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 얼 방위협력 지침 관련 법안과 

한반도 안보환경 

金 j告 燮 (중앙대) 

1 . 서론: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배경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9월 개정된 미 · 일 방위협력지침 (이하 신 가이드라 

인)에 관련하여 1999년 4월 현재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관해 

서， 논의의 쟁점이 무엇이며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는것이다 1) 

일본정부는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안과 협정 개정안을 결정하여 중의원에 제출하였 

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주변사태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주변사태법안 혹은 주변사태조치법안)， 재외 국민 구출의 

수단으로 자위대 함선을 추가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주변사태 시 미군과 자 

위대 간에 물자융통 둥의 절차를 정한 “미 • 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의 세가지이다 2) 위의 세가지를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주변사태라고 규정되는 무력충 

돌 상황이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여 미군이 전투행위에 들어가변 자위대도 헌 

법이 허용하는 한 출동하여 미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 이 글을 완성한 이후， 동 관련법안은 1999년 4월 26일 중의원 방위지침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5월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 

과되어 법률로 성립되었다 
2) 주변사태 법률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ACSA 개정안의 내용은 日本 防衛廳編防衛白

書 1998<.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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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미 · 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다.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란 신 가이드라 

인에 명시되어 있는 미 · 일간 방위협력에 관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협력 형태를 일본 정부가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이다- 신 가이드라인에는 “미 · 

일 양국은{가이드라인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에 적절한 형태로 반 

영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약속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생각된다.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이란 1978년 11월 처음 만들어졌으며， 미 • 일 안보조약 

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본의 유사상황 (제5조) 및 극동의 유사상황 (제6조)이 실 

제로 발생하는 경우， 미 • 일간 방위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침을 

정한 것이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1996년 4월 미 • 일 신안보선언에 의해서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 · 일안보체제의 광역화가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적인 변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취하게 될 대미협조의 내용은 1997년 9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3) 

신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정은 미 • 일간 안보협력의 중점이 ‘일본 유사’에 

서 ‘주변사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구 가이드라인의 중점은 소련 극동군이 일 

본에 직접 침략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미 • 일 안보협력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였으나， 신 가이드라인에는 일본 주변에서 벌어질 유사 상황에 대해서 일 

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중점이 이동되었다.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미 • 일 방위협력 항목을 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명시 

하고 주변 유사사태 시에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1) 미 • 일 양국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관한 협력으로 의료활동과 피 

난민 대웅 둥의 인도적 활동 및 임검， 정보교환과 같은 수색， 구난，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2) 일본의 미군 지원으로 시설제공 및 보급， 수 

송， 정비， 의료， 경비， 통신 둥의 후방지역 지원활동; (3) 운용면에서의 미 · 일협 

력으로 경계감시， 기뢰제거， 해공역조정을 포함한다 4) 

3) 신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U↑防衛白書 1998~. pp.231-243. 

4) 40개 협 력 항목 예는 j 防衛白홈 1998".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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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신 가이드라인을 실제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구체화한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의가 쟁점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일본 헌법 및 그 

해석상의 제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일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던 형 

태로까지 자위대가 미군에게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신 가이드 

라인에는， 일본의 기존 방위정책을 제약해 왔던 법제적인 틀을 뛰어 넘거나 뛰 

어 념을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사태 법안에서는 이를 구 

체화시켰다. 예를 들변， 공해상에서의 해상자위대의 기뢰제거， 특정국가에 대 

한 경제제재시 선박검사， 무기탄약의 수송， 광범위한 대미 후방지역지원 둥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해석해 왔 

던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보교환의 

범위， 무기 • 탄약의 수송， 기뢰의 제거， 해상봉쇄시 해상자위대에 의한 임검활 

동 등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는 헌법해석에 저촉될 가능성이 었다고 지적 

된다. 

일본 정부는 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일본이나 일본의 주변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여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전투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인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으로 일본이 미군의 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대防衛冊究所 1998, 38-4 1). 미 • 일 방위협력에 있 

어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양의 협력을 기대하 

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그 해석상 제약 및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으로부터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결과가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그 관련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問n倚 『世界週報~ 1997/7 /1 , 6-8) 

이 글에서는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 관해서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 

는 쟁점을 밝히고 기존의 방위정책 노선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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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회 논의의 쟁점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중 주변사태 

법안에 관련하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변사태의 정의 

주변사태 법안은 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헌법의 틀 내에서 비전투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에 후방지원 및 수색구 

조， 선박검사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률화한 것이다. 즉， 일본주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미군에 대해서 일본국내의 시설의 제공과 자위대에 

의한 물자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변사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하는 점이다. 

주변사태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으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 유사사태 

가 발생하면 미군 지원을 위해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활동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W朝日新聞dl 1999/21 13). 

법안에는 ‘주변사태’를 ‘일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주변의 지역’에 관련 

하여 지리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주변사태 법안의 전제가 되는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변사태의 개념은 지 

리적인 것이 아니며， 사태의 성질에 착목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주변사태의 범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 

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주변사태 법안에서는 지리적 의미를 포함하는 ‘일 

본 주변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었다. 

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한 森本敏는 주변사태의 정의에 관해서， ‘주 

변사태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사태에 착안한 개념이라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안보조약의 극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둥에 관해서 분명히 할 필요 

가 었다’고 지적하고 있다，W朝日新聞dl 98/5/1). 일본 정부는 신 가이드라인을 작 

성하던 단계부터 ‘주변사태’ 개념을 애매하게 하고， 특히 “일본 주변지역”의 구 

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미 · 일 안보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극동”이라는 표 

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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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법안이 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 가이드 

라인은 미 • 일 안보조약에 의거한 미 • 일 방위협력의 실행을 위한 지침이므로 

관련법안은 미 · 일 안보조약의 목적이라는 틀안에 있다. 따라서 ‘주변사태’의 

범위도 안보조약에 근거한 미군의 활동범위를 설명한 ‘극동 및 그 주변’을 념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견해(1960년)에 의하면 극동의 범위는 ‘필리핀 이북에서 대만， 

한국’을 포함하였으나，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시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대만을 

안보조약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켰다. 즉， 1972년 11 월 8일 오히라{大平) 

외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간의 대립문제는 기본 

적으로는 중국의 국내문제라고 생각한다 미 · 일 안보조약의 운용에 관해서는 

중일 양국간의 우호관계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배려하겠다”고 발언하였다 

(Ii'每日新聞~ 99/3/11). 

1978년 12월 20일 소노디{園田)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중 국교정 

상화가 이루어진 이상， 금후 대만지역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미국이 무 

력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 · 일 안보조약 6조의 해석에서 극동의 범위 

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하고 발언하였다 

(Ii'每日 新聞~ 99/3/1 1) 

최근 신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련되어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에 관해서 다 

시 한번 논의가 있었다. 1997년 8월 가지야매握山) 관방장관(당시)가 “주변사 

태의 범위에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발언하여 중국정부 

로부터 “대만해협문제를 미 · 일안보협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주 

권침해"(中國 國防相)라는 반발을 초래하였다<Ii' 日 本σ)論/벽 ’99~ ， 274). 

이 握山발언에 이어서 외무성의 다카노l高野紀元) 북미국장은 1998년 5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군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극동과 극동 주변을 개념적 

으로 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다시 한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 高

野발언에 대해서 하시모토(橋本) 수상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高野국장은 경질 

되었다，Ii'日本η論J먹 ’99~ ， 274).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변사태에 관련된 논의를 요약하면 지리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애매하게 설명하는 최대의 이유는 

그 곳에 포함되는 국가가 반발하기 때문으로， 이것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배 



430 

려한 일본정부의 의도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정부는 내정문제인 

중국과 대만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것인가 라고 하 

여 대만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정부는 지리적 범 

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린제국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비공식적으로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누카기{願寶福志郞) 

가 피력한 바 있다 일본의 “주변”에 대만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가지 차원으로 답변하고 었다 우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일본은 이해하고 존중하며 중국과 대만 관계는 내정문제라고 인 

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피력한다. 누카가는 ‘일본의 안전과 주변의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 법안이 가동된다’고 하여 중국과 대만 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미군이 개입하면 법안이 가동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W每日新聞~ 99/3/13). 

森本에 의하면 주변사태의 규정은 상황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은 ‘주변사태’에 대만이 포함되는가를 문제로 삼고 있으나，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에 무력침공하는 경우， 일본이 미국과 협의하여 ‘주변사태’라 

고 인정하면 ‘주변사태’가 되며， 대만에서 시위가 확산되어 정권이 무너지더라 

도 일본정부가 ‘주변사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사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W每日新聞~ 99/3/12). 

2. 집단적 자위권에 관하여 

주변사태 법안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가 유발되고 있다. 즉， 

주변사태 법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었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역(戰域)에 있어서 

미국이 지역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미군의 작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의 무기와 탄약을 포함하는 병참의 보급과 수송하고， 수리를 담당 

하고， 전투에서 조난당한 미 병사를 구조하는 것 둥은 사실상으로 집단적 자위 

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디{小林秀之 외， 92-95).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 

유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하지만， 헌법 제9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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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 

석하고 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었다 5) 이번 주변법안의 논의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집단 

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일 

본 자위대가 주변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 일 방위협력 관계의 강화에 찬성하며， 일본정부의 견해에 비판 

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올 변경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집단적 자위권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헌법 해 

석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디{廣懶 1997, 207; 小林節 1998). 집단적 자위권를 

일본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해석은 일본이 다시한번 침략국가가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유사의 경우에 미군과 

유엔의 활동에 침략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일본이 그것에 협력하는 경 

우는 이상하게 한계를 두지 말고， 가장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즉， 군사활동에 침략성이 없다는 것이 유엔이라는 제3자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협력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새즉， 타국과의 공동군사행동)과 해외파병(즉， 해외에서 무력행새 

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해외파 

병이 가능하도록 종래의 헌법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 해 

석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디{北間 1997). 北圖에 의 

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과 같이 자연권의 일종이며 유엔헌장에 

도 모든 국가는 고유의 권리(즉， 자연권)로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 • 일 안전보장 

조약에서도 일본은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 

고 한다. 일본 헌법에서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헌 

법 제98조의 조약준수의 의무에 의해서 일본국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5) 휩葉誠- 累議院議員의 질문에 대한 1981년 5월 29일부 정부 답변서 이원덕의 논문 

“일본의 국제공헌론: 탈냉전기 일본 선안보정책의 구도”에서 재인용 



432 

北間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무엇인가 

에 관해서 광범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해석에 따르면， 타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국이 싸우는 것에 협력하는 것 일체를 집단적 자 

위권 행사로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전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 

는 것도， 미군을 목적으로 부설된 기뢰의 제거도， 미군전투에 관한 수송협력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 

는것이다. 

北間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합헌이라고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1996년 4월 미 • 일 신안보선언이래 일본 정부는 방침 

을 바꾸어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영역을 자위대가 활동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는 그레이 존(grey zone)접근 방법 

을 채태하였다고 한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바꾸지 않으면서 미 • 일방위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을 채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대 

전제를 두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 정치적 논의의 표적이 되며， 주변 

국의 의심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헌법 해석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 

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3 후방지역 지원 

주변사태 법안에 관련하여 논의되는 세 번째 쟁점은 ‘후방지역 지원’에 관한 

것이다. 동 법안에 의하면， ‘일본은 주변사태 시 미 · 일 안보조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행하는 미군에 대해서 후방지역에서 물품 및 역무의 제공， 편 

의의 제공 기타 지원 조치를 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후방지역 

의 범위를 ‘일본 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지원 

이) 실시되는 활동기간을 통해서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을 것으로 인정된 일 

본 주변의 공해 및 그 상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해서 ‘전투지대’(전투지역과 그 후방에 인접하는 전방지역)에서 작전 

중의 미군 전투부대에 자위대가 병참보급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주변 공해역 

에서 군사정보 수집， 기뢰소해， 미병사 수색구난， 선박임검， 기타 지원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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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부분은 후방지역이 전투행위가 별어지는 지역과 구분할 수 있 

는가하는 것이다. 후방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전투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행위는 무력행사와 ‘일체화’(~體化) 

되는 행위이며 이는 일본 헌법 9조에서 규정한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포기한다”는 조항에 위반되며 또한 동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헌법해석에 위배되기 때 

문이대廣懶 1997, 215-16) ,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후방지역인가 아닌가는 주변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전투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후 

방지역 지원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노로(野 

呂田芳) 방위청 장관은 “미군 활동범위와도 관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실시지역 

은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따라서 후방지역이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가이드라인에서는 “후방지역 지원”을 “전투행위가 행해지 

고 있는 지역과 선을 그을 수 있는{~線장劃켠 h6) 지역” 이라고 한정시키고 

있다 주변사태 법안에서는 후방지역에 관해서 →線論이 없어졌으며， 일본 정 

부는 주변사태 법안의 후방지역 규정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말려 들 

어갈 우려는 없으며， 무력행사를 금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법안의 규정대로 하면， 예를 들어 작전중의 미 항공모함기동부대에 대한 급 

유 기타 보급지원을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실시하는 경우， 미함선이 보급을 받 

는 것은 “전투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한한다. 미사일이나 포탄을 교환하는 교 

전중에는 해상보급을 행하지 않으며， 보급이 끝나면 “전투행위”가 재개된다. 

후방지역 지원에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에 의하면， 실제로 전투행 

위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후방지역이 시시각각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대小林 

秀之 외， 92-93) 따라서， 후방지역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무기， 탄약을 수송하는 자위대를 미군의 

교전상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후방지원에 수송을 실행하는 경우， 그 지역은 교전구역 

이 아니며 교전구역으로 되면 수송을 중지한다고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또한 수송 대상물품에는 미군의 무기탄약， 병사를 수송하는 것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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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W朝日新聞~98/5/30). 

다른 예로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공해가 전투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당초 후방지역이라고 상정하여 미함선에 급유하던 해역이 갑자기 전 

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작업을 도중에 그만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만약 무기를 가지고 웅전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투에 말려 들어갈 우려 

가 있다는 것이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무력사태가 발생하면 자위 

대가 전화에 휩쓸리게 될 수 있으나，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장거리가 되는 등 

현대의 전쟁에서는 명확하게 전투지역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小林秀之 외， 92-93). 

4 선박검사 

주변사태 법안에는 필요에 따라서 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신호탄 둥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비롯하여 무선으로 선박의 명칭， 출발지， 목적지， 

하물 등을 조회하고 선장 동의 동의를 얻어서 승선하여 검사 · 확인을 하거나， 

항로， 목적지의 변경이 필요한 선박에 대해서는 요청과 설득， 미행， 진로전방의 

대기 둥을 규정함과 동시에 “대상선박에 숭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직 

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및 신체의 방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 

도， “주변사태”라고 판단하면 미군과 함께 제3국의 선박검사 활동{임검)을 행 

하는 경우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검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유엔 결의를 전제로 할 것인 

가 아닌가의 논의이다. 원래， 유엔 결의의 필요성은 신가이드라인이 결정된 97 

년 당시 연립여당의 일원이었던 사민당의 주장에 의해서 선박검사의 실시조건 

을 좁히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민주당， 공명당 둥 현재의 야당에 있어서도 유 

엔 결의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남아있다 

선박 검사활동에 유엔결의의 요건을 없애는 것은 자민 · 자유 연립협의의 단 

계에서부터 자유당이 주장하여 왔던 사항이다. 자유당의 오자와{小澤) 당수는 

“후방지원에 유엔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임검(臨檢)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 

상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미군에 대한 협력을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朝日 신문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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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러시아 둥 안전보장상임이사국이 관련되어 있는 극동지역의 

문제에는 거부권행사에 의해서 유엔결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정하며， 유엔 

결의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유엔결의가 있는 것이 각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활동하기 쉽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연립여당 내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변사태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에 의하면，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자위대 부대가 강제로 숭선하는 임검은， 헌법에 금지한 무력에 의한 위협이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제3국 

과 전쟁에 돌입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小林秀之 

외， 93) 

5.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주변사태 법안에는， 일본정부는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치제에 협력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99년 2월 초 10개 항목의 “미군에 대한 협력 예”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협력예로서는 항만， 공항시설의 사용， 인원과 물자의 수송， 공립병원 

의 환자 수용 둥이다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협력예로서는 인원과 물자에 관한 

운송업자의 협력， 물품과 시설의 대여 둥이다. 그러나， “협력의 내용은 이하의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을 요 

청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디-(Ii'朝日 新聞~ 99/2/13). 

그러나 협력과 의뢰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협력 

예”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야당 둥에는 “법안에 별도표 동을 붙 

여서 협력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본정부는 “미리 

정하는 것이 좋지만， 법안을 개정할 의사는 전혀없다"(野呂 방위청 장관)고 하 

여 소극적이대『朝H新聞~ 99/2/1 3).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향은 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은 어디까지인가 

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변사태 법안에서는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권을 가지는 항만， 공항의 사용에 관해서， 혹은 지방자치체가 소유 · 운 

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군사시설주변의 경비， 보안체제강화에 협력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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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법안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자치체협력을 의 

무화하는 법령개정 혹은 민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입법 내용에 대해서 주 

민과 자치체는 불안하다고 한다{小林秀之 외， 93). 

6. 국회 승인과 문민통제 

주변사태 법안에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그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 

하는 시점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내각은 각의결정 후 지체없이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후보고로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본의 중대한 진로에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국가의 최고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 주변사태 

에 개입하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에서 생긴 국회무시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변사태법안은 헌법을 무시 

하고， 미 · 일안보의 종래범위를 크게 넘어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발을 내 

디디고， 미군에 종속하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고 있다고 비판한대小 

林秀之 외， 93) 

법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사후보고가 되기 때문에 국회는 내각이 결정한 내 

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일본이 외국으로부 

터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 자위대의 방위출동은 국회숭인을 받도록 법률 

에 명기되어 었다. 즉 방위출동자위대법 제76조)과 PKO 본체업맘PKO법 제6 

조7)에 관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치안출동{자위대법 제78조 2)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숭인이 필요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사태법안 

에서는 “긴급성”을 이유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전투원의 수색， 구난 등은 

보고만 필요하며， 숭인이 필요하지 않게 한 것은 문민통제라는 관점에서 문제 

라는 것이대『 日 本η論펴’99， 274-275 .J) 

국회보고에 관해서 미국외교문제평의회(CFR)의 주임연구원인 마이클 그린 

과 동연구원인 長島昭久는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의무 

로한 미국의 “전쟁권한법”과 유사하게 일본도 “국가관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디， WThis is 讀賣.J98/6， W 日本σ)論벽、’99 ， 

274-275.J에서 재인용) “‘주변사태’의 인정에 관해서 최대 80일간 행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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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그 판단기준， 지원규모와 양태의 타당성， 사태의 

추이 둥에 관해서 국회(경우에 따라서 비공개)에서 상세하게 심의할 수 있다. 

만약 대미지원활동에 관해서 일정기간내에 국회의 숭인을 얻지 못하면 후방지 

원활동은 중지되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 

“주변사태”의 결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군지원의 전제가 되는 “주 

변사태”의 인정으로서，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그 사태가 일본의 평 

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주 

변사태법안에는 주변사태에 관한 인정의 절차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여당의 PKO. 가이드라인 문제 협의회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긴 

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일본 독자적인 정보수집， 미 · 일의 정보교환을 통해 

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상이 안전보장회의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사태 도중에 열리는 안전보장회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각의를 위한 통과의례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 

한 논의의 장이 확보되었다고할 수 없다. 즉， 민의의 반영이 주변사태의 인정 

에 관한 정부절차의 어디에서 확보되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과연 민 

주적 통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W 日本η論펴’99 ， 274-275 .J]). 

ID. 가이드라인 관련법안과 한반도 안보환경 

일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 

여 법률로 성립되면 미 · 일 안보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강화된 미 · 일 안 

보협력 체제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내부에 안정 

과 평화를 보다 더 가져올 수 있는가; 둘째， 한반도 주변정세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가; 셋째， 강화된 안보협력 체제에 의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 

인가; 넷째， 우리의 주권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측면이다. 아래에 

서 위의 네가지 측면을 차례로 논의하여 보겠다. 

첫째， 한반도 내부의 안전과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강화된 미 · 일 방위협력 

체제가 대북 억지에 긍정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본 논문은 미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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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 협력체제가 대북 군사적 도발억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 한 • 미 안보체제 뿐만 아 

니라 미 • 일 안보체제가 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동되며 이번 관련법에 의해 

서 미군뿐만 아니라 전투행위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자위대까지 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억지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주변 정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6) 식량부족 상태 하에서 국제기 

구나 외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면서， 1998년 8월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사건 둥을 보면 북한체제의 합리성에 더욱 의문이 간다. 

체제의 합리성이 중요한 이유는 억지효과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상대방을 

전제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면 이번 관련법얀에 의 

해서 도발의 가능성이 도리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체제의 통합 

이 유지된 상태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 도발을 감행하는 자포자기식 도발의 경 

우에는， 미 · 일 신안보 체제에 의해서 북한이 스스로 몰리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체제의 정치적 리더십이 분열되어， 국내 정치 

적 이유로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는 미 • 일 신안보 선언의 억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둘째，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련하여서는 강화된 미 · 일 안보협력이 동북아 

시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안정과 평화의 국제질서를 유지시킬 것인가， 혹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으로， 중국의 반웅이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반도 주변 국가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다면 통일 

에 불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었다. 주변 강대국간에 갈등이 섬화하여 한반도 

가 주변 강대국의 안보에 있어서 완충지역으로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우는 

통일에 나쁜 환경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 · 일 안보협력 체제를 반중국 동뱅이라고 중국이 인식하면， 이것은 

통일환경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96년도 신안보선언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97년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한 반 

발은 없었다. 97년 10월 강택민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언행을 보 

6) 1997년 11 월 14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r한일안보정책 세미나」에서 일본 방위청의 야 

마자끼(山뼈隆 郞)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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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은 미국과 적대관계보다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Lees 

1998) “ If )apan Won’t Help Rescue Asia, China Might" 1ηtefηational Herald 

Tribμne(Feb. 21-22, 1998). 따라서， 미 · 일신안보 협력체제가 통일환경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만약 미 • 일관계의 견고함이 중 

국이 미 · 일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겠다는 의도를 쩍을 수 있다면 오히려 

통일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중국의 관심 사항으로는， 신 가이드라인과 그 관련법안의 적용범위에 관련 

하여， 일본 주변에 대만해협이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었다. 중국은 주변사태에 

서 대만해협이 제외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일본은 끝까지 대만 

해협이 제외된다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 대신 신 가이드라인의 본문에 주 

변사태란 ‘사태의 성질’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를 가르키는 것 

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대만해협이 미 

• 일 방위협력 지침의 적용범위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영토적 관계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의 일부라는 점은 미국 

과 중국의 평화우호조약 및 일본과 중국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다.1) 그러 

나，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또한 73년이래의 미 • 중 

혹은 중 • 일 관계의 기본 전제이다. 즉，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당사국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방 

위협력지침 때문에 대만문제의 해결이 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만이 

안전보장에 있어서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관련하여서는， 미 · 일 신안보 선언에 의해서 일 

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인다. 일본 영향 

력의 확대에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비군사적 분야에서 미 · 일 안보체제가 

상정하는 미 · 일 관계의 긴밀화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영향력 확대에 노력 

한다는 측면이 있다. 

7) 1972년 9월에 발표된 중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 

인 것을 거듭하여 표명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서술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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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련법안이 성립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일련의 安保再定義 작업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은 자국 방어의 레벨을 벗어나 주변유사시 미군의 활동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역할은 지리적으로는 일본 영역밖에서도 가능하며， 단순한 후방지원 뿐만 

아니라 기뢰제거， 臨檢활동 둥 군사적인 내용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화된 미 • 일 협력체제 하에서 일본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에 일본 

이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일본 단독으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는 예상 

할 수 없다.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자로서 

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를 표명하고 협력을 약속한 이상， 일본은 미국의 

안보적 역할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 금지 둥의 법제적 제약의 테두리에 묶여 있는 일본으로서는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참가할 수 있는 역할 분 

담의 영역은 미 • 일안보체제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대미 안보협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 일 안보협력 체제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일본의 군사적 의도를 어느정 

도 충족시키면서도 이를 미군의 후방지원 정도로 제한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게 되어， 신 가이드라인이후에도 일본 군사력의 

활동범위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군사력의 팽창을 막는 ‘병마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 • 일 안보동맹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고자 독자적이고 팽창적인 군사노선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적 재량권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정치적 • 군사적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태가 가장 염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전반적인 국제정치적인 역할 확대가 동아시 

아 지역에서의 방위협력지침으로 상징되는 미 • 일관계의 견고화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냉전종결 이후에 미 • 일관계가 요즈음과 같이 탄탄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가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일본의 적극적이고 자신있는 외교는 전반적으로 미 · 일관계의 튼튼함에 

기초하고 있고， 튼튼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방위협력지침이고， 신안보선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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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우리의 주권행사와 관련하여 평가하면， 우리 

정부는 1997년8월 신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관련하여 일본자위대가 한국 영역 

내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과，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기 

뢰제거나 임검수행시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협의해야 하며， 일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일본 영역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가이드 

라인이 한반도사태를 겨냥한 것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측과 긴밀히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8)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일본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비해 양국의 외무， 

국방당국자가 참가하는 ‘2+2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자고 97년 4월에 한국측에 

제안하기도 하였고(W중앙일보~ 1997/4/24) , 양국간의 비공개 협의가 이루어졌 

을 가능성도 었다. 그러나， 신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서 한국측의 의견이 반영 

된 흔적은 없다. 

신 가이드라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실행될 때， 즉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이 발생하여 미군이 개입하고， 개입하는 미군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지원할 

때， 우리의 주권행사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의 도래에 대한 대응이나 긴급대피 등의 업무 둥에서 작전을 수행 

하는 경우， 자위대가 재한 일본인들의 피난을 위해서 파견되는 경우， 또한 우 

리 영해에서 미군병력의 수송을 일본함정이 수행하는 경우 둥에서 주권행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어떤 부분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주권행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고 대 

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양국간 혹은 삼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8) 동아일보n997년 8월 17 일)， 朝日新聞0997년 8월 20일) 권호연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세종연구소 U 한· 일 얀보정책』 국제학술회의0997년 11 월 14일) 발표논 

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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