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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의 日本政治J**

士口 昇 歡*

I. 序 論

美國 하빠드大學校의 政治社會學者 옆셋 (Seymour M. Lipset) 敎授에 

의하면， 한 나라의 바람직한 政治란 政治制度上의 合法↑生이 높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社會經濟聞發能力도 높아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圖表에 보인 바와 같이 한 나략의 政治가 만알 B와 갚아서 政治制度上

의 合法性은 높은데 政府에게 社會經뿜政策을 彈力하게 추잔해 냐아가는 

能力이 없다면 그런 政治란 바람직하지 못하며， 反對로 C 와 같아서 政

府의 社會經濟開發能力은 彈力한데 政治의 合送性이 낮으띤 이 亦몽 바 

람직한 政治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뻐 表〉 政府의 파會짧濟開發能力 

높 다 낮 다 

1높 다 A B 

政治힘]度의 合法性

낮 다 C D 

資MI:f:l處 : Seymour M. Lipset, “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η Political Science 
Review (March 1959). 

그런데 티本의 文歡에 의하면， 戰後의 日本政治는 앞에 소개한 圖表

에서 C 에 가까운 政治라는 것이 支配的인 해석이다. *￥흙에서는 戰後

의 日本政治는 政治의 合法뾰도 높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圖表에서 A에 

* 서울大學俊 社會大 助敎授(政治學)
** 이 글은 1980년 9월 10일 서 울大 東亞文化없究所 정 담회 에 서 발표한 내 용을 
요약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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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政治라는 것을 主張하기로 하겠다. 이블 寫해서 우선 C說을 檢

討해 보고 다음 A說을 檢討하기로 한다. 

II. 能率은 높고 슴法姓은 낮다는 說

이러한 主張읍 소위 「吉[티〔요시마〕 學派파J ， r ß 本林、式會社說」 맞 「官

應交配體힘j說」 따위 에 의 해 서 代表되 고 있다. 이 들 각각의 主張을 간곽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냐. r吉田學派說」이란 故솜田짧(요시다시게푼) 

몹相의 이릅에서 따온 젓으로， 그의 首相在댐時 그에 의해저 투를職에 y합 

用닥고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後에 합相戰을 치낸 池田勇人(이꺼1 카 

하야또) , 住轉榮作(사또오에 이 사꾸)， 福田힘夫〔후꾸다마께오) , 또 吉田

펴많의 後光을 업지 않고 스스료 首相이 된 바 있는 월信介(지시노브스 

께)等 모두가 官傑出당이기 때둔에 日本政治릎 特定方向으로 윤고 간다 

는 것 이 다. 즉 代議性 묘主性을 강조하는 政첼志向的이 기 브다는 非代

議性 非民主的인 칩}應志I머 l끼인 政治로 끌고 간냐는 것이디. 한편 「따本 

:tt式會社說」이란 戰後의 日本政治을 統治해 온 保펀뤘이나 官템가 여러 

가지 理由때문에 日本의 財界에 의해서 조정펴고， 바로 이터한 理벼로 

日本의 經濟成톱은 빡른 속도로 成就될 수 있으나 ←→般1'11당의 意思는 

政治얘 찰 反映이 안된다는 說이다. 한펀 「’힘잊fY:配說」이란 戰前E뽑節어j 

B뭘力했던 日本의 官燈감U 기- 美라領時期 美I늠領l휩局에 의해서 改후이 안 

뇌고 그대로 「溫存」할 수 있어서 戰後의 日本政治의 民主化에 進機能을 

하고 있다는 主張이다. 이들 세가지의 說어} 깔려 았는 共通點은 소뷔 

13位 l體」 論으로 官땅， 財界 및 自民黨 3者기 l體가 꾀어 日本政治릅 

左右하고 料理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3位 1體論을 침傑←自民黨， 官應

←→財界 및 財界←→自民黨의 서l 가지의 關係論으표 細分하여 이들 각각의 

l퍼容을 간략하게 살펴 보기 로 한다. 

(1) 官價와 自民黨과의 關係 : 이것은 官탬가 戰後 터本의 휩l權黨안 



戰後의 

自民黨을 支配하고 있다는 것이다. 

官燈와 政黨(또는 議會)과의 關係에 

日本政治

戰後의 

있어서 

日本憲法이나 

後者가 前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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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을보면 

支配하게끔 

制度化 되었다는 것은 날리 알려진 事實이다. 가장 폐的인 例로는 官燈

組織의 最上職인 關應職의 大部分을 議會A으로 채워야 한다는 憲法條

民조政治 批判論者들 폈〈第68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戰後의 R本의 

은 以上과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法條文에 制度化된 것에 불과하며 現實

政治란 그렌 式으로 움작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두가지 事實이 

이들 官傑交配論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院 議席中 相當數가 단6월出身 國會議틴에 

다. 統計에 의하면 官傑出身 國會議員이 

議席中에 차지 하는 Bl 율이 1958年에 는 

첫째는 H本의 댔議院과 參議

의해서 白有되고 있다는 것이 

日本의 댔議院 및 參議院의 全

각각 25퍼센트와 40퍼센트였고， 

1967年에는 15퍼센트와 20펴센트， 1972年에는 25퍼센트와 35퍼센트라는 

것 이 다. 두번째 는 이 들 람燈出身國會議員들이 그들이 과거 官燈iE職時

쌓아 둔 專門知識 및 行政經驗 따위블 가지고 있다는 잇점을 利用하여 

政黨 및 議會內의 要職을 두루 차지하고 과거 自己가 所짧되어 있던 官

廳의 주Ij益을 代辯해 준다는 것 이 다. 

(2) 財界와 官傑와의 關係 : 이 것은 兩者와의 關係에 있어서 財界가 

합燈人을 支配하고 있다는 것 이 다. 戰前時節에 는 行政府內에서 高級官

F양職을 退識한 者는 第2의 生進블 개척하는데 있어서 갈 길이 여러가지 

가 있었다고 한다. 우선 高級官傑職後 직접 關많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는 動→選議員으로 構成되어 있는 貴族院議텀으로 選任될 수도 있었고 때 

로는 華族制度에 바탕을 둔 貴族身分을 얻 어 낼 수도 있 았다. 그러나高 

級덤際職者에게 주어진 이러한 特惠는 戰後의 日本에서는 非民主的이라 

는 理I최로 모조리 폐기되 었다. 거기에 다른 나라에 比해서 日本에서는 

F쥔級官않t職에 서 解退하는 年績。l 낮다. --例를 들면 핏國의 경 우- 高級

합[혔人中 50歲 以前에 뚫*;달하는 비율이 約 55파센트인데 日本의 경우에 

는 이 t1l 렐이 76퍼센트에 達한다는 것이다 (50年代 統計) . 따라서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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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돼級칩’應者-들은 [', 然"'1 :tE戰B콩에 홉F退f5:의 第 2 의 生젠의 71 밴을 마 

런하는데 關心을 쓰치 않윤 수 없는 立場에 놓인다. 이틀중 많少댔는- 第

2 의 生混플 政治界 또는 政담의 公共事業;쩔에사 개착하고 그 나머지는 

人휩 

이틀의 이외- 겉은 轉戰은 法

ß''J 5'..로 rg~얻織 辦退後 2fF IJg 어}는 안되게끔 뇌야 있되-녀- 行政府의 

f뭉問企業體니 않間金템↓!機關에 서 개 척 한다. 

1칩의 許-미‘에 따라서 는 2年l치에 도 그것 이 가능하마. 統計얘 2J 하면 高댐 

힘「헬職 爾;退者* f단問*ffi힘界에 轉戰한 者기~ 30여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B本에서는 이러한 떤상윤 「天l싼!J J (아바구다라)랴→고 해서 신란한 pl 

판을 加하고 있는데 그 èl1 관의 근꺼는 }필解히 71 기 쉰다. 장차 되딩의 

第2의 生j뜸플 私企業댐니 댈댐金집L!機關에 서 개 착 파려 는 힘‘級템’많는 담 

然승1 公務흔 MJf의 利갚을 랜大化시키는 方向으프 슨영할 j규能性이 았 

기때문이다. 

(3) 財界와 自民黨과의 關係 : 이것은 財界가 되本의 담fiÇ한을 Y.J컨하 

고 있다는 것이다. 다듬 나라에 比해서 日本애셔는 政治資金이 많아 든 

다는 것은 닐리 알라진 事:贊이다. 日本의 國會議員아라면， 特:당1 執짧政 

짝인 됨R默所屬議칠인 경우에는 줬、萬j 名， 경우에 따라서는 10萬名에 야 

르는 構成닫으르 되어 있는 소위 後援함〈고요-엔싸。D 라는 選學私組熾體

를 기지고 있다. 거기에 日本에서는 아직도 f훨統主꿇的얀 思、考方式。1

규핍力하게 남아 있어서 國會議델은 後뚫會템 E꺼중 누군가가 結婚을 펀-다 

먼까 家族01 평윤 당했‘을 경우에는 祝意金 따짧金을 보내야 한다. 배로 

는 團짧旅行時 旅行資金도 一部 補助해 주어야 한다. 이젓이 표두 뀔大 

한 政治줍金을 心횟로 한다. 거기에 어느 派때익 편1&.띨度가 되았마면‘ 

派때維챔政治쩔金이 加外로 더 든다. 

따라서 日本의 保守렇 國會뚫員은 自然히 財31~m。이1 손을 안델럴 수 

없으며 財界에띄 政治的 떻求블 이-니 들어 줄 수가 없는 것 이 다. 各界各

I찰의 批判때 문에 H 本政府는 政治資金의 陽}生1t1iâ갇으로 1961年 「國民

協會J(고꾸민교까이)플 만들어 個A的인 政治資金 去來플 防11::하려 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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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y- 實效블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111 能率도 높고 슴法性도 높다는 說

앞에서 온 것은 헬後의 日本政治가 피t평經[평閒發에 는 üE쭈ÉI'J약치만 

合法↑[옐은 짧如꾀어 있다는 主張들이다. 그러연 여기서는 戰後의 R本政

治에 는 合法↑生도 있 약는 主張을 展f，fl해 보7] 로 한다. 이런 主꿇올 좀더 

歸合的이고 組織的으로 展聞하려연 R 本의 大企業體와는 相反關係에 있 

다고 할 수 있는 뿔民， 中小企業體， 또는 都市의 자민층에 對한 政府政

策을 分析·紹介해야겠으나 여기서는 띔[펴制約上 日本의 零細며小企業 

體만을 選Æ하여 이들과 自民黨과의 I뻐係만을 分析 • 紹介하기로 한다. 

이 들 펴者間의 關係를 말하자띤 핍者間의 關係가 너무가도 만접하다 

는 것아 端的안 表現알 것이다. 다시 단파면 自民떨政權下이1 셔의 日本

은 零細中小企業人들의 天國이마. 이릎 보이 7] 寫해서 表 1과 表 2플 紹

介하였다. 表 l은 日 本의 民間金騙擬關의 金顧資塵’짧을 大企業조、向iill行 

인 「선냐~~H行 U3個〕， 地方銀行 (63個) , 信託銀行 및 長期信用뒀行의 것과 

零細中小企業을 王~ 相對하는 相互銀行， 商工組合中핏金[원 및 f릅 F핀金 

座의 섯으로 區分하여 1953, 1963, 1973年度에 

u] 율과 함께 소개한 것이마. 보인 바와 같이 

이들이 각기 차지하는 

大企業體활 主로 日本의 

相對하는 銀行의 金럼마資F흉이 全體 民間金敵機I觸의 金람mf3t혼이1 셔 차지하 

는 바율은 1953年度에 77.6퍼센트였던 것이 1963年度에는 6 :3.4펴센트록 

즐어들었고 1973年度에는 63.1퍼센트로 더욱 내려갔다. 反따에 티本의 

零細中小企業體를 主로 相對하는 民間金밟機關의 金敵資塵이 全體에서 

좌치하는 ]]]율은 1953年度의 11.5퍼센트에서 1963年度에는 16.9퍼센트 

로 1973年度에는 20.3펴센트로 증대되어 갔다. 한펀 表 2는 日本의 政

府金磁機關의 財政投顧資計劃j을 大企業志向的인 것과 零細中小企業志向

的잎 것으후 區分하여 1966年度와 1973年度를 B] 교한 것。l 다. 보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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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日 本 民間金敵機開의 金細資뚫 (金類뿔位 10t릎엔 ) 

1953年좁 1963年度 1973年度
大企業 &N 行

촉쭉편트포웰끄}센트)갚환괜트 
테中銀行 1 2, 640.61 5c.51.1μ16.11 41.81 61 , 917.31 36.1 

j생方錫行 11, 065.11 20. 피 13, 361.31 18.41 30, 828.21 17.1 

信託뚫行 9τ 11 1.9 754.11 2.21 5, 561. 71 3.1 

長뺑信用폈行 _ 250 ‘ 히 4.8 2, 060.81 6. 01 12, 213.81 6. 8 

小 計 I 4, 505. 01 77.623, 592.31 68.41 113, 521. 11 63. 1 

「짧화싫싫 -•• --• j-- I •]• 1-----'1 ←「

相互振行 1 342 이 6.5 2, 뼈 01 7.71 14, 608.11 8.1 
商工組合rf1;멋金庫 19. 비 O. 죄 518. 이 1. 5 

信用金庫 1 - 242. 터 4.61 2, 667.31 7.7 

小 즙t 604.11 11. 5! 5, 834.21 16.9 

其他를 포함한 號릎 1- I 5, 227.11 100.0,34 , 520. 3j 100.0 

375.0 

18, 160.91 

36, 476.0 

180.001. 1 

2‘ 1 
10. 1 

20.3 

100 ‘ 0 

f올料出處 : Henry C. Wallich and Mable 1. Wallich, “ Banking and Finance." in 
Hugh Patrick and Henry Rosovsky (ecls.) , ilsia’ s New Giant: How 
the Japaneese Economy Works ~\V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 p. 281. 

〈表 2> 티本政府金亂機關의 nB1J:投펌資計펠u (金館뿔位 : 10t릎엔) 

大企業志向銀行

日本開發銀行

零細中小企業志向짧行 

國民金꽤金庫 

中小企業金접떤公티i 

tJ，上‘ 3者의 f잎듬i' 

} 과66年度 
金 짧|펴센트 j 金 

[ 138 7 1 37.2 

34.3 

28.5 

1973年度

銀

385.7 

418.9 

394.13 

펴 센 E 

32.2 

34.9 

32.9 

127.9 

106.0 

372.6 100.0 1, 199.2 100.0 

f쫓1S{ ，빔處 : Philip H. Trezise ancl Yukio Suzuki, “ Politics , Government, Economic 
Growth in Japan," H. Patrick ancl H. Rosovsky ~ecls.)， Op cit. , p.775. 

와 같이 大企業志폐짧行인 日本聞發銀行。l 表 2에 보인 3者의 金돼l機關 

I~그 차지하는 비율은 1966年度의 37.2퍼센트에처 1973年度에는 32.2퍼선 

투르 축소하였고， 反對로 零細中小企業志向의 金쩌m機I網인 1평民죄슨뀐빙金R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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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中小企業金顧公庫가 차지 하는 비 율은 1966年度의 62.8퍼 센트에 서 

1973年度에는 67.8퍼센트로 증가하였다. 

資本主義原理에 의 하면， 資本主義가 發達해 간에 따라서 零細中小企業

은 落後庫業으로서 二L 比重。1 점차줄어블어야하는 것이다. 거기에 앞에 

과인 바 있는 日本政治의 非合法說의 JE좁·性이 쫓當하다면 日本의 零細

中小企業의 짧後過程은 더 빨랐어 야 한다. 그려 니 보인 바와 같이 되 本의 

零細中小企業體의 比重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B本의 零細中小企業人들이 日本의 自民헬?政權에 의해셔 大企業體보다도 

더 큰 惠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연 日本의 零細中小企業人들은 

日本의 되民편政權에 왜 그리도 중요한가? 크게 세가지 理由가 있다. 

첫째는 이들이 自民黨의 核心 支持/템이기 때푼이다. 政憲3t持統즘f어l 

의 하띤 다른 직 종얀들의 딩 民黨‘:yj츄추은 30"'50퍼 샌트에 불꾀하나 이 들 

의 지지율은 60"'70퍼센트에 이른다. 1950年代 以後 1970年代까지의 日

本統計에 의 하면 30인 以여의 事業體는 300萬에 서 350萬 서이 윤 왔다갔 

다 하는데 이플 각 기업체 경영인들에까 가족까치 I날려 있다는 것을 생 

각하면 이 틀의 f양평力은 輕f뻐활 수 없는 存tE아 다. 두번째 는 이 블 業體

에 고용되어 있는 은로자의 투표성향이다. 과거의 昭究에 의하면 아들 

은 大企業體에 고용되어 었는 산업노동자에 比해서 自民현E￡持率。1 휩 

씬 더 ξ1다는 것이다. 마지약 세번째로 言及되어야 할 것은 H本의 零

細中小企業人(簡店主人， 이발업자， 식당경영人等〕이다. 이들은 地域別

機能別포 上下左右로 組織되 어 각종 協용 聯合會等에 所屬되 어 ‘ 선거 때 

에는 선거조직체로 둔캅한다는 것이다. 

바로 以上과 같은 理由로 H本의 零細中小企業人들은 特히 自民짧所 

屬 國會議員들에게 重몇한 存在이며， 바로 그러한 理由로 그들은 自民

黨政權에 의해서 政策1: 優待블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戰後의 日本政治가 主로 財界 또는 大企業體 첼主로 

運營되고 있다는 見解는 매땅히 시정되어야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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