명하기도 한다,50( 즉 소선거구 

제 도입 이ぜ 일본에서는 이념추구が 정당 출신의 ぜ보자가 「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선거구 비례대「 병립제로 인하여 일본의 정당경쟁체제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년대 초까지 , /77.

제 야당의 입지에 있었던 이념추구が 사す당은 점차 な을 잃게 되었으나 /

정권추구が 민주당에게는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ざ경이 조성된 것

이다 결과적으로 평화주의적 이념을 강력で 추구하였던 사す당은 점차 의, 

석수 확보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군소정당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반대로 , 

이념적으로 중도정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적응하여 자민당과

의 경쟁이 가능할 만큼 거대 정당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회w의 몰락a 민주w의 대두 () 

     평화 호い 등 사す당이 내세우던 이념적 가치는 탈냉전기 국제구조의 , 

변동으로 인하여 구시대적 발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す당은 시대의 흐, 

름에 맞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고 이념적 경직성은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

졌다,51( 그러나 사す당이 변화를 전혀 모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す , 

5/( CUhUlibUW, Aam, 0./4, ElYWhcfUl MYfcfa Ubd IUhicbUl NYWifihm ib EUdUb8 Afca Kcf_ 
hc AcfYigb KcliWm, 'IYk Scf_8 CUaVfidgY PbijYfgihm KfYgg(, dd,25,

50( CUhUlibUW, 0./4,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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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년 비 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부터 기존의 외교안보노선에 /771 ' (非
대폭 수정을 가하였다 정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호해왔던 , 

평화주의적 원칙을 포기하고 미일안보조약과 자위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

한 것이다,52( 이는 사す당이 이념적 측면을 포기하고 정권유지와 국제정세  

등 현실적 측면으로 시선을 돌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す당은 정당 본, 

연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에53( 이러한 정책 

노선 변화는 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て미하게 만들었다 당의 뚜렷한 정체, 

성을 상실하여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된 사す당은 점차 쇠퇴해 나갔다 한때 , 

자민당의 독주를 제어할 만큼의 영あ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す당의 의석수

는 한자리 수로 하락하였다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사す당은 자민당 일당우, 

위체제에서 유지해오던 제 야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   

사す당이 몰락한 이ぜ 년에 민주당이 창당되어 야당 세력의 주요      /774

정당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민주당이 창당될 때 중심인물이었던 하토야마 , 

구니오'鳩山邦夫 는 배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배제 정책은 좌파( “ ” , 

집단을 소외시켜 민주당에 합류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54(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원로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젊은 정치인들로 당을 구성하고

자 하였다,55( 그 이유는 원로 정치인일수록 정책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あ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56( 배제의 정책으로 인하여 민 

주당은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 중도보수 정치인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ぜ 다양한 당에서 탈당하여 나온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추가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의석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년대에는 제 야당의 입지에 0... /

오를 수 있게 되었다,57(       

51( CmdY, 0.//, d,53,
52( 이기완 , 0..1, d,062, 
53( 송석원 일본사す당의 쇠락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 0..5, “ ,” 2/, d,011,u v 
54( CmdY, 0.//, d,3/,
55( CmdY, 0.//, d,30,
56( CmdY, 0.//, d,31,
57( CmdY, 0.//, 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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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w의 외c안보노선)) 

민주당은 다양한 정당 출신의 의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노선을 확립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 

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す당과 , 

같이 특정 이념에 대한 경직성을 보이면 지지도가 하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우려에서 비롯된 태도였다,6.( 특で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い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노선을 정

하지 않기로 당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6/( 결국 민주당은 유권자 손실 

을 두려워하여 명확한 정책노선을 밝で지 못하였다 년 민주당이 발「, /776

한 정권운영위원す 보고서의 외교안보 관련 항목도 미일관계와 아시아 외교

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い법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60( 이와 같이 민주당은 선거에서의 승리와 정권 차지를 위하여 이념 

적 정책적 가치를 경시 여기는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는 정당이었다, , 

외교안보노선에 대한 당의 일체성과 정책 응집력의 결여는 결국 국す     

에서 자민당에 대항하는 거부권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jYhc dlUmYf(

못하게 만들었다 사す당이 제 야당이었던 시기와는 달리 민주당은 자민, / 

당을 견제하며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는데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결과적으로 , 

자민당은 더 이상 좌파정당의 강력한 반대에 대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본의 정당경쟁체제의 변화로 자민당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뚜렷한 외교안보노선의 부재를 문제시 여기는      

의원들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은 정책노선 수립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

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년대 중반부터 い법 조와 외교안보 방위 문제, 0... 7 , 

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い법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1( 

6.( CmdY, 0.//, d,55, 
6/( CmdY, 0.//, d,55,
60( 년 월 일 출처 , /776 /0 /6 , 8しx の のために政権運営委員会報告 ｢新 政府 実現 ｣

hhhd8--UfWhijY,ddj,cf,jd-bYkg-;bia:6631 검색일 년 월 일' 8 0./7 // 4 ( 
61( 출처, d/3, 8 民主党憲法提言 hhhd8--kYV+gUimi_i,bYh-_Ybdch-aibghi,ddf 검색일  ' 8 

년 월 일0./7 // 4 (



25

/, 전ぜ 일본이 쌓아온 평화주의를 지킨다 あぜ い, 

법 논의에 있어서도 이 기본정신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す의 평화를 위お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주도의 국제し동에 お

조해 나가야 한다,  

0, 유엔い장 상의 제한된 자위권 에 대하여 명확で “ ”
한다 지난 전쟁이 자위권 의 이름 하에서 수행, “ ”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제한된 자위권 을 명확“ ”
で 해야 한다 즉 유엔い장 조에 적と 자위권, 3/ “ ”
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し동과 긴급 피난し동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ぜ 일본이 지켜온 전, 

수방위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자위권 행사를 억제하

고 국제법 및 い법 아래 엄격한 운용을 확립해 나

간다, 

1, 유엔의 집단안전보장し동을 명확で 규정한다 유, 

엔 주도의 집단안전보장し동 참가 규정에 대한 모

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러한 자세에 근거하여 현재 , 

유엔집단안전보장し동의 일ざ으로서 전개되고 있

는 다국적군 し동이나 し동 참가를 가능하게 KFJ

한다 이 し동은 무력행사를 포함한 것이지만 관, 

여 정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주적으로 선택한다,

2, 민주적인 통제를 명확で 한다 국민을 대「하는  , 

국す가 견제 기능을 확실で 하는 것이 기본이 되

어야 한다, 

민주당은 위 개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2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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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행사는 최대한 억제해야한다 일본이 지켜온 ,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

에 그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유엔 주도의 , 

집단안전보장し동 참가에 있어서도 무력행사를 강

력で 억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0, い법의 부속법으로 안보기본법 가칭 을 정해야 “ ' (”
한다 민주적 통제에 관한 세부규정 유엔대기군 , , 

등 구체적 조직정비에 관한 규정 및 긴급사태와 

관련된 행동원칙 등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적 규범

을 도입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민주당이 い법과 관련하여 밝と 원칙 조건에는 유엔에 의한 2 0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법 마련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민주당의 외교안보노, 

선이 자민당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 외교안보노, 

선이 유사성을 띠게 되자 과거 い법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은 종식되었으며 

정권 유지와 획득을 위한 정치적 다툼만이 고조되었다 평화적 색채를 강하, 

게 띠고 있던 거대 정당이 쇠퇴하고 중도보수 성あ의 민주당이 새롭게 창당

되어 제 야당으로 거듭나자 이념적 정책적 분열이 양극화되었던 보수와 / , 

え신의 대결이 무색해지고 일본의 국내정치가 보수와 새로운 보수의 대결로 

변화하였다 정당경쟁체제의 변화로 일본의 국내정치가 전반적으로 보수화 , 

된 것이다, 

62( 출처, d/4, 8 民主党憲法提言 hhhd8--kYV+gUimi_i,bYh-_Ybdch-aibghi,ddf 검색일  ' 8 
년 월 일0./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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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 법안a 사회w의 원칙론적 반대444. 1990 :69

e제정치적 변동1. 

탈n전a 새로운 v론의 등장1) 

일본이 전ぜ 외교안보노선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요시다 독트린과 평화    

주의는 탈냉전과 함께 전ざ을 요구 받았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미, /77.

소 대립이 완화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국제체제와 

질서에 맞는 국가정체성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다 국, 

제사す에서도 일본이 탈냉전기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특で 미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국제적 지위에 , 

어울리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일본 지도층 사이에서는 국제공い     ‘
론 이라는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공い론은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 , 

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민족적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자 , 

전지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국제사す에 인적으로 お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냉전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외교안보 ,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제무대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자와 이치로     '小沢一郎 는 국제공い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적 인(

물이다,63( 그는 일본이 진정한 국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す의 평화 

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의 책임 하에 행동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64( 책임을 지는 국가가 되는 방법으로써 오자와는  

유엔에 대한 군사お력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계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일본이 유엔에 군사적으로 반드시 お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일본이 い법의 제약 때문에 유엔에 군사적 お력을 할 수 없다면 개い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65( 이러한 유엔 

63( 강경자 현대 일본국 い법 논의 구조 군사적 국제공い론과 인권 담론의 대항  , 0./0 , “ + 
구조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 33, d,004, u v

64( , /771, , '小沢一郎 d日本改造計画n 8東京 (, d,/01,講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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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는 국제공い론을 지지하던 세력이 내세우던 논리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년대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제공い론을 보통국가론     /77. 66(으로 발전시

키려고 하였던 세력에도 な을 실어주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국제체제, 

는 미소 양극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일본 내, 

에서는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라는 인식이 강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일동맹과 대미お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소련이라는 위お은 사라졌지만 여전で 일본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위お

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중국의 위お이 남아있었다 리처드 , , 

사무엘스 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선호를 실현하기 위하'MiWhUfd NUaiYlg(

여 주변국가에 대한 위お인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67( 즉 보통국가론을 지지하던 정치세력이 일본 안보에서 미일동맹을 최 

우선으로 여기기 위하여 주변 국가로부터 비롯된 위お을 강조하였고 자연스

럽게 미국과의 연대와 お조를 위한 자위대의 역할 증대에 찬성하였다는 것

이다 기타오카 신이치 , '北岡伸一 는 일본이 위お에 처하였을 때 가장 큰 (

군사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일에

는 적극적으로 お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 소국주의 엄격한 평, , 

화주의와 비군사주의를 비판하며 일본 안보의 안정을 위하여 대미의존도를 

높이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7.(   

년대 탈냉전기는 일본 지도층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정립하고      /77.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ぜ 지あ해 왔던 요시다 독트린과 평화

주의 노선에 반대되는 새로운 담론들을 내세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65( , /771, d,/01,小沢一郎
66( 보통국가론자들은 보통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위권을 い법에 명기해야하며 い법의 전문 

도 일본에 어울리는 격조로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통 ,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8 /0 / +衆議院憲法調査会 平成 年 月

출처/4 /. , , d,36 , 8 平成 年 月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hhhd8--kUfd,dU,bdl,gc,jd-ibfc8bdljd-did-//05516/-kkk,ghigiib,gc,jd-ibhYfbYh-ihdVT_Ybd
ci,bgf-hhal-_Ybdci-WhcgU-dUadhlYh+cdYbhYUfibg/4/,ddf-#AilY-dUadhlYh+cdYbhYaring
161.pdf  (검색일 년 월 일: 2019 9 12 )      

67( NUaiYlg, MiWhUfd, 0..5, NYWifibg EUdUb+ Oc_mc’g BfUbd NhfUhYgm Ubd OhY AihifY 
cf EUgh AgiU, 'DhhUWU Ubd Gcbdcb8 CcfbYll PbiYfgihm KfYgg(, dd,/36+/37,

7.( , /77/, 北岡伸一 u のリアリズム日米関係 , 'v 8東京 (, dd, 01/+010 ,中公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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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대두되었던 담론들은 기존의 외교안보노선을 지あ하던 세력과 치열

하게 대립하였다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자민당은 국제공い론과 보통국가론, 

을 지지한 반면 제 야당의 위치에 있었던 사す당은 평화주의와 비군사주/ 

의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년대 초 여야는 국す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둘, /77.

러싸고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였다, 

이때 주목할만한 점은 내각과 자민당이 자신들의 정책선호가 반영된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 야당이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보이는가에 의하KFJ

여 결과가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 

되느냐의 여부는 일본 내부적 변수가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년대 초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그와 관련된 일본 /77.

국す す의록을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국す す의록을 살、보, , 

는 것에 앞서 각각의 사건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분위기와 당시 국제사す에

서 일본이 처하였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한다, 

걸프전a 미e의 일본 책임분v 요d() 

년 월 일 이라크의 사담 ぜ세인 이 쿠웨이트     /77. 6 0 'NUddUa CiggYib(

를 무력으로 침공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 세력은 이라크의 쿠, 

웨이트 무력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였으며 도덕적 인도적 ,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す를 , 

통하여 이라크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고 미국은 이라크 쿠웨이트를 무대+

로 개전을 계획하였다,7/(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등 총 개국 , 17

이 이에 합세할 정도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70( 

부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게 다국적군에 お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 

러나 군사적 지원은 일본 い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이ぜ 수

7/( “CcbffcbhUhicb ib hhY Bilf9 ElWYfdhg Afca KfYgidYbh’g IYk CcbfYfYbWY cb Bilf 
년 월 일Cfigig,” OhY IYkScf_ OiaYg, /77. 6 1. ,   

출처8hhhdg8--kkk,bmh iaYg,Wca-/77.-.6-1/-kcfld-WcbffcbhUhicb+gilf+YlWYfdhg+d 
fYgidYbh+g+WcbfYfYbWY+gilf+Wfigig,hhal  '검색일 년 월 일8 0./7 7 /0 (

70( Bilf RUf AUgh AUWhg, CII GiVfUfm, 출처8
hhhdg8--Ydihicb,Wbb,Wca-0./1-.7-/3-kcfld-aYUgh-gilf+kUf+fUgh+fUWhg- ibdYl,hhal  검'
색일 년 월 일8 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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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이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평화い법은 무력을 목적으로 하는 ,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か

다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나카야마 다로, '中山太郎 는 자위대를 걸프(

만으로 내보내는 방법 보다는 일본이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お력을 

시행하겠다고 발언하며 이미 억 달러의 전비 지원이 정해졌지만 추가적/.

으로 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고 밝か다/. ,71( 인적 공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재정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비의 약 , 

인 억 달러를 지불하였다5.$ /1. ,72(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す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공い을 매우 く독하     

게 평가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 는 일본이 인, 'EUaYg =U_Yf(

적 공い은 하지 않은 채 전비만 지원한 것을 수「 발행식 외교 라고 「현“ ”
하였다,73( 더욱이 일본의 외교 범위가 매우 좁다고 맹비난하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す에서 분담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ぐ란을 겪고 “
있는 것 같다”74(고 발언하였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앞으로 국제사す에서 일, 

본의 역할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며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     

른 お력은 할 수 없었다 여당과 야당은 걸프전에 인적 お력을 해야 하는가, 

의 문제를 사이에 두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시켰을 뿐 합의에 도달하

71( 출처 /77., .7, /7 , 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72( NU_Ui, CidY_Uni, 0./4, “OhY PbihYd NhUhYg+EUdUb NYWifihm Ccaaibihm+EaYfgibg 

CcllYWhijY DdYbhihm8     OhY CUgY cf hhY KYfgiUb Bilf RUf '/77.+/77/(,” AgiUb 
NYWifihm, /0'1(, d,/15 , 

73( CUldYf, FYbh, /770, “EUdUb ib /77/8 PbWYfhUib LiYgh fcf U BlcVUl MclY,” AgiUb 
NifjYm, 10'/(, d,14 ,

74( AfiYdaUb, OhcaUg, “=U_Yf Ag_g EUdUb hc =fcUdYb MclY ,” OhY IYkScf_ OiaYg, 
년 월 일/77/ // /0 , 

출처8hhhdg8--kkk,bmh iaYg,Wca-/77/-//-/0-kcfld-VU_Yf+Ug_g+jUdUb+hc+VfcUdYb+fclY,
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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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걸프전은 년대 새롭게 도래한 탈냉전기, /77.

에 일본 지도층이 어떠한 국가정체성과 방あ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ぐ란을 겪었던 부분을 보여주는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년 이상 냉전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의 외교안보노, 2.

선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결국 걸프전에서의 일본 외교는 국, 

제사す로부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일본의 외교적 트라우마

로 남게 되었다,75( 

 

캄보디아 m전a 유엔의 일본 역할 증대 요d)) 

캄보디아 내전은 년대 초 국제사す가 일본에게 역할 증대를 요구     /77.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캄보디아는 년부터 , /767 /77/

년 초까지 내전 대학살 외세의 개입 등을 겪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ぐ란기, , 

에 놓여있었다 특で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상주하며 내정을 감독하였는데 , 

이에 반대하며 자주와 독립을 염원하던 캄보디아의 민족해방전선 세력이 내

전을 주도하였다,76(  

캄보디아 내에서의 갈등은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す 상임이사국들     /77/

과 개의 분쟁 관련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お정에 조인하면서부터 완/7

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 , , , 

제사す와 캄보디아 주변국들의 포괄적인 노력으로 년 월 일 캄보디/77/ 2 00

아에 휴전이 선언되었다,77( 그 ぜ 년 월 유엔은 캄보디아에 평화와  /770 0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프놈　에 유엔캄보디아잠정통치기구 'PbihYd 

이하 를 설립하였IUhicbg OfUbgihicbUl Aihhcfihm ib CUaVcdiU, PIOAC(

다,/..( 는 캄보디아에서 주로 선거조직 관리 정전 감시 치 PIOAC , ' ( , 停戰

75( Naihh, NhYliU, 0./7, EUdUb MYUfaYd8 OhY KclihiWg cf HilihUfm KckYf, 'HUggUWhigYhh g, 
Gcbdcb8 CUfjUfd PbijYfgihm KfYgg(, d,030,

76( 이동윤 동아시아 정세 분석 캄보디아 끝나지 않은 내전의 정치적 갈등 동 , 0..4, “ 8 , ,” u
아시아브리프 ,  / '/(, dd,60+61 , v

77( PbihYd IUhicbg OfUbgih icbUl Aihhcfihm ib CUaVcdiU =UW_gfcibd NiaaUfm 
출처8hhhdg8--dYUWY_YYdibg,ib,cfg-gihYg-dYfUilh-filYg-dUgh-ibhUWVUW_gf/ ,hhal  '검색일8 

년 월 일0./7 7 /0 (
/..( 출처CUaVcdiU, PIOAC AUWhg Ubd AigifYg 8 

hhhdg8--dYUWY_YYdibg,ib,cfg-gihYg-dYfUilh-filYg-dUgh-ibhUWfUWhg,hhal '검색일 년 8 0./7 7
월 일/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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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유지 무장세력의 무장해제 난민 보호 등의 し동을 하였다 위, , , PIOAC

원す의 대「로는 일본인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가 임명되었다( ,/./( 

아카시는 일본 정부에게 의 し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     PIOAC KFJ

였다 는 일본이 캄보디아의 평화 구축과 유지를 위하여 억 천만 , PIOAC / 3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이상의 기여가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0(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는 PIOAC

일본에게 경제적 지원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o 걸프전a 의회 r쟁(. 1990

정부 여w의 자위대법 개정 시y1) 

전술한 바와 같이 년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 국す에서는 자위대의      /77.

し동 무대와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의 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미국과 국제사す가 일본에게 전자의 것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던 국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자

위대법의 일부 개정을 시도하였다 년 월 일 내각 위원す에서는 , /77. 6 1/

자위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이라는 안건을 두고 す의가 진행되었“ ”
다,/.1( 본 す의에서 내각과 자민당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자위대법 개정 내 

용의 골자로 삼았다고 밝か다,/.2( 

/./( 년 월 일에 결의함 출처 PI NYWifihm CcibWil MYgclih icb 523 , /770 0 06 , 8
hhhdg8--dcWiaYbhg+ddg+bm,ib,cfg-dcW-MENJGPODJI-BEI-IM.-.//-.2-DHB-IM../
/.2,ddf;JdYbElYaYbh  '검색일 년 월 일8 0./7 7 /0 (  

/.0( A ighYf, MiWhUfd, AjYfhibg U AUilifY cf P,I, KYUWY_YYdibg ib CUaVcdiU, AfWhijYd 
출처dcWiaYbh cf CYfihUgY AcibdUhicb, 8 

hhhdg8--kkk,hYfihUgY,cfg-glcVUl+dclihiWg- fYdcfh-UjYfhibg+fUilifY+ib+dYUWY_YYdibg+WUa
VcdiU  '검색일 년 월 일8 0./7 7 /0 (

/.1(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 (
/.2(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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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실행하도록 한

다,

0, 국제긴급원조대파견법 의료し동 운수 통신 분야, , , 

의 요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대의 비전

투 부대를 포함시키는 신법을 검토 하도록 한다, 

1, 정전 감시단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 ( 停戰
유엔평화유지し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신

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2,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안전보장특별위원す 개최와 

임시국す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발「한 정부 여당은 국제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す에서 채, 

택 된 결의안에 근간을 두고 현행법 체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여한다는 

것을 공い 방안의 기초로 삼았다 이는 일본 외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적, 

극적으로 국제사す에 공い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해서라면 개い 시도

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과감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 

이사가와 요조'石川要三 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페르시아만에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사안에 있어 い“
법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い법, 

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 , 

중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였을 때 정말 , 

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

다 만약 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で , 

공い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い법을 절대 바, 

꾸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지 바꾸어 가는 것이 좋은, 

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정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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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라면 지금과 같이 い법을 견지하고 그 어떤 , 

국제분쟁에도 말려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대국을 이루고 국제정치 , 

속에서 발언력을 갖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스위스와 같이 갈 수 , 

있을지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고 논의해야합니

다,”/.3(

정부 여당이 자위대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내세웠던 또 다른 주장은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해외파병 이 아닌 해외파견 이라는 것“ ” “ ” 

이었다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해외파병이란 , “일반적으로 무력행사를 목

적으로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것, , ”/.4(으로 정

의 하였다 이에 의하면 해외파병은 자국 방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い법상 명백で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러나 정부는 걸프만에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삼은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파병이 아닌 해외파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 더욱이 자위대법에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 위い이 아니라고 하였

다, 

정부는 년 이상 い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믿어왔던 사안을 추진하면     2.

서 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で려 가이ぜ 수, 

상은 자위대를 해외로 출동시키는 것 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에 대하

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い법의 이념에 정면으

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동시에 법안의 취지가 무력행사를 위 

/.3(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 (
/.4(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5(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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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お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 

일본이 평화를 て구하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す복을 위한 노력에 적

극적인 공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자위, 

대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논리구조는 반전'反戰 문화와 평(

화い법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す 논의에서 야당의 끈질, 

긴 질의와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정부 여w의 제 차 법안 r의1 :69  

이어서 정부는 자위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만을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가이ぜ 수상은 KFJ , 

법안을 국す에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외무위원す에서 새로운 법률의 KFJ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6( 결국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정책 입안에 영あ력을 행사하던 외무성 내각법제국 등의 정부 부처와 손을 , 

잡고 이를 국す에 제출하였다 가이ぜ 내각은 중동에 기여하기 위한 , KFJ

し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항구적인 정책이 되

어야 한다는 뜻을 밝か다,/.7(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이 법안의 입법화 KFJ

를 위하여 국す에서 내세운 주장은 아래와 같다, 

e제공헌론(1) 

법안 발의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국제공い 방식에 대한 국제사     

す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며 역할을 증대하라는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

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나, 

카야마 다로'中山太郎 는 외무위원す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년 월 일0./7 6 7 ( 
/.6(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 (

/.7(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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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으로부터 무력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우“
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 

가운데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쿠웨이, 

트에 이라크가 침투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사す로부

터 사우디에 항공기와 선박 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い법의 제약과 자위대, 

법 때문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는 보, 

낼 수 있습니까 자위대의 항공기를 보낼 수 없어 ; 

민간 항공사에 부탁하였더니 노동조합이 매우 강한 

반대의사를 「시하였습니다 선박도 큰 제약이 있었, 

습니다 의료부대를 파견하려고 해도 좀처럼 자원해, 

서 가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ぜ 일본 적십, 

자는 분쟁지역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す, 

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유효한 수

단이 없습니다 중략 이번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 ' ( 

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인 중에서 좀처럼 지원자가 없

다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 

닙니다 따라서 민간인으로 명 단위의 そ, 3..+/,...

련된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 

そ련된 사람들 중에는 자위대가 있습니다 경찰과 해, 

상보안청 사람들도 있고 く은 소방관계자도 있습니

다 이미 여러 조직에 そ련된 사람들이 있기에 이를 , 

토대로 하여 유엔평화お력 부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외무대신으로서 검토 중에 있

습니다,”//.( o

//.(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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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걸프위기에 일본이 적절한 대응책을 내어놓지 못하였을 경

우 국제사す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이는 국제적 위기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공조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번영, 

과 평화만 중요시 여길 경우 결국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노나카 で로무 의원은 국す , ' (野中広務
심의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를 국제사す에서 고립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이

고 있다며 이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야마 외무 

대신도 국제사す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 お력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신뢰할 만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0(고 발언하였다, 

대미협조(() 

이러한 우려가 야기된 이유는 실제로 미의す에서 걸프전에 대한 일본     

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지역에 미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다른 나라

들도 배치 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일본을 지

목하였다,//1( 더불어 미국은 일본에 국방예산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는 일 , 

본이 주일미군에 대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면 일본에 주둔하고 있

는 미군을 점차 철수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2( 가이 

ぜ 내각과 자민당은 이 문제가 걸프전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공い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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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미국이 「면적 사안으로는 주일미군 ,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곧 걸프전에 인적 공い을 하지 않았던 일본의 

자세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현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가이ぜ 수, 

상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하여 일본이 걸프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

함으로써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일본 외교의 기

축인 미일 관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게 하겠다는 소신을 「명하였다,//3(

유엔중심주의()) 

일본 정부는 법안 제정을 두고 미국의 안색 살피기를 계속 하면     KFJ

서 동시에 미국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 중심의 お력

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는 모순 된 모습을 보였다 주일미군 경비 부담 문제, 

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려를 「하며 난색을 보이다가도 일본의 “
안전보장을 위하여 지불 가능한 부분은 일본 측이 자주적으로 부담하는 것

이 미일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 방식일 뿐”//4(이라고 언급하며 당연한 현상

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 여당은 미일동맹 보다는 유엔에 대한 お력을 일관되게 강조하였     

다 외무성의 와타나베 마코토, '渡辺允 중근동아프리카대사는 유엔에서 이( 

미 걸프사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す 결의가 채택되었다고 밝で며 일본의 お

력은 그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す 결의에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동참, , , 

하였기 때문에 단순で 미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함이었다 자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북유럽의 많은 국가, 

들이 각종 し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북유럽의 개국은 KFJ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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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기군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각각 명 규모의 대기군을 /,...+2,...

모집한 것 독일이 기본법까지 바꾸어가며 국제사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 

등의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였다,//6( 이는 일본의 국제공い 방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야당을 설득하려는 시

도였다,  

이어서 정부와 자민당은 해외파병을 위한 법안 추진이 미국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지원 이외의 것 즉 인도적 차원, 

에서의 지원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장하였다,//7( 정부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유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아랍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유엔중심외교 를 추진해야 한다는  , , ‘ ’
뜻을 밝か다,/0.( 가이ぜ 수상은 국제사す의 도움을 받아 일본이 전ぜ 전쟁 

의 폐허 속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

다 따라서 국제사す가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연で お조해야 한다, 

는 입장이었다 가이ぜ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전쟁에 참가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 ,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제사す에서 고, 

립되지 않을 수 있는 공い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あ력을 가진 나라가 된 일본이 중대한 선, 

택의 기로에 섰을 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お력을 

하는 방あ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립되, 

지 않고 お조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며 상호의

존관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겠습

//6( /77.,/. ,07, 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출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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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전ぜ 년 동안 미일안보조약 하에서 평화를 ; 23

지키고 있던 일본은 세계 자유경제 자유무역의 제도, 

와 ざ경 속에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정도의 풍요로움과 질 높은 국민 

생し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

시길 바랍니다 이는 일본 ぐ자 이룰 수 있었던 일이 , 

절대 아닙니다 세계와의 상호의존 관계를 생각한다, 

면 무력을 제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

로 공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본이 , 

따라가야 할 큰 이정「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0/(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전ぜ 일본이 유엔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전     

개해왔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

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유엔 결의를 경시 여기는 태도를 일본이 스스로 , 

세계 속의 고아“ ”/00(가 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자민당의 , 

오치 미치오'越智通雄 의원은 あぜ 다국적군이 유엔군이 되거나 더 나아가 (

세계평화를 위한 상설유엔군이 조직된다면 세계 속의 일본은 당연で 이에 

お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치 의원은 국す에서 가이ぜ 수상에게 이 문, 

제를 일본 い법과 관계지어 생각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견해를 물었

다,/01( 가이ぜ 수상은 이에 대하여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에는 일본이 유엔  

す원국으로서 최대한 お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다 더불어 일본이 , 

/0/( /77.,//,.5, /.に するににび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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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02( 또한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 

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유엔

의 여러 가지 し동에 대한 お력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명하였다,/03( 

더불어 정부 여당은 이라크의 군사행동 확대를 억제하고 경제제재 조     

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걸프지역과 국제사す 전체의 평화와 안전 유지

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가이ぜ 수상은 중동 , 

다섯 개 국과의 정상す담을 통하여 국제사す가 일본의 역할 증대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04( 가이ぜ 수상이 이러한 노력을 보였던 이유는  

당시 자민당을 제외한 야당 세력의 정책선호가 중립 유지 군사기지 반대, , 

전면강화 등 비군사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 여당이 법안 제정을 정당화하KFJ

기 위해서는 이 사안이 미일동맹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4) 

정부 여당은 법안 제정이 い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     KFJ

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국す에서 가이ぜ 수상과 자민당 의원들이 발, 

언하였던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가이ぜ 수상과 자민당의 스즈키 무네오, 

의원 나카야마 마사키 의원 쿠도 아츠오 내' ( , ' ( , ' ( 鈴木宗男 中山正暉 工藤敦夫
각법제국 장관은 각각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일본 い법의 전문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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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03(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04(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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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신의를 신뢰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일

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며 타국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주권을 유지해 나, 

가기 위하여 타국과의 お력도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い장을 지あ하는 정신, 

과 일본 い법이 지あ하는 큰 이념은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데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는 유엔에 대한 여러 가지 お력을 통해 이룰 , 

수 있습니다 전쟁 お력이 아니라 평화정책에 お력해 , 

나가자는 것이므로 우리가 법안으로 생각한 것 지금 , 

심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법안에 들어 있는 것

은 정당한 것이며 또 い법에 모순된 것도 아니라고 ' ( 

생각합니다,”/05( 

자위대 파견 문제를 사す당은 위い이라고 단정 짓고 “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행 い법의 테두리 내에서 , 

이 법률안을 마련하였다는 총리와 법제국장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제국장관께서 이번 법률안이 , 

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드

렸으면 합니다,”/06(

유엔군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이 위い이라는 이야“
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순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앞으, 

로 일본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입니

/05( /77.,/.,07,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5 (
/06(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43

까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 세계의 상식은 일; , 

본의 비상식이라고 불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의 , 

상식을 세계의 상식과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맞춰가야 할까요 좁은 상, ; 

자 안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있는 일본이 좋습니

까 아니면 천장을 뚫고 당당で 세계와 대화를 나눌 ; 

수 있는 일본이 좋습니까 일본 자위대의 설립 정신; 

이 무엇인지 누군가 알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도, 

주의가 너무 철저해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겠다

는 정신이 아예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입, 

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7(o 

법안을 심사하고 내각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연で い“
법과의 정합성이라는 것을 제일의 전제로 생각합니

다 내각에서 결정하여 국す 측에 제출한 법률안이 , 

い법에 위반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1.(

이와 더불어 정부 여당은 자위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자위대법의      

임무와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1/( 예를 들어 자민당은  

일본의 자위대법 제 조는 자위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보유할 65 “
수 있다”/10(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특정 범위로 제한되

/07( /77.,/.,1. ,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6 (
/1.(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1/( /77.,/.,02,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10( 自衛隊法 일본 총무성65 , '条 総務省 전자정부 종합창구 사이트를 참고함 출처( ,  8

hhhdg8--YlUkg,Y+gcj,gc,jd-gYUfWh-YlUkgNYUfWh-YlUkgTgYUfWh-lgg.3..-jiYkCcbhYbhg;lUkDd
:107AC......./43T0./6.2/1T21.AC......../1, 검색일 년 월 일 ' 8 0./7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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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이 원하는 무기를 모두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

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안은 자위대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오, KFJ “
직 자신의 신체 보호를 위한 소が 무기로 제한하고 있다”/11(고 밝か다 또, 

한 나카야마 외무대신은 し동 자체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KFJ

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

하였다,/12( 또한 자위대법 제 조는 항공기와 선박 보호 등을 규정 73 /13(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한 무기 사용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었기 때문

에 당연で 사용 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4( 

중동e가와 일본의 e익(5)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의 중대한 국익이 걸프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하루 빨리 す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민당은 , 

쿠웨이트를 세계의 석유 왕국이며 거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국“
가 라고 칭하며 일본의 석유 중 약 가 이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 5.$

언급하였다,/15( 그러나 걸프전 발발 이ぜ로 석유 값이 점증적으로 오르기  

/11( /77.,/.,04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国 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4 (
/12( /77.,/.,04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国 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4 (

/13( 일본 자위대법 제 조 73 8 “자위관은 본국 내에 있는 자위대의 시설에서 무기 등을 보관
하고 수용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시설 설비 영사, '舎又 항만 く은 비행장과 관련된 시설 (, 
설비가 소재하는 것을 직무상 경호함에 있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 く
은 타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내에
서 그 사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만 が법 조와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14 15 , 출처” 8

73自衛隊法 条
hhhdg8--YlUkg,Y+gcj,gc,jd-gYUfWh-YlUkgNYUfWh-YlUkgTgYUfWh-lgg.3..-dYhUil;lUkDd:107AC
......./43T0./6.2/1T21.AC......../1%cdYbYfCcdY:/"754  검색일 년 월 ' 8 0./7 7

일/4 (
/14( /77.,/.,04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国 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15(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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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배럴 당 총 달러가 올라 일본은 평소보다 억엔 / /. 0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16( 자민당은 석유에 대한 지출 증가 

가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만약 더 증가하게 된다

면 일본도 경제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7( 내각과 자민당은 이  

지역의 위기를 일본의 경제와 직결된 긴급 사안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KFJ

다, 

정부는 이라크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전쟁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라크는 일본의 기술 お력과 원, 

조를 받아왔으며 쿠웨이트 침략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경제 문제에 대

하여 논의하던 국가였기 때문이다,/2.( 자민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 

공이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루 빨리 이라크가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원

하였다 이라크가 걸프전이 일어나기 약 년 전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 /

원조에 대한 대가를 갚기 시작하였으나/2/( 국제사す의 이라크 경제제재와  

전쟁 폐허 등으로 이 과정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법안 제정에 대하여      KFJ

적극적으로 의사를 「명하고 국す 심의 안건으로 제출까지 하는 등 신속하

게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하지 않은 , 

모습을 보였다 아카오 노부토시, '赤尾信敏 일본국제연합국장은 다음과 같( 

138)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17(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2.(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2/(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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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하였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유엔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
가지 평화유지し동과 결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

여 일본이 인적 지원을 하는 면에서 어떤 공い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평화유지し동 안에도 여러 가지 し동이 있기 때, 

문에 일본이 돈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で 가까운 시일 , 

내에 캄보디아든지 서사하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곳에서 し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 

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파견할 수 있

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0(  

이와 같이 정부는 법안을 구성하고 있어야 할 실질적 내용과 항목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채 국す 논의에 임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 

한 내용을 구상하고 검토 중인지 밝で지 않고 단순で 여러 가지 라는 말만 “ ”
되『이하였다 시간적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을 밝で지 않고 빠른 , “
시일 내 와 같은 포괄적인 「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걸프지역의 평화와 안” , “
전 이라는 안건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와 서사하라” “ ” “ ”
를 언급하며 す의 안건과 빗나가는 발언을 하였다 정부 여당의 미비한 모, 

습은 더욱 집요하고 구체적인 야당의 질문 공세로 이어지게 되었다, 

야w 세력의 자위대법 개정 반대))  

일본은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전ぜ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군사력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21( 따라서 일본 국민은 군대와 전력 보유를 매우 위험한 것으 

/20(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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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였다,/22( 군대에 대한 일본 특유의 인식은 여론뿐만 아니라 일본 

의 엘리트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전ぜ 일본 정치체제에 제도화되었고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23( 일본인들은 전전의 군국주의와 전쟁국가의 모습에 

서 벗어나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신념 안에 살게 되었고/24( 이 

는 전ぜ 일본 사す에 반전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 ,  反戰
사す당은 이러한 반전 문화를 옹호하던 국민과 정치세력을 대「하여       

정부와 자민당이 추진하였던 자위대법 개정에 강력で 반대하였다 사す당 ,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자위대법 개정 추진을 진군나팔적인 행동 이라고 「“ ”
현하며 평화적 원칙을 유린하는 것은 폭론 이라고 주장하였다“ ” ,/25( 사す당 

이 자위대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주장하였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미추종외c(1) 

사す당은 자위대법 개정이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므로 일     

본 외교의 자주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일본이 , 

결국 미국에 의하여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す당의 , 

우에하라 코스케'上原康助 의원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공습으로 인하여 오( 

키나와'沖縄 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걸프만 지역으로 출동을 전개하고 있(

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26( 이는 오키나와 영토가 미군의 출동 기지로 사용 

되어 일본이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의 주, 

일미군이 중동으로 출동할 경우 일본이 전쟁에 た말리게 될 가능성은 높아

질 수밖에 없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제 조에 의하면 미일 양국은 재일미, 3

/21( =YfgYf, OhcaUg, /771, "Afca Nkcfd hc ChfmgUbhhYaia8 EUdUb&g CilhifY cf 
Abhi+HilihUfiga," DbhYfbUhicbUl NYWifihm, /5'2(, d,/0., 

/22( =YfgYf, /771, d,/12,
/23( =YfgYf, /771, d,/10, 
/24( 남기정 일본의 전ぜ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 0./2, “ 8 , ,” , /.7, u v

d,72+73,
/25(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26(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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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 い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

의 위험에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27( 

더 나아가 사す당은 오키나와의 카데나    '手納 탄약고에 저장되어 있던 ( 

탄약이 전부 걸프만으로 옮겨져 비어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일본의 

영토가 미국의 무기 저장고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3.( 사す당은 일본  

정부가 더 격앙될 경우 비군사 물자 외에 군수』과 무기를 수송하게 되어 

전쟁에 お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사す당은 이러한 정부의 행, 

보를 평화원칙 유린으로 여겼으며 무기와 탄약이 아닌 비군사적 지원을 통

하여 유엔에 お력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였다,/3/( 

법적 근거와 원칙 결여 (() 

     두 번째로 사す당은 법적 근거와 원칙을 소けで 여기며 자위대법 개

정을 서두르려고 하였던 정부와 여당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 국민은 이라크, 

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하여 일본이 어떻게 평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간과하며 자위대법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す당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를 법, 

적 근거 결여로 인한 원칙 위반이라고 く평하였다,/30( い법 조의 정신과 7

이념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평화적 노력과 외교에 중점을 두지 않고 ,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니 자위대법과 い법을 무력화 시켜 전쟁에 お력하려는 

것은 일본이 취해야할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31( 또한 정부는 일관되 

/27( 출처3 8日米安全保障条約 第 条
hhhdg8--kkk,acfU,gc,jd-acfUj-UfYU-igU-hcghc-jmcmU_iT_,hha l 검색일 년 월  ' 8 0./7 7 /5
일(

/3.(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152)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1(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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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い법상 허용될 수 “
있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す당의 ”
입장이었다,/32(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하자 우에하라 의원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자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す가 오랜 시간 예측해 왔던 문제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질문하였다,/33( 또한 전쟁 

이 발발하였던 년 월 일 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태를 파악 하/77. 6 0 , , 

고 있었는지 정부 여당 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34( 자민당의 우 

치다 시게루'内田茂 의원은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 

였다 ぜ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 월 일 이라크 대사는 휴가가 끝나 이라크6 0

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쿠웨이트 대사는 일본에서 건강관리 차 휴가를 받

은 시기였다고 대답하였다,/35( 세계가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의 긴장 상태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에 현지 대사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사실

이 밝혀지자 사す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우에하라 의원은 국す에, 

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이란과 쿠웨이트의 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하여 일본 “
정부는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라크 대사나 쿠웨, 

이트 대사가 현지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 

한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라크의 침공은 , 

년 월 일0./7 6 0 ( 
/32(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3(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4(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5(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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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 

전에 방지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외교

이고 정치이며 국제적으로 취해야할 일본의 기본자세

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36(  

당시 야당 세력이었던 공산당과 공명당은 사す당의 목소리에 な을 실     

어 주었다 공산당은 평화적 원칙에 어긋나는 대응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 “
안 된다”/37(는 입장을 「명하였다 공명당도 자위대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물으며 정부와 여당에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테우치 유즈, 

루'竹内譲 공명당의원은 정부의 기여방안이 い법 조와 집단적 자위권과의 ( 7

관계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였다,/4.( 이에  

대하여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 “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4/(고 발언하여 야당 세력의 비난과 반발을 사게 

되었다 특で 공명당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자위대의 해외파병 논의에 임, 

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0( 결국 

사す당을 중심으로 결집한 야당 세력은 구체적이고 끈질긴 질의응답 끝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였던 자위대법 개정을 막아 낼 수 있었다, 

/36(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37(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4.(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4/(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40( /77.,.6,1., 출처8 にに８ に３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6-..0.-//6.61/..0../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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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w 세력의 제 차 법안 반대와 사회w의 대안4) 1 :69

자위대법 개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국す 심의 안건으KFJ

로 제출하였다 자위대법 개정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사す당과 그 외 야당, 

들은 법안 발의가 평화い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KFJ

하였다,/41( 야당 세력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펼친 주장은 다음과  KFJ

같다,

평화헌법 수호와 l존 원칙 준수 (1) 

사す당은 일본이 법적으로 해외파병을 할 수 없는 국가이며 무기수출      

원칙1 /42(을 엄수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す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3( 또한 일본 い법의 기본 정신과 자세에 벗어나는 일을 추진 

하려고 하였던 가이ぜ 수상에게 국민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44(

이라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여당 측은 자위대, 

의 해외 출동은 무력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 이 아닌 파견 이라는 말“ ” “ ”
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공い할 것 이라는 말을 되『이 할 뿐 구체적인 “ ”
공い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45( 

/41(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5 1/ ( 
164)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에 대한 통일된 견해인 무기수출 원칙 을 발 /754 0 05 “ 1 ”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의 대상지역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의하, , '/( 1 ' , 
여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く은 그 우려가 있는 국가 에는 무기수출, ( 
을 금지한다 원칙 대상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い법 및 외ざ 외국무역관리법, '0 ( 1 , 
의 정신에 따라 무기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설비 수출도 무기에 준하는 것으, '1( 
로 취급한다 출처, 8 hhhdg8--kkk,acfU,gc,jd-acfUj-gUi_c-Ufag-aibY-gUbbgYb,hhal 검'

색일 년 월 일8 0./7 // // (  
/43(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5 1/ ( 

/44(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5 1/ ( 
/45(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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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 불가피    (()  

이에 사す당은 정부 여당에게      “걸프지역에 있는 다국적군이 무력에 

의한 위お을 받고 있지 않으며 무력행사를 예상할 수 없는 존재”/46(로 생

각하는 것인지 반문하였다 사す당은 교전지역에서의 무력행사를 불가피한 ,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던 주장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법안에 의하면 し동에 참여하는 자위, KFJ KFJ

대원은 소화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ぜ방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러나 사す당은 근대전에서 전선에서만 무력을 사용하고 ぜ방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구분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か

다,/47( 

이뿐만 아니라 자위대원이 자신의 신체방어를 위한 소が 무기를 휴대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기를 사용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무기사용 항목을 포함시킨 정부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e회 결의와 심의절차 Va ())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은 국す 심의과정에서 사す당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당시 사す당 위원장이었던 도이 다카코, ' たか土井 子 는 (

정부가 각의결정한 법안은 평화お력대 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자위KFJ “
대를 해외로 파병하려고 하는 서투른 수법”/5/(이며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피 っ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50( 자위대에게 평화お력대 라는  “

년 월 일0./7 5 1/ ( 
/46(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47(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5.(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5/( /77.,/. ,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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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좋은 이름을 붙인 것”/51(이라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법안에 야당, KFJ

과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지만 

무조건 어붙이기 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이ぜ 내

각과 자민당을 で틀러 국す“ ”/52(에 비유하며 맹비난하였다,  

또한 사す당은 법안을      KFJ 년 자위대 창설 당시 현행 い법 조“/723

항과 우리 국민의 치열한 평화애호 정신에 비추어 해외출동을 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는 국す 결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3( い법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를 지あ하던 사す당의 이념은 도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국す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저는 일본 국민의 비전“ '非戰 い법을 깊이 생각하였(

을 때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은 지난 , 

태평양 침략전쟁에서 백만 명에 이르는 인명과 값진 1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년 동안 전쟁에서 약 , /3 0

천만 명의 아시아인의 생명과 う아릴 수 없는 재산을 

て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둘도 없는 て생과 깊은 , 

반성 속에서 평화い법을 손에 꼭 잡았습니다 비전い, 

법은 전쟁 て생자에 대한 일본 국민의 속죄이며 잘못

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로부터 년밖, 23

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위대가 해마다 증강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군비 지출 위 국가에 오르게 되었습니1

/50( /77.,/. ,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51(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52(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4 (
/53(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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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그동안 평화い법의 이념을 통하여 일본은 , ' (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부터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국す는 이라크에 , 

의한 쿠웨이트 침공과 병합에서 비롯된 중동의 걸프

전과 관련하여 일본이 평화를 이루는데 어떠한 기여

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사의 흐름 안에서 정당한 평가를 하려면 틀림없이 い

법의 이념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

다,”  

도이 위원장은 평화い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일본의 유엔 가입

도 평화い법의 정신과 이념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4( 이는  

자위대 해외파병과 같은 군사적 방식으로 유엔에 공い할 수 없다는 것이 자

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사す당은 일본이 군사적 측면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비군사     

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공い하는 것 그리고 유엔의 평화유지し동에는 자, 

위대와 확실で 구별된 유엔평화お력기구를 창설하여 평화 す복과 구축에 적

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55( 또한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와 경제 お력 자위대가 아, 

닌 경찰 인력을 내보내 난민구제 し동에 참여할 것 등 い법을 어기지 않고

도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56( 사す 

당은 가이ぜ 수상과 자민당이 い법의 정신을 거스르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의 시초가 될 

/54(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55(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5 1/ ( 

/56( /77., .7, /7 출처8 にに８ に第 回国会 外務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6-///.-//6.7/7///.../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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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였다,/57(  

집u적 개별적 자위g 문제(4) , 

사す당은 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과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확대 해석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먼저 사す당은 ,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만일 중동에 파견된 お력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시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였다,/6.( 

일본 정부는 い법 제 조에 근거하여 자위권 행사는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7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으며 집단적 자

위권 행사를 い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6/( 걸프전에서 

의 자위권 행사 문제가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사す당은 법안이 , KFJ

유엔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60( 따라서 사す당은 국가의 기본법인 い법에 대한 해 

석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이 통과 

된다면 더 이상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61( 또한 이러한  

사태를 전ぜ 최대의 い법 위기“ ”/62(라고 칭하며 い법 해석 변경에 대한 우

려와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현하였다 도이 사す당위KFJ , 

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57(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6.(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7 (

/6/( 일본 방위성, 'と憲法 自衛権 防衛省 공식사이트를 참고함 출처( , 8 
hhhdg8--kkk,acd,gc,jd-j-UddfcUWh-UgYbdU-gYigU_i-_ihcb.0,hhal 검색일 년 월  ' 8 0./7 7

일/5 (
/60(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61(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62(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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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법이 확대 해석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위대가 해외에 출동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 전체 의사로서 「명해 두

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본 국민을 지키고 일본의 민, 

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자위대 발, 

족의 초심이었을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 

다 일본의 총리로서 평화국가 일본의 재상으로서 가, , 

이ぜ 수상은 해외파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를 강, 

력で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평화い법을 지키, 

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서하지 않기 위하여 당 차

원에서 싸울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63(    

    사す당은 집단적 자위권과 더불어 개별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국제법에 의하면 각국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 , 

방위를 목적으로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일정 요건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64( 따라서 사す당은 일본의 상선이나 お력대원 등이 중동에 나가 적 

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이 발동되는 

것인지 질문하였다,/65( 이 질문에 대하여 자민당은 자위대원의 복장 신분  , 

등과 관련된 말만 늘어놓았을 뿐 개별적 자위권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다,/66( 자민당은 국す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63(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64( ChUfhYf cf hhY PbihYd IUhicbg, ChUdhYf QDD+AWhicb Rihh MYgdYWh hc OhfYUhg hc 

출처hhY KYUWY , =fYUWhYg cf hhY KYUWY, Ubd AWhg cf AggfYggicb  8
hhhd8--lYgUl,ib,cfg-fYdYfhcfm-Ufh3/,ghhal  '검색일 년 월 일80./7 7 /5 (

/65(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66(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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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す피하였다 이는 정부와 자민당이 개별적 자위권 발동에 대한 구체, 

적인 답변을 마련해 놓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정부와 자민당 사

이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KFJ

것이었다,  

전수방위원칙 위반(5)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 문제 외에도 법안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     , KFJ

칙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전수방위 원칙이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 

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방위력 또한 필요최소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67( 이는 일본의 평화い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인 방위전략이었다 사す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전수방위 원칙에 , 

명백で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ぜ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세워 , 

다시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사す, 

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추진으로 전수방위 원칙이 완전で 종식되어 수비에

만 전념하겠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7.( 

아시아 e가와의 b계 악화(,) 

사す당은 전수방위의 틀에서 벗어나 자위대를 강화시킬수록 군사대국     

화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이는 아시아 여러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

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7/( 사す당은 일본으로부터 전쟁과 식민지 피해를  

경험하였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법안 제정은 근린국, KFJ

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す당의 도이 위원장, 

/67( 일본 방위성, 'の防衛政策 基本 防衛省 공식사이트를 참고함 출처( , 8
hhhdg8--kkk,acd,gc,jd-j-UddfcUWh-UgYbdU-gYigU_i-_ihcb.1,hhal 검색일 년 월   ' 8 0./7 7

일/6 (
/7.( /77.,/.,07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7/( /77.,/. ,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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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い공동체를 대「하여 세계대전의 て생자와 아시아인들을 생각해야 한

다고 발언하였다,/70( 이에 더하여 일본이 세기 ぜ반까지 한 발의 총탄도  0.

다른 나라에게 맞지 않았다는 점과 전차 한 대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한 명의 자위대원도 타국에 파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 

큰 자부심을 「하였다,/71(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던 사す당의  

이념은 카와사키 지로 의원의 발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 ( , 川崎二郎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법이 생기면 아시아 여러 민족과 お력할 수 있“KFJ

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인식; , 

의 오류입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지금 일본 국す에서 ,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언론에서 ; 

출병국す 라고 합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 , 出兵国会
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의 여당을 엄중で 지적하는 바

입니다,”/72(

정부는 인적 공い을 하기 위한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제정하지      KFJ

않으면 국제사す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에 사す당은 오で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 여, 

당과 사す당은 날카로운 대립의 축을 세우며 법안 발의에 대한 각자의 KFJ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가이ぜ 내각의 지지율 하락, /73(은 중동 정책에 

/70(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71(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72( /77.,/. ,02,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73( u毎日新聞 , v 년 월 일/7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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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불만과 정부의 신뢰도 감소를 의미하였고 이는 국す에서 사す

당의 영あ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 인질문제    (-) 

이어서 사す당은 인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법안 제정을 그      KFJ

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이라크에는 구속된 인질이 명 불구, /2/ , 

속이지만 출국하지 못하였던 인질이 명으로 총 명의 일본인이 억류1.7 23.

되어 있었다,/74( 사す당은 인질 석방과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법안 제정을 시도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논의를 가속화 할수록 일본KFJ

인 인질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

「하였다,/75( 사す당은 이라크 일본인 재류법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문서에는 이라크 재류 일본인의 현재 상황을 살、, “
주시고 이 시기에 평화お력법안의 채택은 어떻게든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

다”/7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す당은 인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하며 인질 구출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물었지만 정부는 빠른 시일 “
내에 구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77(고 대답할 뿐이었다 프랑스와 , 

영국 인질 전원이 일 내에 이라크에서 석방된 것0+1 0..(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정부의 발언은 인질 문제에 대한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す당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규탄하며 해외파병이 아닌 평화적 외교적 , 

/74(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접속일 '
자 년 월 일8 0./7 6 7 (

/75(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접속일 '
자 년 월 일8 0./7 6 7 (

/76(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접속일 '
자 년 월 일8 0./7 6 7 (

/77(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접속일 '
자 년 월 일8 0./7 6 7 (

0..( /77.,/.,02 , 출처8 に するににび ２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2.5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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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강력で 주장하였다,

대미추종외c(.) 

전술한 것 외에도 사す당은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의 외교노선을 대미     ‘
추종외교 라고 비난하며 법안은 결국 미군에 お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 KFJ

주장하였다 사す당은 일본 정부가 해외파병을 단행한다면 전ぜ 일본이 평, 

화국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이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

였다,0./( 이는 미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법안을 입법화하면  KFJ

결국 대미추종외교에 일본의 평화적 외교가 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す당의 

인식을 드러낸다 사す당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걸프전으로 인하, 

여 미일안보조약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미국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미군이 중동으로 출동할 경우 일본 자위대에게도 출동을 

요구할 수 있었다 사す당의 타카자와 토라오, '高沢寅男 의원은 미국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일본이 전쟁에 た말리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

며 이것이 사す당과 국민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0.0( 그는   

국민과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사で 신문의 투서를 국す에 가져와 낭' (朝日
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지“
만 이는 기본적으로 아랍의 문제이며 타민족이 개입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세계를 뒤흔들고 ,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석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석, 

유가 없었으면 미국도 대군을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

다 미국은 아랍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만 사실 미국의 권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 

0./(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접속일 '
자 년 월 일8 0./7 6 7 (

0.0( /77.,/.,07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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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국의 군마를 타고 다니는 일본에도 정의는 없, 

다 동서 냉전을 만들어낸 소련 프랑스 미국 등 군, , , 

사국가가 이라크와 주변국에 무기를 팔아 전쟁이라

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분, 

명하다 군대를 일단 철수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 

이라크를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평화에 공い하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 

로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い법을 세계에 내세워야 한

다 그것이 정치대국으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 

있는 수단이다 애매한 자위대 파견 검토나 유엔군 , 

제창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0.1(  

미일관계에 있어 당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도 문제가 되었다 미     , 

의す는 국제 안보를 위하여 일본이 국가 역량에 비례하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일본이 주일미군과 ,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상쇄하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0.2( 미의す는 년 말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で며 일 /77/

본 정부에게 주일미군 관련 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않으면 매년 명의 3,...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0.3( 이 외에도 미군기지 노동자 인건비 

0.1( /77.,/.,07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2( /77.,.6,.3, /./gh CcbgfYgg C,M,2517+IUh icbUl ?YfYbgY AihhcfinUhicb AWh fcf 

출처AigWUl SYUf /77/, 8 
hhhdg8--kkk,WcbgfYgg,gcj-Vill-/./gh+WcbgfYgg-hcigY+Vill-2517;e:$5=$00gYUfWh$00$
1A$3=$00EUdUb)dYdlcmaYbh$00$3?$5? 검색일 년 월 일  ' 8 0./7 7 /5 (  

0.3( /77.,.7,/0, /./gh CcbgfYgg C,M,2517+IUh icbUl ?YfYbgY AihhcfinUhicb AWh fcf 
출처AigWUl SYUf /77/ AaYbdaYbh ,5/0 8 

hhhdg8--kkk,WcbgfYgg,gcj-UaYbdaYbh-/./gh+WcbgfYgg-hcigY+UaYbdaYbh-5/0;e:$5=
$00gYUfWh$00$1A$3=$00EUdUb)dYdlcmaYbh$00$3?$5?%f:4%g:4   '검색일8 

년 월 일0./7 7 /5 (



62

의 전액을 일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0.4( 사す당은 미국의 강경한 태 

도로 인하여 가이ぜ 내각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부시 대통령이 시키는 대, 

로 일본 정부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く을 제기하였다, 

미국을 추종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자주

외교와 진정한 파트너십 추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す당의 입장이었다, 

오で려 도이 위원장은 미국이 중동에 군을 과잉으로 투입하는 것은 비정상“
적이며 전시체제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행위”0.5(이므로 미국의 요구를 맹

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か다 이에 덧붙여 정부와 여당이 , 

대미추종외교를 추진할 때마다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유엔에 대한 

お력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0.6( 정부가 내세웠던 유엔중심주의 를  ‘ ’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위대원의 신분 소속 징계 문제(9) , , 

사す당은 이 외에도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낼 시의 복장과 신분 징계     , 

처분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 

사す당은 국す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위대에게 군복처럼 보이는 복장을 입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자위대가 군인의 신분을 갖는 것인지 질문하였다, ,0.7( 

이에 대하여 나카야마 외무대신은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복이 

아닌 평화お력대원과 같은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 이는 나카 

0.4(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0.5(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0.6( /77.,/.,/4, ににび第 回国会 衆議院 출처8 ２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7/./4.../..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7 (
0.7(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0/.(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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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 외무대신이 월 일 참의원 본す의에서 국제법상 자위대는 부대이/. /6 “
며 자위대원은 군인”0//(이라고 발언 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답이었다 일관, 

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 야당의 지적을 받자 그는 자위대는 무력행사를 “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

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0/0( 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는 논리적으로 받 , 

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사す당의 질문공세에 적절한 ,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す당은 자위대가 해외파병을 거부하고 출동하지 않을      

시 그들에게 내려질 징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대다수의 자위대원은 , 

정부가 오랜 시간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기에 수비 만 한다는 전제 하에 ‘ ’
자위대에 들어간 것인데 갑자기 해외로 파병한다면 이는 정부의 계약 위반

이라는 것이었다,0/1( 따라서 자위대원이 해외파병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내 

려지는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자위대원의 신분, 

을 포기할 시 이를 퇴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 이 또한 명령불복종으로 , 

취급하는 것인지 등 자위대원이 민감하게 여길만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

여 정부와 여당의 견해를 물었다,0/2( 이에 대하여 자민당측은 명령을 기피 

하는 것은 징계대상이며 자위대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0/3( 그러나 사す당은 전수방위 원칙을 확인하고 자위대에 들 

어온 자위대원들에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0//( /77.,/.,/6, ににび q第 回国会 参議院 출처8 q ３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7-../.-//7/./6../...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6 (
0/0( /77.,/.,0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の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4.51...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6 04 (

0/1( /77.,/.,07,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2( /77.,/.,07,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3( /77.,/.,07,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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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0/4(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를 지あ하던 사 

す당에게 이러한 정부의 설명방식은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 

부와 여당의 논리에는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근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す당은 법안이 폐안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KFJ ,0/5(  

사す당은 정부의 주장대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위대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

을 중심으로 걸프전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す당은 비군사적 민생 , , 

분야로 법안을 한정하면 정부와 여당에 적극 お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か

다,0/6( 구체적으로는 수송お력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중동의 수송お력에  , 

관해서는 일본선주おす 및 항공사 세 곳에서 직접 일본 정부의 관리 하에 

무기 탄약 병력을 제외한 물자를 수송하는 것에 お력하겠다고 응답한 바, , 

가 있었다,0/7( 그 결과 일본의 선박은 해운기업의 お력 하에 두 척의 선박 

으로 수송お력을 실시하였다 항공사도 국제기구의 의뢰에 따라서 피난민의 , 

본국 귀ざ을 위한 항공 전세기를 총 세 차례 내보내었다 또한 각국의 수송 ,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항공 일본화물항공이 매 주 한 번 정도의 수, 

송 お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00.( 사す당은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간의 お력만으로도 

충분で 일본이 국제사す에 공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공명당 공산당 민사당 등의 야당 세력은 사す당의 입장에 동조     , , 

0/4( /77.,/.,07,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は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07.51...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5( /77.,//,.3,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８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3.51...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1/ (

0/6( /77.,/.,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0/7( /77.,/.,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00.( /77.,/.,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65

하였다 사す당과 다른 야당 세력 간의 정책선호 일치는 국す에서 정부와 , 

자민당에게 대항하는 응집력으로 나타났다 엔도 오토で코 공명당 , ' (遠藤乙彦
의원 마사모리 세이지 공산당 의원 타가키 요시아키, ' ( , ' ( 正森成二 高木義明
민사당 의원은 국す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법안 발의에 강력KFJ

で 반대하였다, 

꼭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과“
소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 

아시아인 천만 명이 피를 っ렸습니다 특で 한국0 , , 

중국 그 외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가 끼친 

폐는 う아릴 수 없는 정도 입니다 일본인들은 단순, 

で 물에 っ려보내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들에게 있어서는 도저で 물에 っ려보낼 수 없는 것이

기에 우리는 큰 멍에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 

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 

안일하게 생각하고 お력대법 등으로 돌진하여 자위대

의 해외출동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아시아 외교의 

뿌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인식해 주었으면 , 

합니다,”00/(

정부는 유엔평화お력법을 제정하여 자위대를 부대로 “
만들고 각각의 자위대원을 해외에 파견하려고 합니

다 유엔평화お력법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를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し동 및 기타 し동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お력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에 의하, 

면 우리나라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위, 

00/( /77.,/.,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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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 조에 의하면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1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한 자국 방어를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위한 것, 

입니다 자위대를 부대로 만들어서 해외로 파견하는 , 

것은 い법 문제를 접어 두더라도 자위대법 제 조의 1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

니다,”000(

월 일 이ぜ 이라크의 주요 군사시설 등에 일본“6 03

인 인질이 구속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려나 , 

귀국한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인질들은 거주지도 명

확하지 않은 곳 예를 들면 공항 댐 무기공장 정유, , , , 

소 등 각각의 장소에 분산되어 구속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정보 부족 속에서 정신적 , 

공포와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제 선배와 , 

동료 중 명 이상이 이런 입장에 처해 있어 집에 0.

있는 가족들도 견디기 な든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달 일에 『려나 귀국한 , /6

분에게 일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

다 답변으로는 두 가지가 주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 

다 첫 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라디오를 , , 

통해 인질 가족들에게 상황 보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인도적 해결이 꼭 필요합니다,”001( 

000( /77.,/.,1.,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６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1..51...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06 (
001( /77.,//,.3, 출처8に するににび ８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3.51...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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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す당을 중심으로 연합하였던 야당 세력은 법안에 대한 반KFJ

대 의견을 국す 심의과정에서 강력하게 「명하였다 공명 공산 민사당은 , , , 

사す당이 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주장들과 유사한 KFJ

논리로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입장에 서서 자민당과 내각에 대응하였다, 

제 차 법안의 좌절 5) 1 :69

결국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이 발의하였던 법안은 년 월      KFJ /77. // 6

일에 폐안되었다,002(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질의를 이어나갈수록 법안  KFJ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정부 여당은 법안이 폐안되기 , KFJ

직전까지도 자위대의 신분은 국제법상 군대로 취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
자위대원이 군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파병이 되는 것은 아니

다”003( 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계속되 , 

자 야당 측은 이를 억지라고 비난하였으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

다는 태도를 보였다,004( 

더욱이 정부 여당은 야당 세력의 질문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기 보다는 법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화두로 꺼내

어 야당을 공격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은 년 나리타 국제공, /731 ' ( 成田
항 건설로 인한 막대한 경비 지출과 공사 현장에서의 て생자 발생에 대하여 

사す당이 강한 비판을 「출하였지만 개항 이ぜ 당당で 비행기를 타고 출국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였다,005( 이뿐만 아니라 년 일 /723

본 い법이 새롭게 탄생하였을 때 공산당은 천황의 존속이나 왕위세습과 같

은 항목에 반대하였지만 이제 와서 호い을 외치는 것이 모순이라는 식의 주

002(q庄司貴由, 0.//,  “ +をめぐる x と の法案作成 争 外務省 国際協力法案 作成過程,” u慶
NAC應義塾大学 研究所 , 0, d,00/,v

003( /77.,//,.4,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び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4.51...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04( /77.,//,.4 , 출처8に するににび び第 回国会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4.51...7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05( /77.,//,.5, 출처/. 8に するににび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5.5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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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였다,006( 이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던 년과 시기적으로 매우  /77.

동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무관한 사건들이었기 때

문에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이, 

ぜ 내각과 자민당은 폐안이 결정되기 하루 전까지도 국す에서 야당의 질문 

공세와 비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이미 법안이 폐안되기 이틀 전부터 일본의 유력 언론사들은 일제で      

법안이 폐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아사で신문은 중의원 폐안 불가KFJ , “
피,”007( 마이니치 '每日 신문은 중의원 국제연합평화お력에 관한 특별위원( “
す 체결 단념,”01.( 요미우리 '読売 신문은 お력법 중의원에서 폐안으로( “ , ”01/( 

라고 보도하였다 국す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안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언론, 

사들에게도 법안의 국す 통과는 무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KFJ

이다,

결국 자민 사す 공명 민사당 사이에서 열렸던 간사장 서기장 す담      , , , , 

에서 각 당은 법안을 폐안시키는데 합의하였다KFJ ,010( 각 당은 법안 KFJ

을 폐안시키는 대신 자위대와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비군사적 お력에 적

극 공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011( 이는 당시 제 야당이었 /

던 사す당과 소수 정당 사이에서 공유하였던 국가 정체성과 그에 의한 정책

선호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야당 세력, 

이 추구하던 전ぜ 평화주의와 공존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자위대의 해외파, 

병을 막기 위하여 야당 세력은 국す에서 일관된 정책선호를 보여주었고 자

위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 당이 내어놓았던 의견에 동조하는 강한 

006( /77.,//,.5, 출처/. 8に するににび第 回国会 国際連合平和協力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7-.51.-//7//.5.5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007( 년 월 일, /77. // 4 ,u v朝日新聞
01.( 년 월 일, /77. // 4 ,u v毎日新聞
01/( 년 월 일, /77. // 3 ,u v読売新聞
010( 8 /76.+7. 8 8 と の に く 政権 社会党 年代 政策審議会 浜谷惇氏 聞 証言 戦後社会党・総

출처, , 0./5  '5.7(, d,45, 8 評史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hhhd8--dl,bdl,gc,jd-jiYk-dckblcUd-digidYdcT///7.676TdcT5.7T.4,ddf;WcbhYbhIc:/%Ul
hYfbUhijYIc:  '검색일 년 월 일8 0./7 7 02 (

011( , 0./7, “渡邊松男 +する と の つの の か変化 環境 日本 援助政策 二 政府開発援助大綱 政策
ら,” EDCAu 研究所 , 2 , d,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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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을 보여주었다 야당의 통일된 정책선호와 응집력은 정부 여당이 발, 

의한 법안을 좌절시킬 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법안의 좌절로 인하여 자위대를 걸프전에 파병하지 못하게 되자      KFJ

국제사す는 일본에게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걸프전이 끝난 ぜ 쿠웨, 

이트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u v에 참전국가에 대한 감사 광고를 실었으나 

일본의 이름이 빠져있었다,012( 이는 전비의 를 지불하였던 일본에게 매 5.$

우 냉く한 평가였다,   

o 캄보디아 m전a 의회 r쟁). 1991-(

1) 정부 여w의 제 차 법안 r의( :69  

년 월 일 폐안되었던 법안은 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일     /77. // 6 KFJ /

본 국す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년에 캄보디아 내전 수습을 위, /77/

하여 가 일본 정부에게 し동 참가를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PIOAC KFJ , 

캄보디아 내전을 계기로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걸프전 때 폐안되었던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제 차 법안 추진 과정에서 KFJ , 0 KFJ

정부 여당은 법안을 국す에 제출하기 전에 공명 민사당과의 교섭을 시도하, 

였다 공명당과 민사당은 걸프전 당시 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하였지만 , KFJ

캄보디아 내전 때에는 자민당과의 사전 논의 끝에 법안 발의에 동의하KFJ

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민 공명 민사당으로 이루어진 자 공 민 연합세, , , + +

력이 탄생하였다 자 공 민 의원들은 프놈　에 직접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 + +

국す의장과 외무장관 등을 만나 현지 실정을 조사하는 등의 し동을 벌였

다,013( 

법안에 대한 국す 논의는 년 월 일 미야자와 기이치     KFJ /77/ // 3 '宮
澤喜一 내각 출범 이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미야자와 내각은 교( , 

착상태에 빠져있던 법안 제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KFJ

삼았으며 자 공 민 연합세력과 함께 이를 추진하였다+ + , 다만 민사당은 자위

대가 し동에 참여하기 전에KFJ 국す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012( 배성동 편 , , 0..., u 세기 일본의 국가개え0/ v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8 (, d,2.,  
013( 남창て 일본의 캄보디아 연구 국제정치논총 , /772 , “ KFJ ,” , 10'0(, d,0/0,u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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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안에 부분적으로 반대하였다,014( 그 

러나 し동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는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KFJ

었다 즉 민사당이 국す 사전승인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 

정부 여당안 자체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정

부 여당이 국す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015( 

/,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제평화お력본

부를 설치하고 본부에 국제평화お력대를 둘 수 

있다, 

0, 국제평화お력업무와 관련된 실시계획 및 실시요

령의 책정절차 등을 정한다 동시에 실시계획의 , 

결정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す에 ,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제평화お력업무의 실시 , 

등은 무력에 의한 위お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되

면 안 된다, 

1, 국제평화お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천0

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소が 무기 보유 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 

정한다, 

위 내용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   KFJ 3 , KFJ 3

이란 일본이 법안에 의거하여 유엔의 평화유지し동에 참여할 때 지켜KFJ

야할 다섯 가지 기본 방침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6( 

014(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15(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16( 출처 KFJ 3 8 参加 原則 hhhdg8--kkk,acfU,gc,jd-acfUj-gUi_c-d_c-eTU,hhal".3, 검 '
색일 년 월 일8 0./7 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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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평화유지군의 し동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0, , 

무력사용은 자위대원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1, 

하다   ,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바로 병력을 철2, 

수해야 한다   , 

정전 이 성립된 지역에만 평화유지군을 파병한3, ' (停戰
다   , 

정부와 여당이 원칙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던 이유는 야당 세력과의 KFJ 3

정치적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특で 정전 이 성립된 지, ' (停戰
역에서 중립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자위대원이 분쟁에 연루되어 무력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정부 여당은 법안과 , KFJ

원칙의 법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위대원이 し동뿐만 아니KFJ 3 KFJ

라 유엔평화유지군 이하 으로서도 참여가 'PI KYUWY FYYdibg AcfWYg, KFA(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017( 자민당의 ぜ나다 하지메 '船田元 의원은 ( 

나 에 참여하면 무력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KFJ KFA

한 오인”02.(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정부와 여당은 원칙에 입각, KFJ 3

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한다면 무력사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정부 여당이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다,

걸프전 외c의 트라우마 i복(1)

미야자와 내각과 자민당은 일본에게 불명예로 남은 걸프전 때의 외교     

적 경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い뿐만 아니라 인적 공い도 해야 한다는 여론

017(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2.(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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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02/( 일본 정부가 걸프전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そ은 인적 공い을 하더라도 미온적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성의

를 가지고 전력을 다 해야만 국제사す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공い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쌓은 そ련된 조직으, 

로서 자위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KFJ ,020(  

더욱이 자민당 측은 걸프전 때처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경제적    

공い만 하게 된다면 에 대한 일본의 부담금이 에서 이PIOAC /0,3$ 1.$ 

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021( 이는 일본이 걸프전에 자위대를 파 

병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으로부터 전비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에 대한 압

력을 받았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걸프전에서 재정, 

적 무리를 감내해가면서까지 전비의 를 지불하였지만 일본 정부에게 돌5.$

아온 것은 수「발행식 외교 라는 비난뿐이었다 따라서 미야자와 내각과 “ ” , 

자민당은 걸프전 때와 같은 상황이 되『이되지 않기를 바라였다, 

지d시민의식(()

정부 여당은 일본이 일국번영주의와 평화주의에서 벗어나 지구시민     “ ”
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ぜ 일본이 평화와 번영을 누, 

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す의 도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 

일본도 지구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す의 평화 구축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구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022( 미야자와 수상은 일본이 오랫동안 수익자 역할을 계속 해 왔으나  “

02/(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20( /77/,//,05,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21( /770,.3,07 ,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5 (
022(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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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い하는 일은 매우 적었다”023(고 발언하며 일본의 상태가 세“
계평화의 무임승차국,”024(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보험만 받고 있는 것과  “
마찬가지”025(라고 평가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지구시민의식에 입각하여 다, 

양한 국가의 국민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을 일

본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다,026( 정부 여당은 미소 대립의 종식으로 인하 

여 새로워진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세계평화의 き택만 누리며 주어진 사

명에 お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제사す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유엔중심주의())

지구시민의식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유엔중심주의로 이어졌다 당시 미     , 

야자와 내각과 자민당은 유엔을 국제평화 구축을 위하여 앞장서는 보편적 

국제기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유엔이 일본에, 

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일본이 얼마만큼의 유엔 평화유지 기능을 누릴 ,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

여 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027( 그러면서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의  

핵심에는 し동이 있으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KFJ

이 일본이 앞으로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あ이라고 주

장하였다,03.( 특で 자민당은 가 년에 창설되어 참여국이 개국에  KFJ /726 05

023(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24(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25(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26( /77/ ,/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249) /77/ ,/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3.( /77/ ,/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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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지만 자금과 요원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03/( 이는 년부터 참여 요구가 국제적으로 급격 /77/ KFJ 

で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도 유엔의 す원국으로서 이에 공조해야 한다고 주

장하기 위함이었다,030(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4)

정부 여당은 자위대의 し동 참여가 い법과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KFJ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し동에 참, KFJ 3 KFJ

여하는 것은 い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다 오, 

で려 정부 여당은 국제평화 구축에 お조하지 않고 국제사す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관하는 것이 일본 い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

었다 특で 자민당은 い법 전문에 쓰여 있는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 “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

의”031(하였던 정신과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 와 예종 압박과 , ' ( ' (, 專制 隸從
편お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で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す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032(하는 정신이 결여되었다며 법안에 반대하KFJ

던 야당 측의 태도를 비판하였다,033(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3/(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30(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31( 출처, 8 日本国憲法
hhhd8--kcfldjdb,gfidg,UW,jd-dcWiaYbhg-hYlhg-dcWg-/724//.1,J/E,hhal, 검색일 년  ' 8 0./7
월 일7 07 (

032( 출처, 8 日本国憲法
hhhd8--kcfldjdb,gfidg,UW,jd-dcWiaYbhg-hYlhg-dcWg-/724//.1,J/E,hhal, 검색일 년  ' 8 0./7
월 일7 07 (

033(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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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い법 조에는 전쟁포기와 전력 방기가 규정되어 있지만 자위     7

대법 제 조의 자위대 임무 대목에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1 “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한 우

리나라 방위를 주된 임무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し동이 합い이라는 입” KFJ

장을 「명하였다,034( 그 이유는 자유진영 국가의 일원으로서 같은 아시아  , 

국가인 캄보디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공공질서 유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위대법은 국す에서 정식으로 , 

성립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일을 위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었다,035( 

공명당은 전반적으로 자민당이 내세운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 

먼저 공명당 내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기시 하였던 국す 결의는 /72.

년대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년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적합하/77.

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였을 , 

때 돈으로만 국제공い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036( 이와 같 

은 공명당의 입장은 미네야마 아키노리 의원의 국す 발언을 통하' ( 峯山昭範
여 확인할 수 있다, 

자위대의 해외출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은 지금부터 “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시 종전 직ぜ16 , 

라는 상황이 현재와는 상당で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 체험 직ぜ 자위대를 처음, 

으로 창설하는 것에 대한 결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

034(  /770,.4,.3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に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3/453./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35( /770,.4,.3,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に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3/453./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258) /770,.4,.1 ,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5 (



76

니다 침략전쟁을 위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내지 , 

않겠다는 생각에 결의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 

의미에서 전쟁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는 취

지는 현재도 충분で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또 계속 살

려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저て가 법, KFJ

안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 캄

보디아 정세가 매우 긴박하다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

지만 국제공い의 방식은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 

니다 이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된 시기는 아시다시피 , 

걸프전 이ぜ입니다 걸프전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 

국제공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 부분 검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돈만으로는 안 된다 사, , 

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で ,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037(

민사당도 법안의 국す 통과를 위하여 자민당과 공명당에 공조하     KFJ

였다 민사당은 창당 이ぜ 년에 걸쳐 자위대의 합い성을 인정해 왔다는 , 1.

것을 강조하며 법안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지지하였다KFJ ,04.( 

し동은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침략행위와는 성격이 상반되는 것이기 KFJ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였던 과거의 국す결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입각한 태도였다,04/( 이 외에도 민사당은 자민당 공명당과  , 

유사한 입장에 서서 일본의 국제공い 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259) /770,.4,.1 ,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5 (
04.( /770,.4,.3,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に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3/453./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4/( /770,.4,.1 ,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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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자민당과 정치적 연합 관계에 있던 민사당은 법안이 국, KFJ

す에서 통과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였다, 

야w 세력의 반대와 사회w의 대안 ()  

정부 여당이 제 차 법안을 추진하였을 때 사す당은 걸프전 때와      0 KFJ

마찬가지로 이에 강력で 반대하였다 사す당은 일본이 평화い법의 나라로서 , 

그에 걸맞는 국제공い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が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040( 또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비군사 민생 문민을  , , 

중심으로 국제공い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か다,041(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い을 완수하여 일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042( 사す당이 제시하였던 비군사 민생 문민을 중심 , , 

으로 한 대안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043(

/,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인도적 구조し동을 행하, 

기 위해 자위대와는 별개의 조직인 국제평화お력

기구를 창설해야한다,

0,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인도적 구조し동을 하기 , 

위하여 자위대가 아닌 국제평화お력기구를 파견

해야 한다,

1, 평화お력し동을 할 때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있

어야 하며 내정 불간섭과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040( /770,.3,07,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tml  (검색일8 

년 월 일0./7 7 5 (
041( /770,.4,.1 ,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5 (

042(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43(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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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국제평화お력기구가 し동하기 위해서는 외무대신

의 판단 하에 평화お력し동 실시 계획을 세운 ぜ 

각의 결정을 거쳐 국す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ぜ 국제お력기구에 국제평화お력

대의 파견을 명령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국가공안위원す에 국제, , 

평화お력し동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으면 외무대신은 실시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お

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し동 く은 인도적 

구호 し동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물자 お력을 할 수 있다,

5, 정부가 물자 お력을 한다면 국제평화 お력이 종

료되었을 때 국す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6, 국제평화お력 기구의 설립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

다   ,

사す당은 이 외에도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엔 관리의 

사찰위성 유지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조기 조사단 파견 무기수출 금지, , 

아시아 태평양 평화보장체제 확립 핵 전폐를 위한 적극적 행동 등 평화 구p , 

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044( 또한 し동에 자위대원이  KFJ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유엔평화유지기금을 설치하여 의 정도BIK .,/$ 

를 유엔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045( 에 내는 비용도 일본이 자 PIOAC

발적으로 더 부담하여 군사적 공い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46( 이 외 

044(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45(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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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개발도상국의 자립과 이들 국가의 민생 안정 자연재해에 의한 이재민 , 

구조 등 인도적 입장에 선 공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 

적개발원조 이하 를 위한 새로운 'JffiWiUl ?YjYlcdaYbh AggighUbWY, J?A(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047( 이와 같이 사す당은 자위대의 해외파 

병을 제외한 물적 기술적 お력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 

일본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였다 사す당이 당의 입장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위반(1) 

사す당은 자위대의 し동이 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KFJ

い법의 정신과 이념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

장을 피력하였다 사す당 의원들은 い법 전문에 쓰인 자랑스러운 지위 를 , “ ”
차지하려면 비군사적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의 평화い법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05.(  

い법과 관련하여 사す당은 걸프전 때와 동일한 논리를 내세워 정부      

여당안이 전수방위와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원칙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 

다 동시에 い법의 틀 안에서 일본 정부가 지켜오던 원칙을 깨고 법안, KFJ

을 통과시킨다면 결국 い법과의 괴리가 밝혀져 추ぜ에 개い을 강요하는 일

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명하였다,05/( 이러한 이유로 사す당은 정 

부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い법의 이념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KFJ , 

라서 사す당의 이토 에이세이'伊藤英成 의원은 정부 여당안이 누가 읽어( “

046( /770,.3,07 ,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hal  검색'
일 년 월 일80./7 7 5 (

047(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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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い법 전문에 위반 되는 것”050(이라고 발언하였다, 

무력사용 불가피(() 

사す당은 원칙이 법제화되더라도 여전で 자위대가 무력분쟁에      KFJ 3

た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자위대 해외, 

출동의 목적과 임무가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일단 국

제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 무기를 휴대한 자위대 조직을 파견할 경우 분쟁, 

이 재발한다면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051( 따라서 사す당은  

원칙이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て박한 것으로 KFJ 3

보았다 사す당의 모토노부 다카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 ' ( 元信尭
의하면 자위대원과 분쟁지역 사람들이 피를 っ리게 될 수도 있다 고 발언“ ”
하였다,052( 

또한 사す당은 자위대는 원래 군대와 다름없으며 군대는 일반적으로      , 

명령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053( 즉 군대는 명령 하 

에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위대원이 각자 뿔뿔이 づ어져 무기를 사용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す당은 조직이 , “
아닌 개인은 무기를 사용하여도 무력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어를 위한 

단순한 무기사용일 뿐 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공격하였다 더불어 い법에서 ” , 

금하고 있는 무력행사를 하기 위하여 무기사용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 ”
미야자와 내각과 자민당을 비판하며 개념적인 「현으로 무력행사의 실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054( 

050(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1(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2(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3(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54(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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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회 심의a정a 원칙 위반()) 

사す당은 자위대원이 し동에 참여할 시 지た와 감독이 유엔이 아     KFJ

니라 일본 방위청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엔 し동에 참여하는 자, KFJ

위대원은 유엔 소속으로서 그 명령과 지た를 따른 다는 것이 법안을 처음 

제출하였을 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는 유엔의 , “
명령에 적합하도록 실시요령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 방위청장관은 이에 의

하여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는 부대를 지た 감독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 ”
다,055( 사す당은 자위대원의 지た와 감독의 주체가 유엔이 아닌 방위청장관 

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었다, 

이와 같이 법안은 여야의 논의 과정과 합의 끝에 수정 작업이 이     KFJ

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사す당은 국す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정, 

부 여당이 서둘러 법안을 입법화하려고 하였던 점을 비난하였다KFJ ,056( 

사す당은 모든 정당들이 국す 논의에 참가하여 お상을 이루는 것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문점이 드러나자 사す당은 유엔 조사단     

이나 참고인을 국す로 초청하거나 법안을 유엔에 보내어 문의할 것을 제안

하였다,057(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을 어 붙인다 

면 이것은 의す 민주주의 유린“ ,”06.( 날치기 수법 “ ”06/(과 마찬가지라는 입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3 (

055( /770,.3,07 ,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5 (
056( /770,.3,07 ,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5 (

057(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3 (
06.(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3 (

06/( /770, .4, // ,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は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1-.510-/01.4//.510..3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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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다 사す당은 성숙한 의す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す 심의, 

권과 질의응답 시간의 보장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사す당의 입장은 아베 미, 

키오 의원의 국す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는 ' ( , /770阿部未喜男
년 월 일 의원운영す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4 // ,

법안에 대해서 아직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습“KFJ

니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인 의장에게 이 위원す의 , 

절차가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법안을 한 번 더 심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참의원에서 , 

내용과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항목들이 재수정 되

어 중의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폭 수, 

정이 이루어진 법안에 대하여 취지와 설명을 듣는 것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의원 전의, 

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 중 어디가 어떻게 수정되었는

지 설명을 듣고 질문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그러나 전번 위원す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 

당 의원들이 출석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각과 여당이 

강행 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이며 이러, 

한 이유로 우리 당은 이 위원장의 해임 결의를 제안

하는 바입니다,”060(  

아시아외c Va (4) 

사す당은 し동 참가라는 명목 하에 자위대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KFJ

주변 아시아 국가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에 의하여 피해를 본 국가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KFJ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법안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전혀 배려, KFJ

년 월 일0./7 7 6 (
060( /770,.4,// , 출처8に２３ ３に第 回国会 議院運営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Wgi+Vib-FEINAFP-gk_T ligh,Wgi;NENNDJI:2.216%NAQE?TMD?
:/%HJ?E:/%?OJOAG:/%?HS:201.5 검색일 년 월 일 ' 8 0./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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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す당은 차 세계대전에서 심대한 폐를 , 0

끼쳤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보상도 다 하지 않은 채 자위대 해외파병법을 제

정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국제사す 전체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여겼다,061( 또한 군국주의 시절의 전쟁도 평화라는 듣기 좋은 이름 아 

래에서 일어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위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

내는 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062( 

자민당 측에서는 이미 미야자와 수상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해를 구     

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사す당은 여전で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 KFJ

법안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국방백서에 일본의 방위, 

력과 관련하여 종래의 전수방위 개념이 확대 해석된 점과 일본 자위대가 서

서で 전진방어를 하기 위하여 공격적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

게 명시되었던 사실을 구체적인 예로 사용하였다,063( 이처럼 일본의 군사대 

국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었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す당은 유엔 お력과 국제공い이라는 이름을 내 

건 실질적 자위대 해외파병법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였

다,064( 

이러한 이유로 사す당은 정부 여당이 발의한 법안과 원칙이 설득   KFJ 3

력과 현실성 배려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す당은 법안의 , , KFJ

허술함을 유리 세공 에 비유하며 정부 여당안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
낼 수 없으니 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65( 또한 법안을 제정하지  KFJ

061( /770,.3,07 , 출처8に するに２３ に３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307/453./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5 (
062(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63(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64( /77/,/0,.1, 출처8に２２ ７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00/0.1.../..5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3 (

065( /770,.4,.1 ,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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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일본이 비군사적 분야에 お조함으로써 국제적 지위에 맞는 공い을 

충분で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의약』과 , 

식량 부족문제 상하수도 정비 등을 위한 의료팀과 기술자를 보내는 것으로, 

도 인적 공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사す당은 비군사적 お조야말로 일, 

본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국가 방あ성이라고 생각하였다,066( 

당시 사す당의 주장에 공산당과 민주개え연합당이 뜻을 같이하여 국     

す 논의과정에서 합세하였다 공산당의 코마다 켄지, '児玉健次 의원은 역대 ( 

내각이 국민에게 거듭 밝혀 온 い법 수호라는 기본적 자세를 버리고 い법에 

금지되어 있는 자위대 해외파병을 법제화 하려고 하였던 미야자와 내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엄중で 물을 것이, 

라고 발언하였다,067( 따라서 야마하라 켄지로 공산당 의원은  ' ( 山原健二郎
문교위원す에서 し동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학교 교KFJ

과서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문부성을 추궁하였다 또한 곧 폐안될 법안의 내, 

용을 교과서에 싣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강조하였다,07.( 민주개え연합당 

의 이소무라 오사무 의원은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하' ( 磯村修
여 앞서 언급된 사す당의 견해에 동의하였다,07/( 또한 사す당과 마찬가지로  

국す 심의 방식에 불만을 「하며 법안에 반대하였다KFJ ,070(

년 월 일0./7 7 5 (
066( /77/,//,05 , 출처8に するに２２ 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2 (

067( /770,.4 ,/3, 출처8に２３ ３３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7 (
07.( /770,.4 ,.1, 출처4 8 に するに２３ に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1/453./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5 (

07/( /770,.4,.3,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に８第 回国会 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3/453./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070( /770 ,.4,.3, 출처8 に するに２３ に８第 回国会国際平和協力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01-/453-/01.4.3/453./6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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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부분적 합의와 제 차 법안의 가결    )) ( :69

 년 걸프전 당시 통과되지 못하였던 법안은 캄보디아 내전     /77. KFJ

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년 월 일 중의원 본/770 4 /3

す의에서 가결되었다,071( 이ぜ 년 월 일 법안이 공포되었고 월  /770 4 /7 6 /.

일부터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た되었다,072( 그렇다면 동일한 법안이  

년에는 국す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폐안되었던 반면 년에는 통과/77. /770

되어 입법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각과 자민당이 법안을 국す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공명     , KFJ

당과 민사당에게 법안 발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공명당과 , 

민사당은 해외파병에 대한 의견이 사す당과 어긋나게 되자 자민당이 접근을 

시도하였을 때 그들과 정치적 제휴를 맺는 것을 택하였다,073( 따라서 원래  

お조 관계에 놓여있던 사す 공명 민사당이 분열되고 자민 공명 민사당의 + + + +

정치적 연합체가 탄생하였다 당시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던 , 

자민당은 걸프전 때에는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여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캄

보디아 내전 때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도 정당이었던 공명당과 민사당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074( 반면 사す당은 공산당 민주개え , 

연합당과 동일한 입장이었으나 정치적 연합을 が성하지는 않았다,075( 이러 

한 정당간의 역학관계가 법안 가결에 영あ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KFJ

다, 

둘째 내각과 자민당은 민사당이 제안하였던 국す사전 승인 조건을 받    , 

아들이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른 당과의 대립을 최소화 하려고 노

071( /770,.4 ,/3, 출처8に２３ ３３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00-.510-/00//05.510..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7 (
072( 출처 0. SYUfg gibWY hhY EbUWhaYbh cf hhY DbhYfbUhicbUl KYUWY CccdYfUhicb GUk,  8 

hhhd8--kkk,d_c,gc,jd-d_cTY-ibfc-0.hhTUbbijYfgUfm,hhal 검색일 년 월 일 ' 8 0./7 7 1. (
073( 梅沢昇平, 0..., d,/60,
074( 년 당시 참의원 의석수 중 자민당은 석 사す당은 석 공명당은 석 공 /77.+0 /.7 , 46 , 0/ , 

산당은 석 민주개え연합당은 석 민사당은 석을 차지하고 있었다/2 , // , 6 , 참의원 공식 홈
페이지에서 국す의원 수의 변천 자료를 참고하였다 출처' ( , 8 の国会議員定数 変遷
hhhd8--kkk,ghigiib,gc,jd-ibhYfbYh-ihdVTUbbUi,bgf-hhal-ghUhiWg-igc_i-h/2igc_i-h/2hc_Yi-
h/2hci./,hha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 ( 

075( 梅沢昇平, d,/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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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다 원래 정부 여당이 제출하였던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 출동 이ぜ , 

국す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민사당은 이에 반대하며 국す의 사전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76( 미야자와 내각과 자민당은 민사당의 요구 

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는 정부 여당이 민사당의 ,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하여 대립의 축을 세우기보다는 타お점을 찾으려고 노

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각과 자민당이 이념적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던 야당 세력의      ,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KFJ 3 , 

정부 여당이 제시하였던 정전'停戰 이 성립된 지역 당사국의 동의 중립 유( , , 

지 무력사용의 엄격한 제한 분쟁 개입 가능성이 발생할 시 즉시 철수 등, , 

의 다섯 가지 원칙은 전ぜ 비전'非戰 국가와 반전( '反戰 문화를 추구하며 (

법안을 い법 조의 정합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던 사す당과 그 외 KFJ 7

야당 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077( 

이처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야당세력은 정부 여당이      

제안하였던 법안에 수정과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야당이 어떠, 

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 여당의 정책선호 반영도가 달라지

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민당은 오랜 시간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す 입법 과정에서 야당세력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길고 복잡한 お상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076( 梅沢昇平, 0..., d,/6/, 
077( 水野均 , 0..., dd,/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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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 자위대 해외파병 추진 법안a 4V. (000

민주w의 정g에 대한 반대

e제정치적 변동1. 

테러 이후 e제질서 변동1) 9.11

년 월 일 오사마 빈 라덴 이 이끌던 알 카     0../ 7 // 'JgUaU =ib GUdYb(

에다 테러조직은 민간 여객기를 이용하여 뉴욕의 세계무역센터'Al+LUYdU( 

와 워싱턴 의 　타곤을 공격하였다 테러로 인하여 미국인뿐만 아?C , 7,// 

니라 개국 이상의 민간 て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사상자의 수는 약 7. 1,...

명에 달하였다 테러는 비국가 조직의 な과 군사력 대량살상무기에 대, 7,// , 

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패권국인 미국의 본토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단적인 예였다 따라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테러 조직의 , 

공격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진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를 응징하기 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1..( 미국 정부는 대테러전 

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가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か

다,1./( 실제로 테러 발생 이ぜ 미국의 군사전략과 대외정책에는 다양 7,// 

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테러에 가담한 국가나 조직 く은 개, 7,// 

인을 응징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 

테러 관련국과 조직에게 경고하여 あぜ 국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본토 방위를 위한 정부 공공 민간 부문의 お조와 새, , 

로운 국토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수사국의 재정비를 계획하였다,  

국제질서도 미국의 자세에 따라 변화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 

1..( 대통령 연설문 BYcfgY R, =igh , AddfYgg hc hhY IUh icb cb hhY OYffcfighg AhhUW_g, 
출처NYdhYaVYf //, 0../,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Vcc_0-ddf-KKK+0../+Vcc_0+dcW+dg
/.77,ddf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 (

1./( 대통령 연설문 BYcfgY R, =igh , MYaUf_g Acllckibg U HYYhibg Rihh hhY IUhicbUl 
출처NYWifihm OYUa, NYdhYaVYf /0, 0../,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Vcc_0-ddf-KKK+0../+Vcc_0+dcW+dg
//..,ddf 검색일 년 월 일' 8 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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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전쟁이라고 언급하며 문명

화된 모든 국가의 お조를 강조하였다,1.0( 국제사す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미국에 お조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す는 ,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お하는 테러 조직의 행위를 강력で 규탄하였으며 정의

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간의 긴급 お력 증대를 요구하였다,1.1( 또한 테러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테러 행위를 위한 자금 조달과 테러단체의 

す원 모집을 억제하였다,1.2( 이와 더불어 테러조직의 행동과 움직임 위조 , 

된 여행 문서 폭발물 대량살상무기 통신기술 사용 등 위お을 야기할 수 , , , 

있는 요소를 찾아 정보를 강화해 나갔다,1.3( 

이어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     2 'LiUdfYbbiUl 

를 통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YfYbgY MYjiYk( , 

미국의 국방정책 목「의 첫 번째 항목이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 보“
장”1.4(이였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국익에 위お이 , “
되는 요소 제거”1.5(라는 또 다른 국방정책의 목「 실현을 위하여 우방 동

맹국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 

동맹국들은 유엔에서의 し동뿐만 아니라 군사적 お조를 통하여 미국의 대테

러전쟁에 공조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수행될 , 0../

1.0( 대통령 연설문 BYcfgY R, =igh , AddfYgg =YfcfY U Ecibh  NYggicb cf hhY CcbgfYgg cb 
출처hhY PbihYd NhUhYg MYgdcbgY hc hhY OYffcfigh AhhUW_g cf NYdhYaVYf //, 0../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Vcc_0-ddf-KKK+0../+Vcc_0+dcW+dg
//2.,ddf  검색일 년 월 일' 8 0./7 /. // (

1.1( 출처 PI NYWifihm CcibWil MYgclih icb /146 '0../(, 8
hhhdg8--kkk,ib,cfg-Yb-gU-gYUfWh-jiYkTdcW,Ugd;gmaVcl:N-MEN-/146$060../$07 검 '
색일 년 월 일8 0./7 /. // (

1.2( 출처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151 , NYdhYaVYf /0, 0../ , 8
hhhdg8--kkk,ib,cfg-gW-WhW-fYgcifWYg-dUhUVUgYg-fYWcaaYbdYd+ibhYfbUh icbUl+dfUWhiWYg+W
cdYg+Ubd+ghUbdUfdg-ibihYd+bUhicbg+gYWifihm+WcibWil+fYgclihicb+/151+0../- 검색일 ' 8 

년 월 일0./7 /. /0 ( 
1.3( 출처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151 , NYdhYaVYf /0, 0../ , 8

hhhdg8--kkk,ib,cfg-gW-WhW-fYgcifWYg-dUhUVUgYg-fYWcaaYbdYd+ibhYfbUh icbUl+dfUWhiWYg+W
cdYg+Ubd+ghUbdUfdg-ibihYd+bUhicbg+gYWifihm+WcibWil+fYgclihicb+/151+0../- 검색일' 8 

년 월 일0./7 /. /0 ( 
306) 출처LiUdfYbbiUl ?YfYbgY MYjiYk MYdcfh , NYdhYaVYf 0../, 8 

hhhdg8--UfWhijY,dYfYbgY,gcj-diVg-edf0../,ddf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0 (
307) 출처LiUdfYbbiUl ?YfYbgY MYjiYk MYdcfh , NYdhYaVYf 0../, 8 

hhhdg8--UfWhijY,dYfYbgY,gcj-diVg-edf0../,ddf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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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국의 군대를 파병하였다,1.6(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테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7,// , 

테러 소식을 접한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 행위에 대한 분노를 「명함과 7,//

동시에 주일미군 시설의 보안과 관련하여 특별 주의사항을 명령하였다,1.7( 

또한 사태를 자유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7,//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 더불어 미국에게 천만 달 

러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お력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 년 월 일 여 0../ 7 /7

당 당수す담에서는 동시다발테러와 관련된 신법 제정이 합의되어 정부의 입

법 과정이 본격화 되었다,1/0( 또한 고이즈미 수상은 월 일 미국에 직접  7 03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서 미국과의 연대감을 「현하며 테러에 

대한 공동 투쟁 의사를 밝か다,1/1(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수상의 적극적 

인 お조와 결단력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1/2( 

이와 반대로 부시 행정부는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테러리스     

1.6( 심규찬 변화하는 국제질서 테러리즘과 유엔의 역할 테러 이ぜ 이라크전 , 0..2, “ 8 + 7 ,//
쟁 발발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 6 , d,57 , u v

1.7( 년 월 일 출 “MYUWhicb Afca Afcibd hhY Rcfld,” OhY IYk Scf_ OiaYg, 0../ 7 /0 , 
처8hhhdg8--kkk,bmhiaYg,Wca-0../-.7-/0-ig-fYUWhicb+ffca+Ufcibd+hhY+kcfld,hhal;
검색일 년 월 일' 8 0./7 /. /0 (

1/.( 고이즈미 수상 연설문 , , テロ お xの における米国 被害者追悼・ 見舞 会 内閣総理大臣挨拶
년 월 일 출처0../ 7 01 , 8

hhhdg8--kkk,acfU,gc,jd-fYgicb-b+UaYfiWU-ig-hYffc./.7-./.701Tj,hhal 검색일' 8 0./7
년 월 일/. /0 (

1//( 고이즈미 수상 연설문 , , テロ お xの における米国 被害者追悼・ 見舞 会 内閣総理大臣挨拶
년 월 일 출처0../ 7 01 , 8

hhhdg8--kkk,acfU,gc,jd-fYgicb-b+UaYfiWU-ig-hYffc./.7-./.701Tj,hhal 검색일' 8 0./7
년 월 일/. /0 (

1/0( 宮崎洋子, 0./6 , dテロとの xと の への―闘 日本 連立政権 対外政策 影響 , 'n 8名古屋 大学
(出版会 , d,21,

1/1( MYaUf_g Acllckibg ?igWiggicb Rihh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cf EUdUb 
출처Ubd ElWhUbgY Rihh MYdcfhYfg, NYdhYaVYf 03 , 0../,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Vcc_0-ddf-KKK+0../+Vcc_0+dcW+dg
//35+0,ddf  검색일 년 월 일' 8 0./7 /. /0 (

314) MYaUf_g Kficf hc ?igWiggicbg kihh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cf EUdUb Ubd 
출처Ub ElWhUbgY Rihh MYdcfhYfg ib NhUbghUi, ChibU, JWhcVYf 0., 0../,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Vcc_0-ddf-KKK+0../+Vcc_0+dcW+dg
/05/,ddf 검색일 년 월 일' 8 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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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동일한 적으로 간주하고 불량국가로 규정하였다,1/3( 북한 이란 이라 , , 

크는 국제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낙인 

찍か다,1/4( 이와 같이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테러조직의 편에 설 것인지 , 

아니면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며 새로운 국제정치적 

분위기를 が성해 나갔다 즉 테러 이ぜ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질서가 대, 7,//

테러전쟁 하에서 다시 편성된 것이다, 

o 이라크전쟁a e제사회() (00)

미국 정부는 테러를 계기로 부시 독트린을 대외정책으로 내세      7,// 

웠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방적, 

인 무력행사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신념 하에서 추진되었다,1/5( 또한 부 

시 행정부는 중동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퍼뜨려야 한다

는 대외정책관을 가지고 있었다,1/6( 년 월 미국이 사담 ぜ세인 정권 0..1 1

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벌인 이라크전쟁은 부시 독트린의 성격이 잘 드러나

는 사건이다,1/7( 존 미어샤이머 와 스티븐 월트 'Echb HYUfghYiaYf( 'NhYdhYb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라크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RUlh( , , 

사담 ぜ세인이 년 이상 이라크에서 무자비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1.

는 점 둘째 핵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 , , 

이라크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알 카에다 테러조직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

는 점 넷째 이라크 정권에 미국의 억지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시 , , 

행정부의 예측 때문이었다,10.( 부시 대통령은 년 월 일 이라크를  0..1 1 /7

1/3( BlYbb, CUghYdh, 0.//, AaYfiWUb AcfYigb KcliWm, 'GUbhUa8 MckaUb Ubd 
GihhlYfiYld(, dd, 0.+0/,

1/4( 대통령 연설문 BYcfgY R, =igh , OhY KfYgidYbh’g NhUhY cf hhY Pbicb AddfYgg, 
출처EUbiUfm 07 , 0..0 , 8 

hhhdg8--gYcfgYkVigh+khihYhcigY ,UfWhijYg,gcj-bYkg-fYlYUgYg-0..0-./-0..0./07+//,hhal 
검색일 년 월 일' 8 0./7 /. /0 (

1/5( EYfjig, McVYfh, 0..1, “PbdYfghUbdibg hhY =igh ?cWhfibY,” OhY AWUdYam cf KclihiWUl 
NWiYbWY, //6'1(, d,143 ,  

1/6( EYfjig, 0..1, d,143,
1/7( 미국정치연구す 편 , , 0./1, 미국 정부와 정치0u v 서울 오름, ' 8 (, d,333+334, 
10.( HYUfghY iaYf, Echb Ubd RUlh, NhYdhYb, 0..1, “Ab PbbYWYggUfm RUf,” AcfY igb 

KcliWm, /12 , dd,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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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해제 시키고 세계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군과 개국 이상13

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 초기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공포하였

다,10/(  

그러나 유엔은 미국의 개전 이유가 전쟁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す의 결의 없이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였다,100( 년 월 일  0..1 1 04

유엔 안전보장이사す는 미국에게 불법 침략 행위 중단과 즉각 철수를 요구

하였다,101(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은  'Fcfi AbbUb( 이라크에 

대한 결정이 미국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す에서 내려졌어야 했다고 발언

하였다,102( 미국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방적 전쟁의 시대 새로운 세계 무질서 무력에 의한 미국의 “ ,” “ ,” “
세계지배 등의 비난을 듣게 되었다” ,103( 즉 국제사す는 미국이 선제공격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획득하고 국익에 위お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이 새롭게 재편해 나가던 국제질서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お조하     

였다 고이즈미 수상은 대량살상무기의 위お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104( 또한 사담 ぜ세인과  

같은 독재자가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쥐고 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10/( 대통령 연설문 BYcfgY R, =igh , AddfYgg hc hhY IUhicb cb DfUe, HUfWh /7, 0..1, 
출 처 8 
hhhdg8--kkk,gcjibfc,gcj-WcbhYbh-d_g-KKK+0..1+Vcc_/-ddf-KKK+0..1+Vcc_/+dcW+dg
06/+1 ,ddf  검색일 년 월 일' 8 0./7 /. /0 ( 

100( 소병천 이라크전쟁과 국제법 비교법학연구, 0..2 , “ ,” , 1, d,/07,u v   
101( “NYWifihm CcibWil Ccldg Aifgh ?YVUhY cb DfUe NibWY NhUfh cf HilihUfm AWh icb9 

년 월 일NdYU_Yfg CUll Acf CUlh hc AggfYggicb, DaaYdiUhY RihhdfUkUl,” 0..1 1 04 ,  
출처PI HYYhibgg CcjYfUgY Ubd KfYgg MYlYUgYg, 8

hhhdg8--kkk,ib,cfg-dfYgg-Yb-0..1-gW55.3,dcW,hha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1 (  
102( 년 월 일 출처 “DfUe RUf DllYgUl, NUmg AbbUb,” ==C IYkg, 0..2 7 /4 , 8

hhhd8--bYkg,VVW,Wc,i_-0-hi-aiddlYTYUgh-144//12,gha 검색일 년 월 일' 8 0./7 /. /1 (

103( 박인규 이라크전 이ぜ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창작과비평, 0..1 , “ ,” , 1/'0(, d,1/1,u v  
104( 년 월 일 출처 KfYgg CcbfYfYbWY Vm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0..1 1 0. , 8 

hhhdg8--kkk,acfU,gc,jd-fYgicb-aiddlYTY-ifUe-iggiY0..1-dadfYgg.10.,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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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였다,105( 고이즈미 정권은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ぜ 자위 

대를 전장'戰場 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라크부つ지원특별조치법의 제(

정을 검토하였다,106( 이와 같이 고이즈미 수상은 전ぜ 일본의 발전을 뒷받 

침해 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라크전쟁에 공조하는 태도를 보였

다,  

o 테러대책특별조치법a 의회 r쟁(. (001

정부 여w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r의 1) 

테러 이ぜ 대테러전쟁에 국제사す가 お조하는 분위기가 が성되자      7,//

일본 내에서도 테러 방지와 근절을 위한 테러특조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과 자민 공명 보수 여당 삼당은 년 월 , , , 0../ 7

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す에 의하여 위お으//

로 인정되었다는 것과 그 외 다른 이사す의 결의가 국제 테러리즘을 비난하

고 있으며 모든 유엔 す원국이 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여 테러특조법을 발의하였다,107( 테러특조법은 테러지역에 자위 

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법안

이었다,11.( 정부와 여당이 밝と 테러특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11/( 

105( 년 월 일 출처 KfYgg CcbfYfYbWY Vm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0..1 1 0. , 8 
hhhdg8--kkk,acfU,gc,jd-fYgicb-aiddlYTY-ifUe-iggiY0..1-dadfYgg.10.,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106( , 0..2, 梅田正己 d の が れゆく アフガン イラク をs t ―非戦 国 崩 有事法制・ 参戦・ 派兵 検

する証 , 'n 8 (東京 高文研 , dd,05+06 ,
107(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 8 る ２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1.( 0../,/.,01, には３ r r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国土交通委員会 内閣委員会連合審査

출처, 8 に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44-/31/.01..4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2 ( 
11/(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 8 る ２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0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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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응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대응 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お 또는 무력

행사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며 전투행위가 행해지

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0, お력지원し동 수색구조し동 또는 이재민 구조し, 

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의 결정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정한다,

1, 자위대에 의한 お력지원し동은 물』과 역무 제공, 

수색구조し동 이재민 구조し동 실시 및 관계 행, 

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 실시로 정한다, 

2, 내각 총리대신 및 각 성의 대신 등은 외국의 군대

나 유엔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し한 실시를 위

하여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3, 내각 총리대신은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

을 때나 기본계획으로 정한 대응조치가 종료되었

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す에 보고해야 

한다,

4, お력지원し동 수색구조し동 또는 이재민 구조し, 

동을 실시하고 있는 자위관은 자기 자신 자신과 , 

함께 현장에 있는 다른 자위대원 마찬가지로 현, 

장에서 직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자위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하기 위하

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5, 이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년을 경과한 날에 효력0

을 잃게 되어있지만 필요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0

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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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과 자민 공명 보수 여당 삼당은 테러 방지와 근절이 중대하, , 

고 긴급한 사안인 만큼 위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원하였다 정부 여, 

당이 테러특조법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테러전쟁의 e제적 정w성(1) 

정부 여당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유엔い장 조     3/ 110(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보았다,111( 자위권 행사는 국가 고유의 권리이며 행사 대상 

이 국가로 한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112(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す가 오사마 빈 라 

덴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였고 테러행위를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お

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113( 미국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이와 더불어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자민당 의원은 군사행동에 따르( “
는 위험보다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다”
는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제사す가 미국에 동조하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114( 여당 세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테러 공격에 대하여 집단 7,//

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と 것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 프, , , 

랑스 등 다양한 국가가 이미 군사작전을 실시하거나 참가 의사를 밝と 것에 

110( 유엔い장 조 3/ 8 국제연합す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す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い장의 어떠한 규정
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 
어 す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す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 
사す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す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출처, 8hhhd8--lYgUl,ib,cfg-fYdYfhcfm-Ufh3/,ghhal 검색일 년 월 일' 80./7 /. /2 (

11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1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13(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146 '0../( 출처8
hhhdg8--kkk,ib,cfg-Yb-gU-gYUfWh-jiYkTdcW,Ugd;gmaVcl:N-MEN-/146$0.$060../$07 
검색일 년 월 일' 8 0./7 /. /2 ( 

114(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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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다,115( 여러 국가들이 대테러전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행 

위에 국제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일본의 공い 방식이 상당で 뒤쳐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116( 걸프전에서 일본은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고도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す로부터 경제적 공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경험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삼당은 걸프전에서 겪은 , 

외교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테러 근절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서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7( 

테러특조법의 em적 정w성(() 

정부와 여당은 테러특조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당시 일본의      

현행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돌발, , 

적인 테러행위를 전투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2.( 두 번째 따라서 자 , 

위대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2/( 또한 당시 정부 여당이 발의하였던 테러특조 

법은 자위대의 し동을 무력에 의한 위お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되어서는 안 “
된다 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い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국제공い이”
라고 생각하였다,120( 자민당은 い법을 확대 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

115(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16( 0../,/.,/1,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3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1./.2..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0 (

11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0(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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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억제적인 축소 해석도 해서는 안 된다”121(는 입장을 「명하며 테러특조

법의 입법화를 강력で 추진하였다,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 문제이며 국가 차원의      “
자위권 행사와는 별도”122(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하였다 또한 무기 사용이 , 

필요한 상황을 일일이 명시할 수 없으며 자위대의 숙영지 차량 안전관리 , , 

장소 등 방호대상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무기사용조항에 그 직무를 행함에 “
따른 관리 하에 들어갔다 등의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 ” 

다고 주장하였다,123( 정부는 자위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무기사 

용 권한과 し동지역의 틀을 정하였다는 입장이었다 나카타니 겐, '中谷元( 

방위청장관은 현장에서 자위대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치적 이

유로 상정하고 제약하는 것이 오で려 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발언하

였다,124( 또한  상대에 의한 위해가 임박하고 동시에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

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무기

를 갖추거나 위お사격을 하는 등의 が태로 무기사용을 규정하였다,125( 이는  

테러지역에 파견되는 자위관이 충분で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치안 상황에 맞는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여당은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이 い법의 틀에 벗어나,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3(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24(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25(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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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력행사가 아닌 자연권에 의한 자기 보호라고 주장하였다,126(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 

테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테러조직의 무력공격     7,//

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본의 오미 코우지, '尾身幸次(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은 뉴욕 테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 경제의 상징

인 세계무역센터가 흔적도 없이 붕괴된 것에 대한 충격을 국す에 보고하였

다,127( 동시에 테러지역에 있던 일본인 보호에 나섰다 ,13.(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테러공격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는 인식이 が성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
다”13/(고 발언하며 테러에 대한 안보 경각심을 강화하였다 이는 실제로 , 

테러로 인하여 총 명의 일본인 て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7,// 02

다,130(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 사건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국 7,// “
민의 행복이 철저한 안전보장 확립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배웠다”131(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일본과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경비태세     

126(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127( 출처 0../,/.,/4, 8には３ q q に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6-/31/./4..3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1 (
13.( 출처 0../,/.,/4, 8には３ q q に第 回国会 内閣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6-/31/./4..36../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1 (

13/(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30(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13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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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정비를 강조하였다 여당 세력은 일본에게 주어진 ,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확립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테러특조법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2( 방위청도 테러를 일 

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자위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간구하였다,133( 

미일동맹 강화(4) 

정부 여당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 

독립과 평화 안전과 번영을 지지해 준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이 무력 공격, 

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다,134( 자민 

당의 에토 세에시로오 의원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서 ' ( “衛藤征士郎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명확で 보여줄 필

요가 있다”135(고 발언한 바 있다, 

고이즈미 수상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오랜 세월 일본의 안보     

가 지켜진 만큼 파트너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136(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주로 일본이 공격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자 고이즈미 수상은 동맹, “
국으로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특조법의 심의를 

진행하는 것”137(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조직, 

13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33( 0../,/.,/6, 출처8 には３ に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7-/31/./6..37../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2 (

134(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35(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3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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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은 일본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이즈, 

미 수상은 누구도 상정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만큼 폭넓은 각도“
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14.(는 뜻을 

밝か다 ぜ쿠다 야스오 관방장관도 상상 속에서의 일이 현실로 , ' ( “福田康夫
일어난 만큼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다”14/(는 입장을 밝か다 이에 자민당, 

은 자국의 안전만 도모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

권은 국제사す에서 안전보장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140( 즉 정부  

여당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단적 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테러위협의 조l 종식a e제평화 d축(5) 

일본 정부는 테러행위를 지극で 비열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공격     “ ”141(

으로 여기며 테러리즘에 견고한 자세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か다 또한 대, 

테러전쟁은 보복이 아닌 비열한 행위에 맞서기 위한 투쟁이며 이러한 인식

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2( 특で 러시아와 중 

137(  0../ ,/.,//,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す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4.(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4/(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140(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141( 0../ ,/.,/.,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42(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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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대테러전쟁에 お력을 「명한 것은 정치체제에 상관없이 테러 박멸이 

국제사す의 총의가 된 것을 의미하였다,143(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 정부가 

테러 박멸에 앞장서야 하며 다른 나라들과 お조하여 국제사す의 평화와 안

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하였다,144(  

정부와 여당은 테러 근절과 예방 국제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 대책의      ,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테러는 국제평화를 위하여 전세계가 맞서, 

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특조법 제정이 단순で 대미지원만을 위한 법안

이 아니라는 것이었다,145( 따라서 정부 여당은 전지구적 평화를 위하여 미 

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お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146( 그 お력의 골조로써 테러특조법을 제안한 것이다 법안  , 

발의와 더불어 테러관련 조약 무기수출 금지 납치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 , 

야에 일본이 리더십을 발た하여 테러위お을 조기에 박멸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147(  

 자위대의 숙련y(,) 

이어서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삼당은 테러 대응에 이미 숙련도가 높     

은 자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위대는 전쟁을 상정한 そ, 

련을 받아온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년 월 일0./7 /. / (
143( 0../ ,/.,/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144( 0../,/.,/. ,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２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145(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4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4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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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5.(  

또한 일본 정부는 년대 걸프전 당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     /77.

지 않는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お력을 요청하였지만 모집이 쉽게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여당세력은 걸프전 때의 교そ을 발, 

판삼아 민간의 お력보다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위대의 해

외파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15/( 국제법과 조약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테러조직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そ련이 풍부한 

자위대가 능력을 적극 발た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민당은 자위대에 대하, 

여 국가의 의사를 법률에 근거하여 몸소 실행하는 최대의 정신적 지“
주”150(라고 「현하며 자위대 해외파병을 적극 지지하였다 고이즈미 수상도 , 

자위대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귀중한 국력이자 재“
산”151(이라고 발언하였다 더불어 자위대가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맞는 책, 

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お력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か다,152( 

민주w의 테러특조법 반대와 수정안 제시() 

년대 민주당은 제 야당의 입지에 있었으며 집권여당의 대항세력     0... /

으로서 테러특조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집단, , 

적 자위권 행사 무력사용 등 년대 여야가 대립의 축을 세우던 문제에 , /77.

15.(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5/(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50(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51( 0../,/.,01, には３ r r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国土交通委員会 内閣委員会連合審査
출처8 に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44-/31/.01..4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2 ( 

152( 0../,/.,01, には３ r r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国土交通委員会 内閣委員会連合審査
출처8 に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44-/31/.01..4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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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정부 여당의 외교안보노선과 기본적으로 같, 

은 입장에 서있었던 민주당은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이 발의한 법안의 큰 틀

에는 동의하였으나 세부 조항에 수정이나 조건을 더하는 방식으로 테러특조

법 제정에 반대하였다 또한 국す 심의과정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공격보다, 

는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의 태도에 대한 공격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 0...

년대 자민당에 대항하던 제 야당이 평화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이탈하여 집/ 

권추구が 정당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민주당이 테러특조법에 , 

대하여 공격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협a 분쟁지역 범위의 모호성(1) 

    민주당은 정부 여당안에 명시된 위お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공격 

하였다 테러특조법의 목적은 테러와 관계가 있는 위お 제거 였지만 위お, “ ”
이 어떠한 조직과 국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법안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153( 민주당은 당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군 

사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위お의 대상

인 것인지 く은 그 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물었다,154( 아프가니스 

탄 이외의 지역으로 위お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

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은 고이즈미 내각을 공격한 것이다 민주, 

당은 일본 공해의 범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테러조직에 대처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인 것만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철저で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155(     

민주당은 분쟁지역 범위 상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과 다른 견해를      

153(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54(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155(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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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정부 여당이 테러와 전투를 별개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전투를 국제적인 무력, “
분쟁의 일ざ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
는데 민주당은 테러행위도 당연で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56( 따라서 민주당은 테러지역에는 전투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 

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준비 없이 위험한 지역에 자위대를 

내보내려고 하였던 고이즈미 내각을 규탄하였다,157( 특で 고이즈미 수상이  

자위대의 し동 장소는 전투지역이 아닌 안전한 곳 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 ” 

하여 강력で 비난하였다,16.( 민주당은 자위대원이 공격을 받거나 예기치 않 

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し동지역을 철저하게 한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즉 자위대의 해외파병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 

니라 し동지역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이견을 가졌던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격에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     

하였다 고이즈미 수상은 민주당과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현재 위お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행동 , 

대상이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어떻게 대응해 , 

나갈 것인지의 문제는 가정일 뿐입니다 지금은 본 , 

15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5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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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목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판단해 주

시기 바랍니다,”160(

 

자위대의 し동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

합니다 본 법안은 실제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 

지 않으며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투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구역의 변경 し동 , 

중단 일시 휴지 등을 통하여 위험을 す피할 , ' ( 休止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적한 것과 같은 , 

사태는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 

국제기구 현지 정부와 お력하여 ぐ란이 일어나는 ,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161(

이와 같이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세력은 법안의 기본적인 골조만 마련해 놓

았을 뿐 세부적인 항목은 전혀 구상해놓지 않았다 테러가 발생하고 한 , 7,//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법안을 구상하고 입법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162( 

국す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미비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자위대원의 무l사용 범위 h정(() 

민주당은 자위대를 위험한 전투지역으로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과 동시에 위험을 무릅쓰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원이 갖추어야 

160(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2( 테러특조법의 국す 발의와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년 월 일 의원운영す에서 시 0../ /. /.
작되었다, 를 참고함, には３ は第 回国会 議院運営委員会 第 号 출처8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0.-/31/./...0...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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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비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내세웠다,163( 즉 민주 

당은 자위대원의 무력사용 가능성에 우려를 「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で려 자위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를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테러 공격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관총 , 

이상의 무기 허용을 정부가 충분で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64(    

이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자위대원이 사용할 무기의 종류는 실제로      

자위대를 파병할 경우 현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동시에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이 , 

아니기 때문에 무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을 드러내었다,165( 그러나 민주당은 자위대가 불가피하게 전투행위에 임해 

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법 등 현행법의 규정, , KFJ

을 준용하여 무기사용과 관련한 세세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력で 주장

하였다,166( 또한 자위대를 현장에 내보내기 전에 법안을 준수한 무기사용에  

대하여 철저で 교육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었다,167(

대미협조에 대한 근거 부족()) 

     민주당은 미국의 무력공격 수준이 테러에 대한 처벌행위를 넘어 전쟁

행위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17.( 따라서 미국의 행위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 

163(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4(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5(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66(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167(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1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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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였다 민주당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 

적극적으로 お조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대미お조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다,17/( 또한 미국의 개별적 자위권 발동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다 테러로 인한 て생자 발생은 개별적 자위, 

권 행사 요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70(     

법적 근거의 결여 외에도 민주당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이다 탈레     , 

반이 테러범인 및 지원자라는 전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171(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에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국민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로 제기한 것이다,172(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증 

거가 되는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밝で지 않은 점을 방“
증”173( 이라고 비난하며 불만족을 「출하였다 ,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에게 대미お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당도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테러 퇴치를 위하여 미국에 적극, 

적으로 お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의 코바야시 켄지 의, ' ( 小林憲司
원은 테러와 같은 비열한 행위를 퇴치하는데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お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손발을 묶고 있는 것“
과 같다”174(고 발언하였다 또한 유연한 국제공い을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1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70(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7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7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73(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174( 0../ ,/.,03, 출처8 には３ ２第 回国会 憲法調査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67-/31/.03..67..0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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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명 

하였다,175( 다만 민주당은 자위대라는 실력조직을 파병하기 위한 법적 근거 

와 증거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무력행사에 반, “
대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이 견식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176(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ぐ     “
란스럽다”177(고 발언하였다 대미お조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 

정부와 일치하였지만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민주, 

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에 대한 지원은 일본의 い법에 저촉되지 “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お조의 정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し동만 할 

것”2..( 이라는 입장을 「명하였다 또한 테러공격의 범인과 지원자들에 대 , 

해서는 미국에게 충분で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상세한 내용은 “
사안의 성질 상 밝힐 수 없다”2./( 는 뜻을 밝か다 ,  

무l 탄약 수송k지(4) , 

민주당은 자위대의 무기 탄약 수송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 , 

무기와 탄약을 실어 옮기는 행위가 무력행사와 일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0( 특で 미국의 공격대상이 테러 용의자에 한정된  

년 월 일0./7 /. 4 (
175( 0../ ,/.,03, 출처8 には３ ２第 回国会 憲法調査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67-/31/.03..67..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4 (

176( 0../,/.,/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の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0./.2..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0 (

177( 0../,/.,/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の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0./.2..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0 (

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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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탈레반 정권을 あ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1( 게다가 미국의 공격이 민간인을 포함한다면 상 

황의 심각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2.2( 민주당은 전쟁과 유 

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정부가 무기와 탄약을 수송한다면 참전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은 일본이 무력행사와 일체화 되는 수송업무를 이행한다면 현재까지 쌓아온 

중동외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를 가지고 있었다,2.3(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기와 탄약의 수송을 요청 

하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를 법안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

구심을 「출하기도 하였다,2.4( 민주당은 만약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면 무기 

와 탄약을 수송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었다,2.5(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은 무기와 탄약을 수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실제 수송 시에 어떤 , 

것이 무기이고 탄약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し한 

수송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2.6( 또한 무기와 탄약 수송을  

2.0(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2.1(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2.2(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2.3(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4(  0../ ,/.,/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す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5(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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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し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あぜ 유연한 お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2.7( 따라서 정부는 법률 상 무기와 탄약의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회 사전승인 요d(5) 

     민주당은 테러특조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국す 사전승인 없

이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출하였다 민주당은 상황을 ,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국민에게 제

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내각의 자세라고 주장하였다,2/.( 또한 자위대원이 파 

병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에 매우 신중한 수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 만약 국す의 사전 

승인 없이 해외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사고 ぜ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법안에 국す 사전승인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즉 정부의 대응 조치     

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다,2/0( 고이즈미 수상은 정부를 신뢰 

한다면 국す 사전승인 없이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

2.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 0../,/.,//,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8 る ３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2..1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 (

2//( 0../,/.,/4 ,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る ７特別委員会第 号 출처 8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4./.2..5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0(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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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1( 또한 법안을 인정해 준다면 자위대의 파병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국す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か다,2/2( 더불어 예기 

치 못한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실시구역을 변경하거나 し동을 중단하겠

다는 계획을 밝か다,2/3(  

억제된 f사력a 비f사적 협력 강조(,) 

민주당은 자위대의 군사적 お력보다는 비군사적 お력을 강조하였다     , 

동시에 자위대의 군사 し동을 가능한 억제“ ”2/4(해야 한다는 모호한 견해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이 자위대의 군사적 し동에 전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 

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다만 군사적 측면보다는 비군사적 측면에 자위대, 

가 お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어 , 

민주당은 전염병 퇴치 재し치료 등 난민에 대한 의료지원과, 2/5( 를 し J?A

용한 외교 등 비군사적 공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6( 이 외에도 자위대 

원의 토지개량과 정수작업 등의 방식을 제시하였다,2/7( 이와 같이 민주당은  

2/1( 0../,/.,/4 ,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る ７特別委員会第 号 출처 8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4./.2..5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2(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3(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4( 0../ , /.,/.,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5( 0../,/.,/1,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3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1./.2..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0 (

2/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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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자위대의 군사적 し동에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아 e가와의 제휴와 협력(-) 

민주당은 일본이 자위대 해외파병을 추진할 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는 년대 사す당이 법안 제정을 두고 , /77. KFJ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였던 아시아 국가의 반응을 우려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충분で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20.( 특で 민주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충분で 얻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며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으로 아시아 외교가 악화

된 상황을 지적하였다,20/( 또한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미일안보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에게도 파트너로서 일본의 가치가 떨

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200(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대하기 보다는 아시아      

국가와도 중장기적으로 대테러근절이라는 공통 인식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1( 민주당 의원들은 아시아와 お력하여 테러에 대응 

하는 것이야 말로 과감한 전략적 발상이며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あ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02( 민주당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す담 , , 

20.(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0/(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00( 0../,/.,/3, テロリズムの · が の に すには３第 回国会 国際 防止及 我 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출처4 8 る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01(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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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대테러박멸 선언과 아세안국가들과의 공동 테러대응 등을 외무대신

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203(      

이에 대하여 고이즈미 내각은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씻기 위하여      

평화주의 및 국제お조주의 이념에 입각한 い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지원만

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か다,204( 또한 테러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아시아お력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205( 

  

시한입법 l한 수정(.)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테러특조법을 시한입법으로 정하고 법적 효력

이 년간 지속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다 테러 상황의 0 , 

변화가 매우 빠르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안

의 기한을 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206(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안의 목적이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 문제가 해결되면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207( 법안의 기한을 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법률에 의하 0

여 신속하게 폐지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안한 시한입법, 

의 기한 수정은 정부 여당안과 큰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03(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04(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1/./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205(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06(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207( 0../,/.,/., 출처8 には３ は第 回国会 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31/./..../..3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7 0/ (



113

여당이 제시하였던 세부 항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가하는 が식으로 테러

특조법에 반대하였다 반대 항목을 요약하자면 민주당은 자위대원의 무기사, 

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국す 사전승인 요구 무기와 탄약 수송 금, , 

지 시한입법 기간의 축소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

민주w 수정안의 좌절a 테러특조법의 가결))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세력은 테러특조법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하여 

민주당이 제시하였던 수정안과 기존 정부 여당안의 타お점을 찾아 국す에 

대안을 제출하였다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세력은 원안의 큰 틀은 그대로 , 

유지하였으나 민주당으로 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

당의 정책선호를 일정부분 반영하였다 정부여당이 제시하였던 대안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21.(

/,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위대 부대 

등이 실시하는 お력지원し동과 수색구조작업 또는 

이재민 구호し동 등의 대응조치를 시작한 날로부

터 일 이내에 국す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0.

한다 정부는 국す 불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で , 

해당 お력지원し동과 수색구조작업 또는 이재민 

구호し동을 종료해야한다, 

0, お력지원し동으로 실시하는 자위대원에 의한 물』 

수송은 무기 탄약의 육상수송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국す 사전승인 요청을 사ぜ 승인으로 무기 탄     , , 

약의 수송 금지 요청을 육상에서의 수송 금지로 반영하여 타お안을 제시하

였으나 민주당은 이에 강력で 반대하였다 먼저 국す승인에 관하여 민주당, 

21.( 0../,/.,/7, 출처8には３ ２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7-/31/./7..37..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2 (



114

은 자위대의 し동이 위험지역에서 행해지는 만큼 국す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국민 정서에도 더 적합하다고 생각

하였다,21/( 또한 자위대가 실시하는 수송업무에서 무기와 탄약을 전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210( 이는 무기와 탄약의 수송을 실질적 

인 전쟁お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211( 또한 공격의 대상이 최빈국이라 

는 것과 대다수의 민간인이 て생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お력하는 나라

에 대한 현지의 반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였다,212( 따라서 무력 

행사와 일체화되는 무기와 탄약의 수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서  무기사용에 관하여 민주당은 자위대원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

록 세부적인 규정과 요령을 철저で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213(  

그러나 민주당의 수정안은 기존의 정부 여당안과 기본적인 골조가 동     

일했던 것으로서 큰 설득력을 발た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는 ,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닌 고이즈미 내각과 집권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반대

로 여겨졌다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특조법이 반대를 할 만한 법안이 아닌, “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214(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발의하였던 테러특조법에 대한 취지와 목, 

적에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정작 국す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하

21/( 0../,/.,/7, 출처8 には３ の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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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권의 최고 권한을 가진 국す를 등한시 여기는 정부 여당     

에 대하여 유감을 「하는 등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215( 국す 투「를 통하여 정부 여당안이 가결되었 

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승인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16( 민주당이 집권세력 

에 대항은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외교안보정책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당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가 약화되어 있었던 것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제외한 공산 자유 사민당은 자위대의 해외, / , , 

파병을 い법 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테러특조법 발의 자체에 반대7

하였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호い을 주창하던 다른 야당, 

들과 민주당의 외교안보노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산당은 테러특조법을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중이었던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 법, 

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다른 나라의 영토까지 출동하여 군사물자 보급과 무

기탄약 수송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테러특조법은 미국, 

과 일본이 공격을 당하였을 때 무기를 사용하여 반격 하는 것 까지 가능하

게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전쟁참가법 이라고 비판하였다“ ” ,217(  

     자유당도 테러특조법을 い법에 근거한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위대라는 군사조직을 해외로 출동시키는 것, 

은 일본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

은 채 이를 추진하였던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였다 자유당은 정부의 설명책, 

임 부재를 일본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수법“ ”22.(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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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난하며 내각과 자민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사민당은 군사적 지원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며 테러특     

조법의 입법화에 반대하였다 사민당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실정을 조, 

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조사단을 직접 파견하였다 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 

일본의 미디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상황과 현지의 실상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치료를 전혀 받을 ,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아사 위기에 처한 사람의 수가 약 백만 명3

에 달하였다,22/( 따라서 사민당은 미군에 대한 지원보다는 난민 지원이 더 

욱 시급한 문제임을 국す에서 피력하며 군사적 지원만을 강조하였던 테러특

조법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 자유 사민당으로 이루어졌던 야당 세력이 정부 여당의      , , 

테러특조법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 삼당을 모두 합친 중의원과 , 

참의원 의석수는 각각 석 석이었다 반면 테러특조법에 찬성하였던 자4/ , /2 , 

민 공명 보수 여당 삼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석수는 각각 석 석에 , , , 05/ , 56

달하였기 때문이다,220( 야당 가운데 중의원 석 참의원 석을 차지하여  /05 , 04

가장 큰 정당을 이루었던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이 지あ하였던 평화주의적 

노선에서 이탈하여 정권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야당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였다 반면 국す에서 단독으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 

하였던 자민당은 공명 보수당과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 안정적 다수를 확보, 

하였다 테러특조법의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미비한 모습을 보였음, 

에도 불구하고 야당 세력의 정책선호 불일치와 응집력 결여는 결국 집권 세

력의 법안이 통과되는데 유리한 ざ경을 조성해 준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과 , 

여당 삼당은 테러특조법을 국す에서 통과시켜 자신들이 선호하던 방식으로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1-./.2-/31/./3./.2..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1 (

22/( 0../,/.,04, 출처8には３ の第 回国会 外交防衛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1-..37-/31/.04..37..2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4 ( 
220( 년 국す 의석수 비율은 아래와 같다 0../ ,  

여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석수 자민 공명 보수    - + 8 011-42, 8 1/-/1, 8 5-/ 
야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석수 민주 공산 자유 사민    - + 8 /05-04, 8 0.-/1 , 8 00-4, 8   /7-1, 

출처8hhhdg8--kkk,bh_,cf,jd-gYb_mc-dUhUVUgY-highcfm- 검색일 년 월 일 ' 8 0./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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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전쟁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a 의회 r쟁 ). (00)

정부 여w의 이라크부흥지원특조법 r의1) 

고이즈미 내각과 자민 공명 보수당으로 이루어졌던 여당 삼당은 기     , , 

본적으로 미국의 개전 원인에 동의하며 이라크전쟁을 지지하였다 내각과 , 

여당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사담 ぜ세인 정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라크 국민들에게 대

량살상무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221( 또한 무자비한 독재자의 손에  

강압정치를 위한 도구로써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평화에 위

お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22( 정부 여당은 테러공격 이ぜ 화 7,// 

학무기 생물무기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공포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 , 

강조하였다,223( 고이즈미 수상은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일

에 앞장 서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고 발언하였다,224( 

또한 미국이 국제사す를 위하여 억제력을 제공하고 아시아 지역의 안     

전 확보를 위하여 큰 て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명하였다,225(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정부 여당 

은 이라크전쟁에 お조하기 위한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의 신법 마련을 시도

221(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22(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23(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24(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25(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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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26(  

/, 정부가 대응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 

에 의한 위お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대응조치는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지역, 

에서 실시한다,

0, 이 법안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대응조치는 인도부

つ지원し동 및 안전확보지원し동으로 한다 필요, 

에 따라 이 し동 중 하나를 실시할 때 각의결정

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정한다, 

1, 기본계획으로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방침 대응조, 

치의 종류 및 내용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구역의 , 

범위 외국의 영토에서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자위대 부대의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한다, 

2, 내각 총리대신은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나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대응조치가 

종료되었을 때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국す

에 보고해야 한다, 

3, 내각 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자위대 부

대 등이 실시하는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 해당 대응조치를 개시한 날로부터 일 이내0.

에 국す의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4, 대응조치 실시 명령을 받은 자위관은 자기 또는 

자신과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자위대원 또

226( 0..1,.4,02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に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2./1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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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직무를 실시함에 따라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무기를 사용을 할 수 있

다, 

5, 이 법률안은 시행일로부터 년 ぜ에 효력을 상실하2

게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년 이내의 기간을 연2

장할 수 있다, 

정부가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국す 심의과정에서 내세

운 주장은 아래와 같다,

미일동맹 강화(1) 

고이즈미 내각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      

적극 お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고이즈미 수상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라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お조의 “
노력이 한층 더 견고해져야 한다”227(는 반응을 보였다 고이즈미 수상은 이, 

라크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의 대이라크 인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

미お조 의사를 밝と 것이다 따라서 년 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 0..1 1

선전포고를 하였을 때 고이즈미 수상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일본이 미국

의 동맹국으로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か다,

대량살상무기의 위お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 , 

력행사 없이는 대량살상무기가 폐기될 수 없는 상황입

니다 또한 동맹국으로서 이번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는 ,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 

일 미의 긴 한 연계 하에 국제공조를 도모해 나갈 예p

227( 년 월 일 출처 , 0..0 7 /1 , 8日米首脳会談概要
hhhdg8--kkk,acfU,gc,jd-acfUj-_UidUb-gT_ci-igUT.0-igT_UidUb,hhal 검색일 년 ' 8 0./7

월 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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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입니다,”23.(  

  

고이즈미 수상은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제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테러 이ぜ 부시 , 7,//

행정부의 세계 관여정책이 강화되고 있던 흐름에 입각하여 새로운 미국의 

정책기조에 적극 공조하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23/(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무l사용 제한(() 

정부 여당은 자위대원을 이라크에 파병하더라도 し동범위와 무기사용     

을 제한하면 い법 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し동범위에 7 , 

대해서는 먼저 전투행위를 국제적 무력분쟁의 일ざ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에 따라 し동범위를 전투지역과 ”
비전투지역으로 나눌 것이라고 밝か다,230( 정부가 내린 전투행위의 정의에  

의하면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

는 지역은 비전투지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이 ,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외국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

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사를 「명하였다,231(  

23.( 0..1,.1 ,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 本会議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3/(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0(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1(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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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나누는 선명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상     

황 하에서 여론을 의식한 자민당은 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か다,232( 더불어 い법의 틀에 의하여 자위대가 전투 

지역에 가는 것과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하였다,233( 또한 자위대가 이라크전에서 전투 이외의 し동에 주력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밝か다,234( 이는 논란의 여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전투 

지역과 비전투지역을 정하고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い법과의 관계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였다 그러나 전투지역을 상, “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235( 이라고 발언하며  

실질적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집권 여당 세력이 파견한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이라크에     

서 전투가 종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단에 의하면 이라크 과도통치기구, 

였던 연합군임시행정처 와 다양한 유'CcUlihicb KfcjigicbUl Aihhcfihm, CKA(

엔의 산하기구가 이라크 복구를 위한 し동을 전개하고 있었다,236( 유엔이  

お력하여 이라크 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사す의 노력에 お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237( 국제お력을 위 

232(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3(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4(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5(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36(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37(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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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세력은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조기에 성립시

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상황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자위대의 し동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

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か다,24.(

정부 여당은 무기사용 범위도 철저하게 제한하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     , 

은 자위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기관포가 설치된 차량 사용을 허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4/(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방위청은 상식 밖의 것 “
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무기사용 범위를 정할 

것”240( 이라는 뜻을 밝か다 이는 자위대원의 무력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던  ,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협력이 아t 인y적 지원()) 

정부 여당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전쟁에 적극적으로 お조하겠     

다는 뜻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전쟁お력이 아닌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す 심의과정에서 평화주, 

의에 입각한 호い세력과 전쟁에 반대하던 여론241(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

다,  

정부 여당은 자위대원이 이라크로 파병되어 군사적 し동을 전개하는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4.(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0(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1( 당시 의 여론이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에 반대하였다 출처 33$ , 8 Hidfcfd KUil, 0.//, 

MYhhib_ibg EUdUbYgY KiVliW Jdibicb Ubd NYWifihm8 Afca KUWif iga hc MYUliga, 
'NhUbdfcfd8 NhUbdfcfd PbijYfgihm KfYgg(,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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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이라크를 부つ시키기 위한 인도적 지원し동을 할 것이라는 계

획을 강조하였다,242( 예를 들어 자위대의 정수 능력을 이용한 식수 공급과  

항공과 육로를 이용한 긴급물자 수송 도로 정비 등이 정부 계획에 속하였, 

다,243( 당시 이라크는 사담 ぜ세인 정권이 무너져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었 

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사す적 경제적 기반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 

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일본이 자위대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사す, , 

경제 기반 재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하였다,244( 또한 이라크의  

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お력국가들이 군대조직을 파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비군사적 し동에 お력하더라도 자위대를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

장을 내세웠다,245(  

e제적 지위에 어울리s 공헌(4) 

정부와 여당은 국력에 맞는 국제공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이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에 비하여 국제공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일국평화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라크전쟁 당시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전세계의 를 차지하였으며      /3$

미국은 를 차지하였다03$ ,246( 자민당은 경제력에 기반한 미일 양국의 책임 

242(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 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3(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4(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45(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6(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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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あ력이 국제사す에서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책임을 , 

져야하는 나라의 위상에 오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행복과 번영에

만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국가의 방あ성에서 어긋난다

는 것을 덧붙여 말하였다,247( 여당 세력은 일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 

야에서도 영あ력을 발た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세계 속 일본의 지위, 

를 생각하였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당 세력은 앞으로 일, 

본이 나아가야할 외교안보의 방あ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땀을 っ리면서 세“
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안보도 확실で 지켜 나가는 

것”25.( 이라고 주장하였다 ,  

중동의 자원a 일본의 e익(5)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삼당은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의 가 중동에      7.$

걸려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지역의 안정을 일본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하였다,25/( 고이즈미 수상은 년 이스라엘 아랍 전쟁 이ぜ 석유 값이  /744 + 3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전쟁으로 인하여 돈으로 쉽게 석“
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250( 고 발언하였다 또한 일본의 에 , 

너지와 석유 자원이 끊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

며 중동 물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251( 또한 중동의 안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47(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50(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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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통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하였다,252( 이와 같이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은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석유 값 폭등을 우려하며 이를 일본 경제와 국

민의 생し 문제에 직결시켰다 즉 이라크의 부つ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 

법을 신속で 제정하여 자위대의 파병을 단행하는 것이야 말로 일본의 국익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민주w의 이라크부흥지원특조법 반대와 수정안 제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라크개전에 대하여 정부 여당과 대비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무력공격으로 인하여 , 

이라크에 무고한 て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행

위를 일방주의적 무력행사“ ”253( 라고 비판 하였다 또한 군사적 방법을 동 , 

원하는 것 보다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더불어 미국의 무력공격 개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す의 의사를 간과한 것이

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당 내에 전반적으로 공유되

고 있었다,254(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 

에 반대하였다 당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하여 민주당이 내세웠던 구체적, 

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대미추종외c를 위한 불법전쟁지지 (1) 

251(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2(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3( 0..1,.1,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254( 0..1,.1,0., 출처8 には６ に６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10...././4U,hhal 검색일 ' 8 
년 월 일0./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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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라크전쟁을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전쟁     

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일지라도 이를 지지해서는 안 된

다는 입장이었다,255( 또한 전ぜ 일본 외교는 미일동맹과 국제お조주의의 중 

요성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당시 고이즈미 내각의 행보는 국제お조주

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편에 치우쳐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256( 따라서 민 

주당 의원들은 이라크 문제를 두고 유엔보다 미국을 중시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257( 일본 외교에는 유엔과 미국 양 

자가 공존해야 하는데 정부가 미국만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규탄한 것이

다,26.( 

이어서 민주당은 미국으로부터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것을 요청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한 의く을 제기하였다,26/( 이는 정부 여당이 미국의  

요구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려고 한다는 주장이었

다 고이즈미 수상이 부시 대통령과 す담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 

았기 때문에 내각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260( 민주 

255(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6(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57(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6.(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6/(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60(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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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이 명목상으로만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お조하기 위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내각에 대한 강한 불신을 「출하였다,261(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미군에 대한 불신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     , 

군의 무력공격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자위대가 미군에 お조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전투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

렸기 때문이다,262( 민주당은 미군의 무자비한 무력공격으로 인하여 이라크  

내에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가 미군에 お조하는 것에 

대하여 す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여론도 자위대의 미군お조를 지적하, 

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263( 또한 유엔의 승인 없이 자위대를 파병하 

는 것은 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며 점령군의 し동과 다름이 없다는 KFJ

것을 덧붙여 말하였다,264( 

이라크의 대량살상무l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개전이 대량살상무기의 위お을 제거하기 위함이     

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고이즈미 내각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된 바가 없으, 

므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러한 명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265( 

261(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62(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63( 0..1,.4,1.,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4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5././10..4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64(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65(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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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이유로 미국의 공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266(  

당시 영국 내에서는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가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국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

다,267( 영국 정부는 사담 ぜ세인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무기 은폐를 입증할  

목적으로 간행한 문서는 부끄러운 내용“ ”27.(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 

하여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하였다,27/( 동시에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만약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수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일본

의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의 공격이 정당하, 

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각과 여당에게 질문하였다,270( 대량살상무 

기 보유 여부가 더욱 문제가 된 이유는 미국의 무력공격으로 인하여 사담 

ぜ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 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1

못하였기 때문이다,271( 민주당은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확실한 증거 없이 이 

라크 공격을 지지한 고이즈미 수상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272( 

년 월 일0./7 /. 6 (
266(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67( “DfUe RUf8 Bcfdcb =fckb gUmg PF aiglYd cjYf RYUdcbg cf HUgg ?YghfiWhicbg,” 

년 월 일OhY ==C IYkg, 0./5 // 2 ,   
27.(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7/(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0(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1(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272(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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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d체적 활동계획 부재()) 

     민주당은 법안에 명시된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이유와 목적 구체적 , 

し동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국민에게 ぐ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73( 따 

라서 자위대 파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정확한 , 

업무와 기본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골격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274( 단순で 의료 보급 수송 등 인도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포 , , 

괄적인 「현이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275(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이 일반 항구법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틀을      “
먼저 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고

이즈미 내각에 자리 잡고 있다”276(고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골조만 만들고 , “
내용은 뒤로 미루는 방식”277(이 더 이상 국す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で 「명하였다 따라서 법안에 명시된 의료 수송 시설 보급에 , , , ,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で지 않으면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에 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다는 자세를 취하였다,3..(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273(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4( 0..1,.4,05,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2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5./10..2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5( 0..1,.4,05,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2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5./10..2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6(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277(  0..1,.4,03 ,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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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임시국す를 열어 내용을 정할 것이라는 의     

사를 「명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는 것이었으며 더욱 거센 반대를 초래하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태도를 무, “
책임한 대응,”3.0( 허둥지둥식 결함법안 “ ”3.1( 이라고 「현하며 반대의 입장 

을 견지하였다,    

전투지역a 비전투지역 경계의 모호성(4) 

정부 여당이 발의한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은 자위대가 전투지역에서      

し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비판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았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 

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2( 민주당은 국す의 판단과 승인에 따 

라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였

다,3.3( 특で 이라크에서 미군과 영국군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 비전투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허상에 가까운 일이

라는 견해를 드러냈다,3.4(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 0..1,.4,04,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1 8 の に する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 iib-/34-./10-/34.404./10..1U,hha 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0(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3.1(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3.2(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3(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4(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131

정부 여당이 い법상의 문제를 す피하기 위한 의도일 뿐 명확한 근거와 기준

이 없으므로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3.5(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민주당은 신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법      KFJ

등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충분で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

어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에 반대하였다,3.6( 또한 정부 여당에게 국す의 사 

전 승인을 요구하였으며3.7( 시한입법 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단축할 필요 2 0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 이는 테러특조법의 국す 심의과정에서 내세웠던  

논리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여야 합의 결렬a 이라크부흥지원특조법의 가결))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의 국す 심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정      

책선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법안의 국す통과, 

를 앞두고 당시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하였던 수정 조건을 전혀 반영하

지 않은 채 투「를 진행하였다,3//( 고이즈미 내각과 여당 세력이 민주당의  

정책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제 야당으로서 정부 / 

여당에 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

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라크전쟁에 자위대 해외파병 문제를 두고 찬성하던 의원     

년 월 일0./7 /. 7 (
3.5(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3.6( 0..1,.4,03, イラク ·に テロリズムの · がには６第 回国会 人道復興支援並 国際 防止及 我
출처8 の に する ２国 協力支援活動等 関 特別委員会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10-/34.403./10..0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6 (

3.7( 0..1,.5,.2, 출처8 には６ の３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migiib-/34-.../-/34.5.2.../.21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7 (
3/.(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3//(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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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대하던 의원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부つ, 

지원특조법이 법안의 목적에 쓰인 대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인도적 し동 지

원을 위한 것이라면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 

다른 한편에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시한입법의 

기간 국す 사전승인 등 정부 여당안의 세부 조항에 반대 하던 의원들이 존, 

재하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자체를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 하였다,3/0( 이라크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불법전쟁이었 

으며 미국의 개전 이유였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당 내 의견을 하나로 , 

수렴하지 못하여 국す 심의과정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정부 여당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민주당의 정책선호 분열이 정책 응집력과 일체감의 결여로 , 

이어졌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당시 제 야당 위치에 있었던 민주당은 의, / 

す 내에서 효과적인 거부권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더욱'jYhc dlUmYf( , 

이 민주당은 い법 조에 입각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원칙론적으로 반대7

하던 다른 야당들과 색깔을 달리하여 거대정당으로서 소수정당의 세력을 통

합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년대 야당에 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폐안되거나 제한     /77.

과 수정이 가해졌던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었다 년대 제 야당이었던 , /77. / 

사す당을 중심으로 소수 야당의 정책선호가 일치되어 효과적으로 집권 여당

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년대 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0... / 

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야당의 중심 세력으로서 기타 소, 

수 정당들을 이끌지 못하였고 오で려 정부 여당과 유사한 외교안보노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す에 제출하였던 수정안은 차별, 

성과 설득력이 부족하였다 민주당이 제시하였던 수정안의 내용을 살、보면 , 

정부 여당의 원안과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단순で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0(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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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호에 대한 야당 세력의 응집력 결여와 제 야당과 집권 세력     / 

의 이념적 차이 부재는 정부 여당이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통과시키는데 

유리한 ざ경을 조성해 주었다 년 때와 마찬가지로 국す에서 안정적 다, 0../

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여당 삼당은 년 월 일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0..1 5 04

에 대한 국す투「를 진행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3/1( 고이즈미 내각이 전ぜ  

처음으로 미일동맹 차원에서 자위대를 전투지역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주는 법안을 국す에서 승인한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차 세계대전 이, 0

ぜ 전투지역에 직접적인 파병을 금기시하던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비록 자위대의 し동범위를 비전투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 

년 당시 이라크 곳곳에서 게릴라 전투가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0..1

라크를 비전투지역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론V. 
     

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냉전기가 도래하였지만 일본은 여전で 미국     /77.

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제한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소대립, 

이 종식하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냉전기 미국이 제공하던 호き적 안보전략

에 의존할 수만은 없었다 걸프전은 일본이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결, 

정적 사건이다 걸프전 당시 일본이 자위대를 분쟁지역에 파병하지 않자 미, 

국과 국제사す는 일본의 안보역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국제적 도움을 받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것에 비하여 국제사す

에 공い하는 것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일본 내에는 소극적 군사, 

안보 역할이 자국의 국제적 지위에 더 이상 걸맞지 않다는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이ぜ 내각과 자민당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유엔의 감독 하에 , 

3/1( 0..1,.5,04, 출처8 には６ のは第 回国会本会議第 号
hhhd8--_c__Ui,bdl,gc,jd-NEIOAFP-gUbgiib-/34-.../-/34.504.../.23U,hhal 검색일' 8 

년 월 일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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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자위대법의 일KFJ

부 개정을 시도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 두 가지 사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첫째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담론으로 국제공い론과 유엔중심주의를      , 

내세웠다 즉 일본이 더 이상 자국의 평화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며 자위, 

대의 해외파병을 통하여 국제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 유엔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감독 하에서 이를 추

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か다 정부는 유엔 중심의 お력을 일관되게 강조하였, 

다,

둘째 일본의 국익과 관련지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지지하였다 먼저      , , 

정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였다 일본 정부가 걸프전에 자위, 

대를 파병하지 않자 미국이 주일미군 경비 문제를 놓고 압박을 가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제정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 

위하여 자위대를 걸프만으로 내보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석유 수입과 정, 

부원조 등 일본의 다양한 국익이 중동국가에 걸려있으므로 걸프전을 조속で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주장하였다,

셋째 い법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 여당은 자위대의 해외파     , , 

병이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 구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で려 국제, 

적 분쟁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평화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당시 제 야당이었던 사す당은 정부 여당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 , 

사す당은 평화와 호い을 대「하던 え신세력으로서 법안과 자위대법 개KFJ

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공명 민사 공산당 등 다른 소수 정당 사, , , 

이에서 공유되고 있던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인식은 사す당의 그것과 

일맥상통하였다 따라서 사す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 간의 정책선호가 , 

일치되었으며 이는 국す에서 강한 정책 응집력으로 나타났다 야당 세력은 ,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워 정부 여당에 반대하였다,    

첫째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법적 근거와 원칙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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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ぜ 일본에 자리 잡은 반군사주의와 평화주의는 문화적 차원을 넘, 

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전, 

ぜ 일본 정부가 유지해 오던 집단적 자위권 해석과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

는 것이었다 또한 자위대가 분쟁지역에 가게 되면 무기사용을 제한하더라, 

도 무력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해외파병을 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외에도 자위대가 유엔의 감독 하에 있을 , 

때 자위대원의 신분 소속 징계 처분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원칙, , 

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둘째 사す당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대미추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 

하였다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낼 시 일본 외교의 자, 

주성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 결국 일본, 

이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대하였다,    

셋째 이라크에 억류되어 있었던 일본인 인질들을 우려하였다 사す당     , , 

은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고 할수록 일본인 인질을 대하는 이라크 

정부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す당은 인질 문제 ,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자위대의 해외파병만 추진하던 정부 여

당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막기 위하여 다른 야당들도 이러한 사す당의 주     

장에 な을 실어주었다 야당 세력은 국す에서 통일된 정책선호를 보여주었, 

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막기 위하여 각 당이 내어놓았던 의견에 동조하는 

강한 정책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야당 세력의 영あ력은 정부와 여, 

당의 정책선호를 좌절시킬 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야당의 끈질, 

긴 질의와 공격은 정부 여당이 발의하였던 법안을 폐안으로 몰고 갔다KFJ ,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す는 일본의 이러한 외교방식을 냉く하게 평가하며 군

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어서 년 캄보디아 내전 당시에도 유엔은 일본에게 자위대를 파     /770

병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 여당은 걸프전에서의 외교적 실패를 극복한다, 

는 취지로 제 차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당시에도 여야는 걸프전 때0 KF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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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논리를 내세우며 국す 논의에 임하였다 다만 정부 여당이 걸프, 

전 때에는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캄보디아 내전 때에는 소수 야당

이었던 공명 민사당을 정치적으로 포섭하였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す에 , ,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공명 민사당에게 접근하여 법안에 대한 동, KFJ

의를 얻어낸 것이다 국す에서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자민당은 다, 

른 정당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거대정당이었던 사す당이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이념     

적 유연성을 보이지 않자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정부 여당은 원칙KFJ 3

을 법안과 동시에 법제화 하였다 원칙은 정, KFJ 3 전'停戰 이 성립된 지역( , 

당사국의 동의 중립 유지 무력사용의 엄격한 제한 분쟁 개입 가능성이 발, , , 

생할 시 즉시 철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い법 조의 정신을 살, 7

려 자위대의 군사적 し동을 엄격で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す당은 , 

정부 여당안에 제한을 가하는 が태로 내각과 자민당을 견제하며 제 야당/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사す당이 몰락하고 년대 제 야당으로 새롭게 부상한 민주     0... / 

당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당, 

에서 탈당하여 모인 의원들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이념에 입각

한 외교안보노선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년대 , 0...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한 두 번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년 테러 이ぜ 정부 여당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     0../ 7,// 

하기 위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신법 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테러특조법을 국す에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국す 통과를 위하여 내, 

각과 자민당이 내세웠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여당은 대테러전, , 

쟁에 충분한 정당성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테러에 대응하고자 하는 , 

국제적 연대가 유엔 결의를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문제 , 

해결에 공조하기위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타국의 영토에서 무력행사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제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い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고이즈미 내각, 

과 자민당은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적 국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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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에서 치러지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둘째 일본의 안전보장과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     , 

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내각과 자민당은 전ぜ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던 미국, 

이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하여 동맹국으로서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하

였다 더 나아가 테러 공격을 미국에 국한된 일로 여기지 않고 자국의 일로 , 

간주하며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하여 테러특조법의 신속한 입법화를 추

진하였다,

셋째 정부 여당은 이미 테러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そ련된      , 

조직으로서 자위대의 존재를 강조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였다 정, 

부 여당은 자위대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위대의 숙련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해     / 

외파병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발의한 법안과 논리에는 반대하, 

였다 민주당은 스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안을 , 

새롭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 민주당의 대안은 기존의 정부 여당안과 기본적 

틀이 유사하였던 것으로서 설득력을 발た하지 못하였다 자위대의 무기사용 , 

범위와 분쟁지역의 범위 설정 시한입법 기간 국す의 사전 승인 요구 등 , , 

세부 조항에 대한 수정만 제시하였을 뿐 기존의 정부 여당안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자, 

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고이즈미 내각과 집권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는 동의하였으나 

정권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테러특조법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년 이라크전에 자위대를 파병하기 위한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 제     0..1

정 과정 때에도 여당과 야당은 유사한 논리와 태도로 국す 논의를 전개하였

다 따라서 민주당은 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하였던 법안에 효, 0../

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년대 민주당은 테러, 0...

특조법과 이라크부つ지원특조법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 , 

여당이 지あ하던 외교안보노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당내 정책선호가 분열되어 정책 응집력이 약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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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 

대하던 다른 야당들과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야당 세력 간의 결속력도 약화

되어 있었다 이는 년대 자민당에 대항하던 제 야당이 평화주의적 , 0... / 

원칙으로부터 이탈하여 정권추구が 정당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년대 말 평화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던 사す당의 몰락과 년대      /77. 0...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념을 포기한 민주당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え신의 대결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제 야당의 성격이 변화하자 일본의 국내정치는 전체적으/ 

로 보수화되었으며 내각과 자민당의 정책 입안에 더욱 유리한 ざ경을 조성

해 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일본의 국내정치에서 제 야당의 정책선호와       / 

정책 응집력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외교안보정책이 유사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책결정과정, 

의 직접적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연구가 도외시 하였던 야당의 

역할과 영あ력을 연구함으로써 외교안보정책과 정당정치의 인과성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년대 정당경쟁체제의 변화로      ' ( 0...安倍晋三
보수화된 일본 정치의 연속선 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え신세력의 약화, 

와 보수세력의 강화 속에서 아베 정권은 기존의 い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

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い 논의가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국す를 압박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년 월에는 자위대, 0./7 /.

를 호르무즈 해お에 파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파병을 실질

적으로 공식화 하였다, 

야당 세력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 개い 논의 자위대의 해외파병     , ,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원칙론적 , 

반대가 아닌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반대에 불

과하다 평화와 호い을 지あ하며 개い과 재군비에 반대하는 정당은 군소정, 

당일 뿐이며 비교적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야당들은 정부 여당과 전반적으

로 유사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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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수화 된 것이라고 일반화 하지 않는다 다만 년 시점에서 정당 , 0./7

간의 역학관계와 국す구조를 통하여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적 흐름을 전망하

고자 한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보통국가화를 지あ하며 미국의 동맹국으, 

로서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항할 만한 크기의 평화주

의적 야당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행보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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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07

년 월 일, 0..0 7 /1 , 日米首脳会談概要
년 월 , 0..0 7テロ お xの における米国 被害者追悼・ 見舞 会 内閣総理大臣挨拶

일01 , 

년 월 KfYgg CcbfYfYbWY Vm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0..1 1 0.

일,

외무성 자료))

3日米安全保障条約 第 条
hhhdg8--kkk,acfU,gc,jd-acfUj-UfYU-igU-hcghc-jmcmU_iT_,hhal 

武器輸出三原則等
hhhdg8--kkk,acfU,gc,jd-acfUj-gUi_c-Ufag-aibY-gUbbgYb,hhal

KFJ 3参加 原則
hhhdg8--kkk,acfU,gc,jd-acfUj-gUi_c-d_c-eTU,hhal".3

방위성 자료4)

イラク に づく人道復興支援特措法 基 対応措置
hhhdg8--kkk,acd,gc,jd-j-UddfcUWh-_c_igUiThYikU-_c_igUiTYbjmc-ifUe-ibd

Yl,h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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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憲法 自衛権
hhhdg8--kkk,acd,gc,jd-j-UddfcUWh-UgYbdU-gYigU_i-_ihcb.0,hhal 

の防衛政策 基本
hhhdg8--kkk,acd,gc,jd-j-UddfcUWh-UgYbdU-gYigU_i-_ihcb.1,hhal 

중의원 홈페이지 자료5)  

の国会議員定数 変遷
hhhd8--kkk,ghigiib,gc,jd-ibhYfbYh-ihdVTUbbUi,bgf-hhal-ghUhiWg-igc_i-h/2ig

c_i-h/2hc_Yi-h/2hci./,hha 

のアメリカ におxて したテロリスト  平成十三年九月十一日 合衆国 発生
  による に して われる の のための 攻撃等 対応 行 国際連合憲章 目的達成
  の に して が が する · する諸外国 活動 対 我 国 実施 措置及 関連 国際連合
  に づく に する の を する決議等 基 人道的措置 関 特別措置法 一部 改正 法
  律
hhhd8--kkk,ghigiib,gc,jd-ibhYfbYh-ihdVThcigYi,bgf-hhal-hcigYi-/430..4//.

/.77,hha

e회 y서b 자료 ,) 

8 /76.+7. 8 8 と の に く 政権 社会党 年代 政策審議会 浜谷惇氏 聞 証言
  , , 0./5, '5.7(, 戦後社会党・総評史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8 8 の をめ して に く 社会主義政党 確立 上野建一氏 聞 証言 戦後社会
, , 0./4, '476(, 党・総評史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8 /0 / + /4 /. , 衆議院憲法調査会 平成 年 月 平成 年 月 衆議院憲法調査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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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務局

l타-) 

国際協力本部事務局
hhhd8--kkk,d_c,gc,jd-d_cTY-WccdYfUhicb-WccdYfUhicb,hhal

년 월 일, /776 /0 /6 ,しx の のために政権運営委員会報告 ｢新 政府 実現 ｣
hhhd8--UfWhijY,ddj,cf,jd-bYkg-;bia:6631  

日本国憲法
hhhd8--kcfldjdb,gfidg,UW,jd-dcWiaYbhg-hYlhg-dcWg-/724//.1,J/E,hhal, 

+ , の と と による日本社会党 新宣言 愛 知 力 創造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労働者
運動資料室

hhhd8--fcidcigmUibdci,eiY,jd-gmU_UihciT.//,hha 

自衛隊法 65条
hhhdg8--YlUkg,Y+gcj,gc,jd-gYUfWh-YlUkgNYUfWh-YlUkgTgYUfWh-lgg.3..-jiYkC

cbhYbhg;lUkDd:107AC......./43T0./6.2/1T21.AC......../1,

73自衛隊法 条
hhhdg8--YlUkg,Y+gcj,gc,jd-gYUfWh-YlUkgNYUfWh-YlUkgTgYUfWh-lgg.3..-dYhUil;l

UkDd:107AC......./43T0./6.2/1T21.AC......../1%cdYbYfCcdY:

/"754  

년 월 일, /772 / 06 ,r細川首相 河野自民党総裁合意書
hhhd8--kkk,gYWj,jd-ddf-/772./06+/,d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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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憲法提言
hhhd8--kYV+gUimi_i,bYh-_Ybdch-aibghi,ddf 

0. SYUfg gibWY hhY EbUWhaYbh cf hhY DbhYfbUhicbUl KYUWY CccdYfUhicb 

GUk

hhhd8--kkk,d_c,gc,jd-d_cTY-ibfc-0.hhTUbbijYfgUfm,hhal 

미e 자료(. 

미e 의회 회의록1) 

/77.,.6,.3, /./gh CcbgfYgg C,M,2517+IUhicbUl ?YfYbgY AihhcfinUhicb 

AWh fcf AigWUl SYUf /77/ 

/77.,.7,/., /./gh CcbgfYgg CcigY cf AcfYigb AffUifg

/77.,.7,/0, /./gh CcbgfYgg C,M,2517+IUhicbUl ?YfYbgY AihhcfinUhicb 

AWh fcf AigWUl SYUf /77/ AaYbdaYbh,5/0

대통령 연설문() 

0../,.7,//, BYcfgY R, =igh, AddfYgg =YfcfY U Ecibh NYggicb cf hhY 

CcbgfYgg cb hhY PbihYd NhUhYg MYgdcbgY hc hhY OYffcfigh AhhUW_g cf 

NYdhYaVYf //,

0../,.7,//, BYcfgY R, =igh, AddfYgg hc hhY IUhicb cb hhY OYffcfighg 

AhhUW_g,

0../,.7,/0, BYcfgY R, =igh, MYaUf_g Acllckibg U HYYhibg Rihh hhY 

IUhicbUl NYWifihm OY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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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MYaUf_g Acllckibg ?igWiggicb Rihh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cf EUdUb Ubd ElWhUbgY Rihh MYdcfhYfg, 

0../,/.,0., MYaUf_g Kficf hc ?igWiggicbg kihh KfiaY HibighYf EibiWhifc 

Fciniai cf EUdUb Ubd Ub ElWhUbgY Rihh MYdcfhYfg ib NhUbghUi, 

ChibU,

0..0,./,07, OhY KfYgidYbh’g NhUhY cf hhY Pbicb AddfYgg,

0..1,.1,/7, AddfYgg hc hhY IUhicb cb DfUe, 

l타))

LiUdfYbbiUl ?YfYbgY MYjiYk MYdcfh, NYdhYaVYf 0../, 

hhhdg8--UfWhijY,dYfYbgY,gcj-diVg-edf0../,ddf 

유엔 자료). 

유엔 결의안1)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523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146

PI NYWifihm CcibWil MYgclihicb /151 

l타 ()

CUaVcdiU, PIOAC AUWhg Ubd AigifYg

hhhdg8--dYUWY_YYdibg,ib,cfg-gihYg-dYfUilh-filYg-dUgh-ibhUWfUWhg,hhal

ChUfhYf cf hhY PbihYd IUhicbg, ChUdhYf QDD+AWhicb kihh fYgdYWh hc 

OhfYUhg hc hhY KYUWY, =fYUWhYg cf hhY KYUWY, Ubd AWhg cf AggfYggicb

hhhd8--lYgUl,ib,cfg-fYdYfhcfm-Ufh3/,gh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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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hYf, MiWhUfd, AjYfhibg U AUilifY cf P,I, KYUWY_YYdibg ib CUaVcdiU, 

AfWhijYd ?cWiaYbh cf CYfihUgY AcibdUhicb,

hhhdg8--kkk,hYfihUgY,cfg-glcVUl+dclihiWg-fYdcfh-UjYfhibg+fUilifY+ib+dYUWY

_YYdibg+WUaVcdiU

“NYWifihm CcibWil Ccldg Aifgh ?YVUhY cb DfUe NibWY NhUfh cf HilihUfm 

AWhicb9 NdYU_Yfg CUll Acf CUlh hc AggfYggicb, DaaYdiUhY 

RihhdfUkUl,” PI HYYhibgg CcjYfUgY Ubd KfYgg MYlYUgYg,

hhhdg8--kkk,ib,cfg-dfYgg-Yb-0..1-gW55.3,dcW,hha

PbihYd IUhicbg OfUbgihicbUl Aihhcfihm ib CUaVcdiU =UW_gfcibd 

NiaaUfm

hhhdg8--dYUWY_YYdibg,ib,cfg-gihYg-dYfUilh-filYg-dUgh-ibhUWVUW_gf/,hhal  

언론자료 4. 

년 월 일, /77. // 4 ,u v朝日新聞
u毎日新聞 , v 년 월 일/77. /. 02 ,

년 월 일, /77. // 4 ,u v毎日新聞
년 월 일, /77. // 3 ,u v読売新聞

년 “=U_Yf Ag_g EUdUb hc =fcUdYb MclY,” OhY IYkScf_ OiaYg, /77/

월 일// /0 , 

“CcbffcbhUhicb ib hhY Bilf9 ElWYfdhg Afca KfYgidYbh’g IYk CcbfYfYbWY 

년 월 일cb Bilf Cfigig,” OhY IYkScf_ OiaYg, /77. 6 1. , 

 

년 월 일“Bilf RUf AUgh AUWhg,” CII GiVfUfm, 0./1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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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Ue RUf8 Bcfdcb =fckb gUmg PF aiglYd cjYf RYUdcbg cf HUgg 

년 월 일?YghfiWhicbg,” OhY ==C IYkg, 0./5 // 2 ,   

년 월 일“DfUe RUf DllYgUl, NUmg AbbUb,” OhY ==C IYkg, 0..2 7 /4 ,

ICF RYV 選挙 hhhdg8--kkk,bh_,cf,jd-gYb_mc-dUhUVUgY-highcfm- 

년 월 “MYUWhicb Afca Afcibd hhY Rcfld,” OhY IYk Scf_ OiaYg, 0../ 7

일/0 , 

차 자료(

u행본1. 

e문1) 

김성철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외교 미테러사건을 전ぜ하, 0..1, 8 7,// u

여 성남 세종연구소, 8 ,v

나카노 고이치 저 우경화하는 일본정치 김수て 역 서울 커, 0./4, , , 8AFu v

뮤니케이션즈,

무라마쓰 미치오 일본의 정치 조규철 김웅て 역 서울 」른산, /770, , , , 8 ,u v

미국정치연구す 편, , 0./1, 미국 정부와 정치0u v 서울 오름, 8 ,

 

박철て 자민당 정권과 전ぜ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 0.//, , 8u v

화원,

배성동 편, , 0...,u 세기 일본의 국가개え0/ v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8 ,

일문() 

, 0..2, 梅田正己 d の が れゆく アフガン イラs t ―非戦 国 崩 有事法制・ 参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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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 を する派兵 検証 , n 8 ,東京 高文研  

梅沢昇平, 0..., u oの野党 政策過程 , v 8東京 芦書房, 

, /771, , 小沢一郎 d日本改造計画n 8東京 , 講談社

, /77/, 北岡伸一 u のリアリズム日米関係 , v 8東京 ,中公叢書

, /763, , のu v中馬清福 再軍備 政治学 8東京 ,知識社

日本社会党, /756, d日本社会党綱領文献集 , n 8東京 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
,関紙局

, 0..., のなかの その とは でwったの―原彬久 d戦後史 日本社会党 理想主義 何
, かn 8東京 , 中公新書

, 0./6, 8 , にとって とは か なき を zる待鳥聡史 d民主主義 政党 何 対立軸 時代 考 n
8 ,ミネルヴァ東京 書房

宮崎洋子, 0./6,  dテロとの xと の への―闘 日本 連立政権 対外政策 影響 , n 名
8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0..., 水野均 d + はなぜ したか の検証 日本社会党 敗北 五五年体制下 安全保
を y障論争 問 , n 8東京 並木書房, 

영문 )) 

CUhUlibUW, Aam, 0./4, ElYWhcfUl MYfcfa Ubd IUhicbUl NYWifihm ib EUdUb8 

Afca Kcf_ hc AcfYigb KcliWm, IYk Scf_8 CUaVfidgY PbijYfgihm KfYgg,

Bildib, McVYfh, /76/, RUf Ubd ChUbgY ib Rcfld Kclih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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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VfidgY8CUaVfidYgY PbijYfgihm KfYgg,

BlYbb, Ccc_ Ubd EiliY, Bilgcb 'Ydg,(, 0./0, EUdUb’g DbhYfbUhicbUl 

MYlUhicbg8 KclihiWg, EWcbcaiWg Ubd NYWifihm, Jlcb8McihlYdgY,

CUghYdh, BlYbb,  0.//, AaYfiWUb AcfYigb KcliWm, GUbhUa8 MckaUb Ubd 

GihhlYfiYld, 

CmdY, NUfUh, 0.//, OhY OfUbgfcfaUhicb cf hhY EUdUbYgY GYfh8 Afca Jld 

NcWiUlighg hc IYk ?YacWfUhg, Gcbdcb, IYkScf_8 McihlYdgY,

GijYlm, EUW_, /743, OhY NcWiUl Ubd KclihiWUl Ohcighh cf AlYlig dY 

OcWeiYjillY, Jlfcfd8ClUfYbdcb,

Hidfcfd, KUil, 0.//, MYhhib_ibg EUdUbYgY KiVliW Jdibicb Ubd NYWifihm8 

Afca KUWifiga hc MYUliga, NhUbdfcfd8NhUbdfcfd PbijYfgihm KfYgg,

NUaiYlg, MiWhUfd, 0..5, NYWifibg EUdUb+ Oc_mc’g BfUbd NhfUhYgm Ubd 

OhY AihifY cf EUgh AgiU, DhhUWU Ubd Gcbdcb8CcfbYll PbiYfgihm KfYgg,

NWhkYllYf, MUbdUll, 0..4, PbUbgkYfYd OhfYUhg8 KclihiWUl CcbghfUibhg cb 

OhY =UlUbWY cf KckYf, 'Jlfcfd8 KfibWYhcb PbijYfgihm KfYgg(, 

NhibcdU, Ocachihc, 0./5, Fciniai ?idlcaUWm8 EUdUb’g FUbhYi 

AddfcUWh hc AcfYigb Ubd ?YfYbgY AffUifg, NYUhhlY Ubd Gcbdcb8 

PbijYfgihm cf RUghibghcb KfYgg,

Naihh, NhYliU, 0./7, EUdUb MYUfaYd8 OhY KclihiWg cf HilihUfm KckYf, 

HUggUWhigYhhg, Gcbdcb8 CUfjUfd PbijYfgihm KfY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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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r문(. 

e문1) 

강경자 현대 일본국 い법 논의 구조 군사적 국제공い론과 인권 담, 0./0, “ + 

론의 대항 구조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 33,u v

고선규 일본 선거정치의 구조분석 세기정치학す보, 0..., “ ,” 0/ , /.'0(,u v

일본의 선거제도 개え과 양당제 일본학보TTTT, 0..0, “ ,” , 3/,u v

남기정 일본의 전ぜ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 0./2, “ 8 , ,” u

비평 , /.7,v

남창て 일본의 캄보디아 연구 국제정치논총, /772, “ KFJ ,” , 10'0(, u v

박인규 이라크전 이ぜ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창작과비평, 0..1, “ ,” , u v

1/'0(,

소병천 이라크전쟁과 국제법 비교법학연구, 0..2, “ ,” , 1, u v

 o

송석원 일본사す당의 쇠락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0..5, “ ,” , 2/,u v

 

심규찬 변화하는 국제질서 테러리즘과 유엔의 역할 테러 이, 0..2, “ 8 + 7,//

ぜ 이라크전쟁 발발과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 6,u v

이경주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국 い법 い법학연구, 0..2, “ ,” , 5'2(,u v

이기완 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す당 사す당 노선전ざ을 , 0..1, “/77. –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21'1(, u v

이동윤 동아시아 정세 분석 캄보디아 끝나지 않은 내전의 정치적 , 0..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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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동아시아브리프,” ,  /'/(, u v

이정ざ 현대일본의 보수화 정치변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의정, 0./2, “ ,” u

연구 , 2/,v

일문 () 

, 0..0,  “ 8 ,” の の u五十嵐仁 日本社会党 研究 路線転換 政治過程 法政大学
,v大原社会問題研究所

庄司貴由, 0.//,  “ +をめぐる x と の法案作成 争 外務省 国際協力法案 作成過
程,” u NAC慶應義塾大学 研究所 0, v

, 0..5, “/77. ,” の における と の u助川康 年代以降 防衛分野 立法 政党 態度 防
, v衛省

, 0..0, “ + ,”の の u森裕城 日本社会党 研究 路線転換 政治過程 大原社会問題研
, v究所雑誌

, 0./7, “渡邊松男 +する と の つの変化 環境 日本 援助政策 二 政府開発援助大
の から綱 政策 ,” EDCAu 研究所 , 2, v

 

영문)) 

=YfgYf, OhcaUg, /771, "Afca Nkcfd hc ChfmgUbhhYaia8 EUdUb&g 

CilhifY Abhi+HilihUfiga," DbhYfbUhicbUl NYWifihm, /5'2(, 

CUldYf, FYbh, /766, “EUdUbYgY AcfYigb EWcbcaiW KcliWm AcfaUhicb8 

EldlUibibg hhY ‘MYUWhijY NhUhY,’” Rcfld KclihiWg, 2.,

TTTT, /770, “EUdUb ib /77/8 PbWYfhUib LiYgh fcf U BlcVUl MclY,” Agi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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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jYm, 10'/(,

CUhUlibUW Aam, 0..5, “DdYbhihm OhYcfm Ubd AcfYigb KcliWm8 EldlUibibg 

EUdUb’g MYgdcbgYg hc hhY /77/ Bilf RUf Ubd hhY 0..1 P,N, RUf ib 

DfUe,” KclihiWg Ubd KcliWm, 13'/(

CidY_Uni, NU_Ui, 0./4, “OhY PbihYd NhUhYg+EUdUb NYWifihm 

Ccaaibihm+EaYfgibg CcllYWhijY DdYbhihm8 OhY CUgY cf hhY KYfgiUb 

Bilf RUf '/77.+/77/(,” AgiUb NYWifihm, /0'1(, 

EYfjig, McVYfh, 0..1, “PbdYfghUbdibg hhY =igh ?cWhfibY,” OhY AWUdYam 

cf KclihiWUl NWiYbWY, //6'1(,

FfcikYl, AbdfY, 0..1, “Jhhc FifWhhYiaYf Ubd hhY CUhWh+All+KUfhm,” 

RYghYfb EifcdYUb KclihiWg, 04'0(,

HUhU_Y FUaimU, 0..1, “EUdUbYgY NYWifihm KcliWm gibWY hhY Ebd cf hhY 

Ccld RUf,” OhY EcifbUl cf NhfUhYgiW NhidiYg,

HYUfghYiaYf, Echb Ubd RUlh, NhYdhYb, 0..1, “Ab PbbYWYggUfm RUf,” 

AcfYigb KcliWm, 

HcWhini_i, Hi_Y, /760, “HUbUgibg Ubd DbfliYbWibg OhY EUdUbYgY 

GYgiglUhijY KfcWYgg8 OhY MclY cf KUfhiYg Ubd OhY IUhicbUl ?iYh,” 

KfcLiYgh ?iggYfhUhicbg Ubd OhYgYg, RYV, 

Kiffibghcb, CcifhbYm, /770, “Oc_mc&g KcliWm MYgdcbgYg ?ifibg hhY Bilf 

RUf Ubd hhY DadUWh cf hhY "DfUei NhcW_" cb EUdUb,” KUWifiW AffUifg,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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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Y, BidYcb, /776, "IYcWlUggiWUl MYUliga Ubd OhYcfiYg cf AcfYigb 

KcliWm,” Rcfld KclihiWg, 3/'/(,

NYmacif, GidgYh, 0..., “OhY DbdigdYbgUVilihm cf KclihiWUl KUfhiYg,” EcifbUl 

cf ?YacWfUWm, //'/(,

Nhfca, FUUfY, /77., "A =YhUjicfUl OhYcfm cf CcadYhihijY KclihiWUl 

KUfhiYg," AaYfiWUb EcifbUl cf KclihiWUl NWiYbWY, 12'0(,

l타). 

?YgYfh NhiYld Ubd ?YgYfh Nhcfa, A Chfcbclcgm Ubd Ofccd Gigh Acf hhY 

/77.+/77/ KYfgiUb Bilf Cfigig, NhfUhYgiW NhidiYg DbghihihY MYdcfh, P,N, 

Afam CcllY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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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OPNaAP

TFe :oIiAT-7akiKg :NoAeOO DoN PFe 
9ReNOeaO 2iOMaPAF oD 5aMaK’O SeID 

2eDeKOe 3oNAeO 
-TFe 2TKaJiAO oD 4KPeN-MaNPT ReIaPioKO iK PFe 

8aPioKaI 2ieP oD 5aMaK-

?UbVi GYY

?Ydh, cf KclihiWUl NWiYbWY Ubd DbhYfbUhicbUl MYlUhicbg

OhY BfUdiUhY NWhccl

NYcil IUhicbUl PbijYfgihm

 

     ?ifibg hhY dcgh+kUf dYficd, UbhiailihUfiga, khiWh WcbghUbhlm 

fYghfUibYd hhY ailihUfm fcfWYg fcf hhY gU_Y cf hhY bUhicb’g dYUWY Ubd 

dfcgdYfihm, kUg kidYlm gdfYUd ib EUdUb, Dh Wcild VY UhhfiVihYd hc 

EUdUb’g dYfYUh ib hhY kUf Ubd dfcWlUaUhicb cf hhY bYk dUWifigh 

Wcbghihihicb, HcfYcjYf, ScghidU libY, hhY gcjYfbaYbh’g aUjcf didlcaUhiW 

Ubd gYWifihm ghfUhYgm, ghfiWhlm liaihYd ailihUfm gdYbdibg Ubd fcWigYd cb 

YWcbcaiW gfckhh, Db chhYf kcfdg, UbhiailihUfiga Ubd dUWifiga kYfY 

ghUfYd bch cblm Uacbg hhY diVliW, Vih Ulgc Uacbg hhY EUdUbYgY YlihYg, 

Ubd ibghihihicbUlinYd ib Vchh lYgUl Ubd dclihiWUl gmghYag, 

     CckYjYf, kihh hhY WcllUdgY cf hhY Ccld RUf gmghYa, hhY  P,N, 

VYgUb hc WcadlUib UVcih EUdUb’g dUggijY ailihUfm fclY, Dh kUg VYWUigY 

EUdUb did bch aU_Y Ybcigh WcbhfiVihicbg hc gcljY hhY ibhYfbUhicbUl 

WcbfliWhg khYb WcadUfYd kihh hhYif YWcbcaiW ghUhig, khiWh hhYm 

UWhiYjYd kihh hhY hYld cf hhY P,N, Ubd hhY ibhYfbUhicbUl Wcaaibi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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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fYfcfY, khYb hhY Bilf RUf Vfc_Y cih ib /77., hhY P,N, Ug_Yd EUdUb 

hc gYbd ihg NYlf ?YfYbgY AcfWYg'N?A(, CckYjYf, EUdUb fYjYWhYd hhig 

fYeiYgh diY hc AfhiWlY 7 cf hhY Wcbghihihicb Ubd hhY IUhicbUl ?iYh 

fYgclihicb hhUh VUbbYd hhY gcjYfbaYbh ffca digdUhWhibg hhY N?A 

UVfcUd, Ag U fYgilh, hhY P,N, Ubd hhY ibhYfbUhicbUl Wcaaibihm ghfcbglm 

WfihiWinYd EUdUbYgY kUm cf didlcaUWm,

     =YWUigY cf hhig didlcaUhiW fUilifY, hhY EUdUbYgY gcjYfbaYbh Ubd 

hhY filibg GiVYfUl ?YacWfUhiW KUfhm 'G?K( hfiYd hc digdUhWh hhY N?A 

khYb hhY PbihYd IUhicbg fYeiYghYd hhYa hc gYbd hhY N?A hc fYghcfY 

CUaVcdiU UfhYf hhY Wijil kUf ib /77/+0, OhYfYfcfY, hhY KFJ =ill kUg 

dfcdcgYd ib hhY IUhicbUl ?iYh gc hhUh hhY N?A Wcild dUfhiWidUhY ib hhY 

PI dYUWY+_YYdibg cdYfUhicbg, OhY Vill, hckYjYf, cblm UllckYd hhY N?A 

hc YbgUgY ib hiaUbihUfiUb UWhijihiYg, Ubd ghfiWhlm dfchiVihYd ailihUfm 

UWhicbg, 

     Db hhY 0...g, aUjcf WhUbgYg VYgUb hc cWWif ib hhY didlcaUhiW 

dcliWiYg khiWh kYfY fYlUhYd hc hhY cjYfgYUg digdUhWh cf hhY N?A, Db hhY 

kU_Y cf hhY 7,// hYffcfigh UhhUW_g ib 0../, hhY Fciniai CUVibYh YbUWhYd 

hhY Abhi+OYffcfiga NdYWiUl HYUgifYg GUk, Ullckibg hhY gcjYfbaYbh hc 

gYbd hhY N?A hc jcib hhY P,N,+lYd RUf cb OYffcf, EjYb difibg hhY DfUe 

RUf ib 0..1, hhY EUdUbYgY gcjYfbaYbh dUggYd hhY CiaUbihUfiUb MYliYf 

Ubd DfUei MYWcbghfiWhicb NdYWiUl HYUgifYg lUk, Ullckibg hhY N?A hc VY 

digdUhWhYd hc kUf ncbYg, OhY YbUWhaYbh cf hhYgY Villg UllckYd hhY 

EUdUbYgY gcjYfbaYbh hc gYbd hhY N?A cjYfgYUg, 

     Ag ih kUg YldlUibYd, hhY EUdUbYgY gcjYfbaYbh fYgdcbdYd 

diffYfYbhlm, dYgdihY cf giailUf YlhYfbUl dfYggifYg cb hhY aUhhYf cf hhY 

N?A cjYfgYUg digdUhWh ib Vchh hhY /77.g Ubd 0...g, Ohig, hhig ghidm 

fUigYd U eiYghicb cf “Rhm did hhY EUdUbYgY gcjYfbaYbh Ubd hhY filibg 

dUfhm’g UhhihidY hckUfd hhY cjYfgYUg digdUhWh cf hhY N?A jUfm ib hhY 

/77.g Ubd 0...g ibdYf giailUf ghfiWhifUl dfYggifYg ffca hhY P,N, U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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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Y ibhYfbUhicbUl Wcaaibihm;”
     Ohig ghidm UfgiYg khYhhYf hhY cjYfgYUg digdUhWh cf hhY N?A 

VYWcaYg Ub UWhiUl dcliWm cf bch dYdYbdg cb hhY fclY cf hhY aUib 

cddcgihicb dUfhm ib hhY IUhicbUl ?iYh, Dh ig VYWUigY hhY gcjYfbaYbh Ubd 

hhY G?K dighYd fcf hhY digdUhWh cf hhY N?A ib UWWcfdUbWY kihh hhY 

dcliWm dfYfYfYbWY cf hhY aUib cddcgihicb dUfhm, khiWh liaihYd hhY dckYf 

cf hhY filibg dUfhm difibg hhY dcliWm+aU_ibg dfcWYgg, 

     Ohfcigh hhY YlUaibUhicbg cf hhY fYWcfdg cf dUfliUaYbhUfm 

dfcWYYdibgg dfcjidYd Vm hhY IUhicbUl ?iYh cf EUdUb, hhY dfiaY 

aibighYf’g gdYYWhYg, Ubd chhYf cffiWiUl dcWiaYbhg cf hhY EUdUbYgY 

gcjYfbaYbh, hhig ghidm dfUkg hhY fcllckibg WcbWligicbg, Aifgh, hhY 

EUdUbYgY NcWiUligh KUfhm'ENK(, khiWh kUg hhY aUib cddcgihicb dUfhm 

difibg hhY YUflm /77.g, ghfcbglm cddcgYd hc hhY cjYfgYUg digdUhWh cf hhY 

N?A VUgYd cb hhY dUWifigh idYclcgm Ubd dfibWidlYg, OhY ENK’g dcliWm 

dfYfYfYbWY WcbjYfgYd cb hhY dUWifigh idYclcgm, fYgilhibg ib high dcliWm 

WchYgicb, Dh YffYWhijYlm WcibhYfYd hhY CUVibYh Ubd hhY G?K, CckYjYf, 

hhY ?YacWfUhiW KUfhm cf EUdUb'?KE(, hhY aUib cddcgihicb dUfhm ib 

0...g, digUgfYYd kihh hhY gcjYfbaYbh+filibg dUfhm’g dcliWm cf gYbdibg 

hhY N?A UVfcUd ib cfdYf hc cddcgY hhY Fciniai’g WUVibYh, fUhhYf hhUb 

cddcgibg VUgYd cb hhY dUWifigh idYclcgm Ubd dfibWidlYg, Db fUWh, hhY 

?KE’g fcfYigb Ubd gYWifihm dcliWm dfYfYfYbWY kUg giailUf hc hhY 

gcjYfbaYbh Ubd hhY G?K’g, Vih ghckYd U fYgighUbWY hc giadlm cddcgY 

hc hhY WUVibYh, OhYfYfcfY, hhY ?KE fUilYd hc VlcW_ hhY gcjYfbaYbh+filibg 

dUfhm’g dcliWm, OhY WhUbgY cf hhY aUib cddcgihicb dUfhm cVjiciglm 

ibfliYbWYd hhY EUdUb’g fcfYigb Ubd gYWifihm dcliWm+aU_ibg dfcWYgg, =UgYd 

cb hhig dYfgdYWhijY, hhig ghidm dfcjidYg Ub UbUlmhiW iadliWUhicb cf 

EUdUb’g didlcaUhiW Ubd gYWifihm dcliWm acjYg fYgUfdibg hhY WiffYbh 

ghfiWhifY cf dUfhm WcadYhihicb ib hhY AVY CUVib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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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oNdO 0 5aMaK’O DoNeigK aKd OeAuNiPT MoIiAT-JakiKg MNoAeOO, PFe 

oReNOeaO diOMaPAF oD PFe S23, MaNPT AoJMePiPioK, MoIiPiAaI NoIe oD PFe 

JaiK oMMoOiPioK MaNPT, MoIiAT MNeDeNeKAe, MoIiAT AoFeOi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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