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제38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주 최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년도 
제38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주 최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년도 
제38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일시: 2016년 5월29일(일) 오전9시
     장소: 안동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2층)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제38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정>

접수 및 등록 08:30~09:00
○개회식 09:00~09:50                                          : 김정곤(영남대)
   ▣ 개회사:  최재목(한국일본사상사학회 회장)

▣ 기조강연: 佐野正人(日本 東北大)
   - 주제: 日韓の戦後映画における主体の形成-日本の民主主義映画と韓国の光復

映画を中心に- (한일 전후영화에서의 주체의 형성-일본의 민주주의 영
화와 한국의 광복영화를 중심으로-)           

<제1부> 09:50~12:00
▶제1발표
 09:50~10:20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발표 : 이성환(계명대)
          토론 :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제2발표  
10:20~10:50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발표 : 김석근(아산정책연구원)

          토론 : 노병호(한국외대)

〚Coffee Break〛10:50~11:00

<제2부> 11:00~12:00                        사회: 송휘영(영남대)
▶제3발표
11:00~11:30  민주주의 사상의 한일 비교연구 서설
              발표 : 조관자(서울대)

           토론 : 박홍규(고려대)
▶제4발표 
11:30~12:00   동아시아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발표 : 조진구(고려대)

          토론 : 성해준(동명대)

 〚Coffee Break〛12:00~12:10

<종합토론>(12:10~12:50)                    좌장: 허우성(경희대)
◎토론: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노병호(한국외대), 박홍규(고려대), 성해준(동명대)
       ▷참가자 전원



목       차

1. 佐野正人··································································································1
<日韓の戦後映画における主体の形成

-日本の民主主義映画と韓国の光復映画を中心に->

2. 이성환···································································································21
<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3.김석근(별지참조)·······················································································32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4. 조관자···································································································34
 <민주주의 사상의 한일 비교연구 서설>

— ‘전후민주주의 위기’의 반성적 재인식을 위해 —

5. 이권희(별지참조)·····················································································43
<동아시아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日韓の戦後映画に見られる主体の形成 
 
 ――日本の民主主義映画と韓国の光復映画を中心に―― 
 

             

佐野正人（SANO MASATO, 東北大学）  



１、本発表の概要 
  

  戦後71年の時点から、日本の戦後と韓国の解放後の歩みを振り返ってみる。 

  日本の「戦後」と韓国の「解放後」の主体はどのように形成され、どこですれ
違っていったのか。  

  

  日本と韓国の戦後映画を通して、「主体」の形成という側面から考察してみる 

  



本発表の構成 
  

 １、日本の戦後映画――民主主義映画と主体の形成 

      黒澤明「わが青春に悔いなし」（1946） 

 ２、韓国の光復映画――民族的主体の形成 

      崔寅奎「自由万歳」（1946） 

 ３、日本の「戦後空間」の終わり――1970年代の日本映画 

      「太陽を盗んだ男」（1979）           



主体という問題 
 

 主体という問題について 

     小林敏明『〈主体〉のゆくえ 日本近代思想史への一視角』 

   

    翻訳語として明治期に成立 

    1930年代に三木清、西田幾多郎によって「主体」概念が哲学用語 

      として浮上する 

    戦後、「主体性論争」によって流行語となる 

    学生運動の終焉と共に「主体」概念も消失していく 

  

  



主体というテーマ 
  

  「主体」というテーマ  主に1930年代から1960年代までの時期に流行した概念 

        特に戦後の時期に流行語となる 

        近代（あるいは産業資本主義）の形成と軌を一にする 

         

  民族、歴史、近代、などの語とともに用いられる 

  （民族的主体、歴史的主体、近代的主体、……） 



本発表で考えたいこと 
  

 本発表の基本的な問題意識 

  

  ○日本の「民主主義的主体」と韓国の「民族的主体」はどのように重なり、ど 

    のように異なっているのか 

  

  ○1970年代において「戦後空間」の終わりとともに「戦後的主体」はどのように変 

    容していったのか 

       



２、日本の戦後映画――民主主義映画 
  

 日本の戦後初期の映画 → GHQ（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による統制と検閲が行わ
れる 

  

 CIE(民間情報教育局）によって映画産業を統制・管理する。 課長は 

 デビッド・コンデ。 

  

 基本的方針としては「日本の軍国主義を撤廃すること」、「日本の自由 

 主義的活動を促進すること」が示された。（1945年9月） 

 



ＣＩＥの具体的な方針 
 作られるべき映画として 

   「平和国家の建設に協力する日本人を描く」、「各分野で戦後問題の解決に当たる日本人   

  の創意を描く」、「国民の間に政治的意識を高揚するもの」、「人権尊重の念を育成するもの」、 

  「日本の歴史上、自由と議会政治のために尽力した人物を描く」こと、などが挙げられた。 

  

 他方、禁止された映画として 

   「国家主義的なもの」、「仇討ちに関するもの」、「封建的忠誠心または生命の軽視を名誉あ 

  るものとして描いたもの」、「婦人に対する圧政や堕落を取り扱ったもの」、「民主主義に反す 

  るもの」などが挙げられた。 

  



民主主義映画 
  

 そのため、日本の戦後初期の映画は民主主義を啓蒙する「民主主義映画」 

 （アイデア映画）が主流となった。 

  

 軍人や財閥の悪行を描いた映画（木下恵介『大曾根家の朝』、今井正『民 

 衆の敵』など） 

 反戦活動や自由主義的活動を行った人物を描いたもの（黒澤明『わが 

 青春に悔いなし』） などの映画が作られた。 



黒澤明『わが青春に悔いなし』 
  

 黒澤明「わが青春に悔なし」（1946） 

 黒澤明による戦後初めての映画、1946年10月29日 

 封切 

  

 GHQの勧めた民主主義映画（アイデア映画）の一篇と 

 見なされている 

  



『わが青春に悔いなし』のストーリー 
  

 若葉の京都吉田山。野毛（藤田進）や糸川たちの大学生七人組とその師八木原教授と一人娘
の幸枝（原節子）は楽しいピクニックをするも、折からの陸軍演習の機銃音にその自由の夢も
奪い去られる。昭和八年、いわゆる京大事件によって、京都帝国大学もファッショの強圧に敗
れることになる。八木原教授は象牙の塔を追放され、野毛は大学を去って左翼運動へ踏み込
んでいった。幸枝は、秀才型で社交家の糸川より、熱烈な行動派の野毛に対して何かギラギラ
眼の眩むような生活があるような気がしていた。 

 昭和十六年、幸枝は東京に自活の道を求めて上京したが、計らずも今は検事となった糸川に
会い、野毛の出京していることを知る。野毛は中国研究に名を借りて反戦運動に没頭していた。
野毛に面会した幸枝はお互いに信じ合う仲となり楽しい同棲をしたのも束の間、野毛は国際ス
パイの汚名のもと検挙された。上京した八木原は野毛のために弁護人に立つことを請願した
が野毛事件の担当検事となった糸川の口から野毛の獄死したことを知らされ愕然とする。 



ストーリー（続き） 
  

 幸枝は良人亡きあと田舎で百姓をしている野毛の両親の下に向かう。そこで
目撃したものは「スパイの家」という落書きや村民の罵倒と、そのなかに呻吟し
ている野毛両親一家の姿であった。それでも彼女は戦った。雨の日も大風の
日も老母と共に野良に出て馴れぬ鍬を握った。が、無法な村人は彼女たちが
折角植え終わった苗をむしり撤いた。それでも彼女は全身の力をふるって野毛
に対する誠実さのために働き続けた。 

 そして、昭和二十年の終戦となった。八木原教授は拍手のうちに、再び自由の
学園に復帰した。京都へ帰って来た幸枝は、父母に理解を求め野毛の農村へ
未来を求めて再び去って行く。思い出の吉田山を通り過ぎそこにたたずむ。 

  



幸枝、野毛、糸川 
 幸枝  

 八木原教授の娘、野毛に協力 

  

 野毛 

 ゾルゲ事件の尾崎秀実がモデル 

 左翼運動に関わる 

  

 糸川 

 秀才型の学生、のちに検事となる 

  



幸枝の変貌 
 幸枝はピアノを弾くお嬢さんから、闘う強靭な農婦へと変貌する 

  



田植えをする幸枝 
  



『わが青春に悔いなし』に見られる主体 
  

 『わが青春に悔いなし』での主体 → 野毛に象徴されている 

            学生運動から反戦運動に転身し、スパイ事件で獄死する 

            反ファシズム、反軍国主義的な主体 

  

 しかし、映画の中では野毛の存在はあまり強い印象を与えない 

 特に野毛が獄死する後半では、野毛の遺志をついだ幸枝の存在が中心となっている 

  

  



幸枝の主体 
  

 幸枝  野毛の遺志をついで両親の農作業を手伝う。 

      村人の「スパイの家」という罵倒にめげず奮闘する 

      戦後は村の人々（特に婦人）の生活改善のために努力する 

        → ファシズムや農村の封建的意識と闘う「主体」として成長する 

  

 幸枝の成長の中に、この映画の理想とする「民主主義的主体」の姿が象徴さ
れている 

 



３、韓国の光復映画――『自由万歳』 
  

 崔寅奎（최인규、1911～)による解放後初めての映画  

 1946年10月21日封切り、大ヒットし観客が押し寄せる 

  

 当時の韓国映画界を代表する俳優、スタッフが制作 

 抗日と光復を扱った映画として後の映画に大きな影響 

 を与える 

  



『自由万歳』のストーリー 
  

 1945年8月の京城、逮捕され監獄にいたハンジュン（チョン・チャングン）は、チャングンと共に
脱走を試みる。日本の看守に追われチャングンは命を落とすが、ハンジュンは脱出に成功し、
同志の家に潜む。ハンジュンは同志の紹介で、大学病院の看護婦ヘジャ（ファン・リョヒ）の家
に隠れることになる。 

 山中で同志たちは密会し、日本が降伏するのを一時間でも早めるために武装蜂起をするべき
だとハンジュンは主張する。蜂起を準備する途中、同志のパクが捕まったのを取り戻すために
ハンジュンは憲兵を襲撃する。パクを取り戻したハンジュンは南部の恋人であるミヒャン（ユ・
ジェソン）の家に逃れる。ミヒャンはハンジュンに魅了され、地下組織のある地下室に情報と資
金を届ける。その後をつけてきた憲兵と南部によってミヒャンは銃に打たれて死に、ハンジュン
は重傷を負って大学病院に移される。ハンジュンに思いを寄せるヘジャは憲兵の眠った隙をう
かがい、彼を脱出させる。 

  



ハンジュン、ヘジャ、
ミヒャン 
 ハンジュン 

 独立運動家、日帝の崩壊を早めるため蜂起を準備する 

  

 ヘジャ  

 大学病院の看護婦としてハンジュンを助ける、母は 

 妓生（キーセン） 

  

 ミヒャン 

 南部の恋人であるが、ハンジュンが 

 現れると、彼の独立運動を助ける 

  



ヘジャ 
 ヘジャは看護婦をする少女だが、後半悩みながらハンジュンの独立運動を助ける決意をする 

  



ハンジュンを脱出させるヘジャ 
  



『自由万歳』に見られる主体 
  

 『自由万歳』での主体 → 民族解放、独立運動の主体としてハンジュンが描かれる 

            あるべき民族的主体の理想像 

            批判も存在する（非現実的な設定、戦争中に御用映画を作ったことへの罪責 

            感を逃れるため） 

  

 一方、ヘジャは苦悩しつつハンジュンに協力する決意をする 

      → 民族的な「主体」として成長する姿が象徴されている 

  



『わが青春に悔いなし』と『自由万歳 
』における主体 

  

 『わが青春に悔いなし』と『自由万歳』 

  

  それぞれ反戦運動、独立運動に命を懸ける男性主人公と、彼らに影響を受け「主体」として成 

  長していく女性主人公の姿が描かれている 

  

  一方は「民主主義的主体」、一方は「民族的主体」という違いはあるが、たいへん類似した構 

  造を見せている  



戦後初期の主体 
  

  戦後の初期において、 

   ・脱軍国主義（日本）、脱植民地（韓国）という課題 

  

   ・軍国主義と闘った主体、独立のため闘った主体の姿（あるべきだった主体の姿、イデオロ 

   ギー的な理想像）が描かれるとともに 

   ・葛藤しながら主体として成長する女性主人公が描かれる 

  

   ・新たな民主主義的主体、民族的主体の姿を描くことが切実な課題だった 

  

  

 

 



４、その後の主体――1970年代 
  

 戦後、長いこと「近代的主体」「近代的自我」を追求することが文学・思想での課題となる。 

  

  ・戦後主体性論争（1946年～ ） 

  ・学生運動の中での「主体性」 （革命と主体） 

  

  黒澤明の映画の中でも「近代的主体」の問題が問われる 

     『生きる』、『七人の侍』など 



「戦後空間」 
  

 日本の「戦後空間」  

    → 民主主義的主体（近代的主体、近代的自我）の問題が問われた時期 

  

    論理性の重視、個人の主体性の重視、他者を強く意識、直線的な 

    時間の意識       （飯沢耕太郎『戦後民主主義と少女漫画』） 

  

    文学・思想の優位 

    西欧的他者を強く意識した時期 



「戦後空間」の変容――1970年代 
  

 1960年代に学生運動の激化と敗北（全共闘運動、連合赤軍事件） 

 1973年、オイルショックによる高度経済成長の終わり 

 消費社会の到来（1971年マクドナルドの進出） 

 サブカルチャー的な主体が登場（1970年代の少女漫画） 

 フェミニズムの流行、フェミニズム的な主体 

  

     ⇒ すべて「戦後空間」の変容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た 

  



1969年の全共闘
運動 

  

 1969年に頂点を迎えた日本の学生運動 

 早稲田大学闘争の模様 



1970年代の少女漫画 
  

 大島弓子、萩尾望都などの少
女漫画が1970年代に一世を風
靡した 



1970年代の「主体」の変容 
  

 学生運動の主体、サブカルチャー的主体、フェミニズム的主体 

    → 「戦後空間」において軽視され疎外されてきた階層・グループ 

  

   「戦後空間」で疎外されてきたものが逆襲し、自己主張を始め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その他にも、西欧中心主義の中で抑圧されてきた「アジア」的主体 

       民主主義的な歴史観の中で抑圧されてきた戦前的歴史観・価値観に基づいた 

       「日本的」主体、がこの時期に現れてくる         

  



1970年代の映画――『太
陽を盗んだ男』 

  

 『太陽を盗んだ男』（1979） 

   1979年公開の長谷川和彦監督によるアクション映画 

   タイガーズの歌手「ジュリー」として知られる沢田研二が主演。 

   近年、評価が高まっている 

   （オールタイム映画遺産の歴代第7位） 

  

   原爆を作り上げた中学教師が、政府を相手に理不尽な要求 

   をつき付けていく痛快サスペンス映画 



『太陽を盗んだ男』ストーリー 
 中学の物理の教師、城戸誠は、冴えない中学校の理科教師をしている。だが、彼は自分の部
屋で、東海村の原子力発電所から盗んだプルトニウムを使って原爆を作っていた。ついに原爆
は完成し、城戸は原爆の強大な力で、警察に「テレビのナイターを最後まで放映しろ」と要求、
連絡相手を山下警部に指名する。東海村襲撃の下見をかねて生徒たちと原発を見学した帰り、
機関銃と手榴弾で武装した老人にバスジャックされたとき、生徒を救出し、弾を受けながら犯人
を逮捕した男が山下で、仕事に命を張った彼の姿に魅力を感じていたのだ。その日のナイター
は最後まで放映された。犯人の第二の要求は麻薬で入国許可の下りないローリングストーン
ズの日本公演だった。次に城戸は原爆を作るためサラ金から借りた五十万円を返すために五
億円を要求した。金の受け渡しに犯人と接触出来ると、警察は必死に動く。金を受けとったとき、
警察に包囲された城戸は、札束をデパートの屋上からばらまいた。路上はパニックと化し、そ
のドサクサに城戸は何とか逃げ出す。やがて、城戸は武道館の屋上で山下と再会、二人は
とっくみ合ううち、路上に転落、山下は即死するが、城戸は原爆を抱いたまま木の枝にひっか
かって命びろい。タイムスイッチのセットされた原爆を抱いて街を歩く城戸。そして城戸の腕の
中で、強烈な光が……。 

  



『太陽を盗んだ男』の主人公・城戸誠 
  

主人公・城戸誠は仕事にも退屈し、金にも女にも情熱を持てない孤独な男性として描かれる。 

彼の唯一の情熱は原爆を作ることだが、作った後の計画は立てていない。 



主人公の要求 
  

 城戸誠は原爆を作った後、政府に対して「ナイター中継を試合の最後まですること」を要求する。 

 また、第2の要求として「ローリングストーンズの日本公演」を3週間以内にすることを挙げる。 

  

    → 目的のない犯罪 

    → 実現すべき理念やイデオロギーが不在の主体 



主人公が政府に要求する場面 
  



『太陽を盗んだ男』に現れた「主体」 

  

 主人公・木戸誠   欲望や理念の「不在」を象徴している 

       もはや1960年代までの強い欲望や理念は崩壊している 

       「戦後」の終わり、「近代的主体」の崩壊を象徴 

  

         → 「戦後空間」の終わり 

         → 「主体」の崩壊（希薄化） 



1970年代の意味 
  

 『太陽を盗んだ男』が作られた1979年 

     アニメ『ルパン三世カリオストロの城』、『銀河鉄道999』が公開される 

     村上春樹『風の歌を聴け』が群像新人文学賞を受賞 

  

 現代につながる文化的な局面に入っていく時期 

     → 「戦後空間」が終わって、現代のサブカルチャー的な局面に入る時期 

     → 「ポスト戦後空間」 

  

  

  

  

  



「戦後空間」と「ポスト戦後空間」 
  

         「戦後空間」              「ポスト戦後空間」 

  

         近代的主体                 主体の希薄化 

        文学・思想の優位             サブカルチャーが優勢 

         論理性重視                 感性・直観の重視 

        階級的な世界観               フラットな世界観 

        男性的・家父長的               フェミニズム的  

         



結論 
  

 ○戦後日本の「民主主義的主体」と、韓国の光復映画での「民族的主体」は、重なった様相を 

  見せている。 

  

 ○1970年代に、戦後民主主義的な「主体」は大きな曲がり角を迎える。ポスト戦後的な「主体」 

  の希薄化が見られる。 

  

 ○サブカルチャー的な「主体」、フェミニズム的な「主体」、日本的「主体」が現れてくる。 

  

 ○西欧への強い志向を脱した日本的、アジア的な「主体」の姿が見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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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근(별지참조)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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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상의 한일 비교연구 서설
— ‘전후민주주의 위기’의 반성적 재인식을 위해 —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비교 불가능성’에 도전하며>

  한일 민주주의 사상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각각의 복합적인 특수성과 역사적인 전체성을 
조망한 후에 비교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일의 학계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에 대한 정의나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는 아니다. 양자의 비교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
으며, 필자의 수행 능력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다만, 필자는 <일본인의 혐한의식 :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아세아연구 2016.03)
이란 논문에서, “왜 저성장기의 일본에서 ‘네티즌’이 아닌 ‘넷우익’이 대두했는가?”라는 문제
를 제기한 적이 있다. 한국의 ‘인터넷 시민’(진보)과 일본의 ‘인터넷 우익’(보수)이 탈냉전기의 
구조 변동에서 각기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또는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위 논문에서 필자는 전후 일본에서 시민 개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낙차가 한국보다 격심
하게 나타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전후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부정하는 넷우익(신보수)의 논리와 행동 안에도 과거 좌익과 시민운동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
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2012년 후 한일외교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성장한 혐한세력은, 혐
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과의 국교단절까지 주장한다. 1998년부터 남북한의 민조공
조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의 ‘국시’가 반공에서 반일로 바뀌었고, 1965년 이후 한일우호관계
의 역사적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논객인 후루야 쓰네히라(古谷経衡)는 ‘혐
한’이 한일회담을 반대했던 과거 좌익의 ‘반한’, 즉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비판론을 계승하
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전후체제의 탈각 움직임 속에서 불거진 ‘전후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떻게 추동되었
는가? 본 연구는 한일 민주주의 사상의 각론을 논하기보다, 민주주의를 논하고 그 위기를 진
단하는 방식에서부터 비교 관점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주의의 현재적 ‘위기’
가 ‘전후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좌우 양 세력의 역사적 호응과정에서 축적된 ‘좌우합작’의 산
물이라고 본다. 서로 다른 민주주의 이념을 갖는 세력들이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서 대미 자주
성을 견지하는 민족주의를 공통분모로 삼아 ‘전후민주주의’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전후민주주의의 위기’에 한탄하면서
도, 각국의 고립된 민족주의에 매몰된 채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듯이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적 문제에 대한 각성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하, 각주와 구체적 논증 없이, 발표를 위해 문제의식을 정리한 차원의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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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

  세계적으로 21세기에는 선진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가 확산하
면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비
관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이 선언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세계 패권의 승자인 미국이 강제한 ‘정치적 관념’으로 이해하며 배타적 내셔널리즘에 동화되
는 젊은이들도 늘었다. 이슬람권의 젊은이들은 자살테러로 미국 패권에 저항하다가 스스로 IS
라는 무장국가를 조직하여 세계체제의 전복을 노렸다. 대중 스스로가 의회제 민주주의의 무능
력과 불신을 참여민주주의로 극복하기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주의를 욕망하기도 한다. 서
로 증오하고 불화해 온 역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어떤 현실을 변혁하는 이념”이라기보
다, 불균등한 “현실에 존재하는 (편향된: 인용자) 사고나 행동의 양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1) 
  다만, 민주주의는 이념 여부를 떠나, 주권자(국민)들의 숙의(熟議)를 거쳐 법질서를 만드는 
제도이자 절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제도와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민주화의 역
사적 과정에서 검증된 덕목이 있다. 민주주의가 소통 불가능한 타자들을 교섭과 타협으로 이
끌고, 불공정성을 최소화시킨 규칙 하에서 서로 경쟁하게 하며, 그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통치의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 제도 안에 ‘지속가능한 승리’는 없으며, 통치자도 피통치자도 
언젠가 ‘패배’에 승복해야 한다.2) 권력과 전횡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욕구하는 인간에게
도 패배감을 안기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여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비판적인 개념”, “자기반성의 행
위”라는 견해는 타당하다.3)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인식하는 태도는 어떠한 관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가?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아보자. 다음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회자되고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던 시
절, 최장집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 (2010)에서 인용
한 대목이다. 

과거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관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일종의 최대강령적 민주주의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해방의 철학 내지 변혁의 정치학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
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이상을 담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상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성취한 민주화는 최소정의적 민
주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단계일 뿐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현실에서의 미미한 결과가 만들어내는 열망-실망의 사이클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특징
짓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상호 배타적인 두 수준으로 구분하는 접근도 
강해졌다. 즉 형식적(혹은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혹은 내용적) 민주주의의 구분

1) 민주주의 종언론에 대해서는 모리 마사토시(2016, 제1장)
2) 일본의 자민당 일당 독주도 그 내면에 다양한 파벌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패배의 경

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3) 모리 마사토시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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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구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천
적 수준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기 쉬운 부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폐기해 마땅하다고 생각
한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가치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민주권과 정치적 평등은 모
두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정치나 이익갈등, 권력
관계 속으로 직접 들어온다면 그 경우 정의감이나 도덕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 이외에 별다
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해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 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구현된 원리나 요건들을 활용하고 그 효능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이상적인 민
주주의를 향하여 발전해 갈수 있는 잠재력을 그 내부에 담고 있는 체제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민주’와 ‘반민주’를 가르는 이념이 아닌, 제도적 효능을 극대
화하는 실천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장집은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민주주의 실
질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도, 그 제도적 성과 안에서 가능성을 구현하려는 실천적 자세
를 요구한다. 계속하여 그는 한국사회의 보/혁 갈등이 제도권 내 정치세력 간의 갈등에서 비
롯되었음을 환기시킨다. 위기는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소외된 계층이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천
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 속에 있으며, 오래된 정치적 갈등의 구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는 처방전이다. 

지금 정치적 갈등은 대결적이고 격렬하게 공격적인 언어의 홍수로 뒤덮이고, 보수파와 진보
파 사이에 엄청난 이념적 차이와 중대한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타협불가능의 투쟁처럼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둘러싼 중심적인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지 가식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중
요성을 가질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참여의 위
기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갈등구조는 대표된 영역과 대표되지 않은 영역, 즉 사회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제도 내로 통합된 사회계층과 서민으로 통칭되는 제도에 통
합되지 못한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세력 간의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격렬하고 
공격적인 언어와 레토릭을 앞세운 정치적 대립과 투쟁은 제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반영할 뿐이다. 이 점에서 진보적 운동을 통해 강화돼왔던 민주/반민주, 진보/보수의 대립
구도가 아닌,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층위의 실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
한 이념과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필요하다. 정치경
쟁의 새로운 패러미터가 요구된다.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진보/보수(좌/우)의 새로운 인식 구도가 필
요하다는 최장집의 문제제기는 일본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일본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맥락에서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1987년 이후, 한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성
공’과 일본의 ‘실패’를 대조하는 어법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성립으
로 한국의 ‘민주’와 일본의 ‘반민주’라는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1998년부터 한일의 문화교류 및 재일조선인(조총련 계 동포)의 한국방문이 활발해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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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론과 일본연구자들은 일본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마
침, 냉전진영의 해체로 확산된 국지전 정세에 대응하며 일본에서 헌법개정론과 역사수정주의
가 대두하고, 국기/국가법 및 주변사태법(유사법제)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일본
의 군국주의, 국가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비판 여론은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된 상태에서 탈각하여 전쟁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후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코스’는 늘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일본에 
경찰예비대가 설치된 이후, 일본은 줄곧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우경화’하는 국가로 호명되
었다. 자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미국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미국을 중국봉쇄를 위해 동아시아
에 신식민주의 지배를 강제한 ‘외세’로 각인시키는 반미운동도 줄곧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무력적 대립은 중국혁명과 한국전쟁을 겪은 동아시아에서 1960년대까지 강렬하게 유
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다원주의 국제외교의 흐름을 타고 중일수교와 미중수교가 성립되
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은 한일의 진보진영 안에서 미국 부시정권의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군국주의 부활 세력’으로 지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리버럴한 연구자들이 당시 나카소네 정권의 ‘대 
아시아 유연성’을 재평가하고 있다.4)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한일의 민족주의가 처한 역사적 조건과 좌우의 이념적 갈등 속에
서 늘 엇갈리면서 변주되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진영에서 발신하는 당파적인 정치언어보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려는 자기반성적 태도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승자
와 패자,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당대의 위기를 적실하게 짚어내고 문제
적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적 우월성’을 내
세워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퇴행성’을 확인하고 비난하는 차원의 연구는 당파적 이념에 매
몰된 채 적대성을 극대화시키는 언어를 생산한다. 그러나 위기적 상황일수록, 현재적 반목을 
해소하고 위기의 증폭을 막기 위한 대안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전후민주주의와 그 비판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재인식>

‘전후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성적으로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1945년 8월 이후에 제기되어 왔던 
‘민주주의’와 ‘그 비판’의 논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시작점에서부터, ‘패전후’와 ‘해방후’라는 주체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조건에서도 이념적 분열에 의한 국가분단과 반공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와 공산주의를 
포용한 정당정치의 확립이라는 제도적 차이를 보이며 출발했다. 그러면서도 양자 모두가 소련
-중국-한반도-일본-미국을 관통하는 동시대의 지정학적 전선에서 냉전-열전을 경험했다. 이 
정치적 분단과 연루 구조에서 서로 다른 ‘민주주의’가 표방되었고, 사상적 일체감과 적대감 그
리고 괴리감이 주조되었다. 
 

4) 구관을 명관으로 만든 것은 신관인가? 혹은 당대의 비판이 잘못된 것으로, 구관의 조치가 당대적 상
황에서 적절했던 것인가? 마찬가지로 훗날 ‘아베 시대가 아직까지 좋았다’라고 재평가를 받는 ‘불행한 
날’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안보법제는 다른 보통국가가 갖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을 뿐이기 때문
이다. 만일 이 법을 발판으로 일본이 침략국가가 된다면, 그것은 아베가 만든 법 때문이 아니라, 대결 
상황을 확대재생산한 당대의 모든 정치세력의 책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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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좁게는 마루야마 마사오로 대표되는 ‘이와나미 문화인=진보적 지식
인’, 근대의 자유와 합리적 진보를 추구한 지식인, 미디어, 교육계의 리버럴리즘 사상을 가리
킨다. 이 개념은 전후 60년대까지의 사상적 지형을 나타내는 비평용어에서 나왔다. 초기의 대
척점에 천황제 파시즘에 냉담했던 다이쇼시대의 리버럴리스트와, 천황제 파시즘의 정치적 수
난자였던 공산당이 서로 각축하면서 존재했다. 즉, 교육가·법조인으로 전후민주화 정책을 직접 
수행한 다이쇼 데모크라시 세대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2단계 혁명을 추구했던 공산당의 인
민민주주의, 이 양자 틈새에 진보적 지식인들의 전후민주주의가 놓이는 것이다. 
  전후민주주의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1955년 체제’를 이루며 의회제 민주주의를 수용한 공
산당과 사민주의자와 함께 ‘평화국가 일본’을 추구했다. 하지만, 당대 모든 국가에서 평화는 
체제경쟁의 우위성 확보와 국가방위를 위한 전술적 가치였다. 1960년대 중국은 핵개발을 서둘
렀고, 일본과 한국의 평화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보장되었다. 1960년과 1970년 안보투쟁을 
촉발시킨 신좌익은 1970년의 시점에서도 도시게릴라 투쟁을 계획하고 아랍의 국제테러 활동
에 참가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갈등 사이에서 ‘전후민주주의’의 진보적 지
식인들은 평화중립의 질서를 옹호하고, ‘국가 이성’과 ‘내면의 자유’를 추구했다. 
 1945년의 강의록에서 발췌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다음 발언은 전후체제 안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옹호했던 그 사상적 출발점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살폈던 ‘1987년 체제’에
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인정한 최장집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들은 오늘날, 외국에 의해 ‘자유’를 할당받고 강제되었다. 배당받은 자유, 강제된 자유
란 사실은 본질적인 모순 – contradictio in adjecto-이다. (자유는) 일본국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의 정신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참 자유를 획
득해야 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소여로서의) 자유를 내면적인 자유로까지 높여야 할, 피어
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마루야마 1945)

 마루야마는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전후민주주의’ 제도를 수긍하면서, 자유를 내면적으로 확립
할 국민적 과제를 제시하며 스스로가 ‘전후민주주의’의 실천 주체로 활약했다.5) 다이쇼 데모
크라시 세대는 서구적 교양을 존중하는 점에서 마루야마와 상통했지만, 천황제의 문화상징 및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올드 리버럴리스트로 야유 받았다. 공산당은 농촌사회에 뿌리 내린 
봉건성의 극복을 중시한 측면에서 마루야마와 일치했지만, 그들에게 전후민주주의는 ‘부르주
아 민주주의’에 불과했기 때문에 궁극적 타도의 대상이었다. 
  마루야마는 일본정치사상연구에서 근대성의 발견을 시도한다. 그 결과, 전통 사상 안에서 
근대적 제작 능력과 인문주의의 진보를 가리킨 ‘작위와 자연’이라는 의미망을 정립했고, 책임
회피의 정치적 회로를 가리키는 ‘억압의 이양’이라는 극복 과제를 도출했다. 마루야마는 국가
와 개인적 주체의 불완전성, 전통에 이끌리는 집단적 심층 심리의 문제에 자각적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마루야마 비판론자들은 ‘아시아 문제’에 대한 외면과 서구근대 중심의 패러다임을 문제로 
제기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적 편향성은 당대 또 다른 사상적 편향성과의 정치적 길항구도에
서 바라보아야 마땅하다. 가령 중국혁명과 함께 제기된 1950년대의 아시아주의는 ‘근대적 진
보를 결여한 주체’ (전근대적 봉건성)의 문제를 봉인한 채, ‘근대의 초극-민족주의 저항’을 의
미하는 공산주의 정치운동으로 나타났다. 공산당원이 아닌 다케우치의 경우에도 아시아주의는 

5) 마루야마의 리버럴리즘 사상에 대해서는 가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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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종속에 저항하여 서구적 근대를 초극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마루야마의 입장에서 
볼 때, 볼세비키혁명과 중국혁명을 모방하고자 했던 일본공산당, 중국문학자들의 아시아주의, 
그리고 신좌익 학생들은, 전전 일본의 파시즘이 ‘근대의 초극-아시아 공영권’을 내걸고 폭주했
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마루야마를 비롯하여 전후 직후부터 민주주의를 수행했던 세 그룹
(전후민주주의의 진보적 지식인, 올드 리버럴리스트와 관료, 공산당) 모두가 급진적인 신좌익 
세대의 비판을 받게 된다. 오히려 ‘우익 작가’로 간주된 미시마 유키오가 전후의 통치시스템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옹호하는 감성으로 전공투 학생들과 공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960년 안보투쟁 이래, 진보적 지식인과 공산당은 전후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폭력혁명을 환상
했던 신좌익 세력을 견제하며 그들과 대치했던 것이다. 
  전후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비판 세력은 전후체제 안에서 전후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한 급
진적인 진보와 보수 양쪽의 작가, 지식인, 출판업(편집)자들 가운데 있었다. 신좌익 세대에게
도 감화를 준 그들은 공산당과 아카데미즘의 권위를 벗어나 아니키스트다운 방식의 글쓰기를 
본업으로 삼았다. 정치적 입장이 확고한 출판사들도 늘어났다. 북한관련 책자를 활발하게 출
판한 미래사(未来社,1951~),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신좌익의 고부시 서방(こぶし書房, 1959~), 
“전후민주주의나 일본공산당 주위에 포진한 ‘양심적 지식인’과 같은 진보파에 역행하는 ‘나쁜’ 
책”을 내겠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현대사조사 現代思潮社(1957~)6) 등은 개성적 행보가 뚜렷
하다.
50년대의 써클 운동을 지속한 다니가와 간, 천황제 및 스탈린주의의 국가적 ‘공동환상’을 논
박하고 ‘이와나미 문화인’들의 계몽주의와 달리 대중의 욕구를 중시한 요시모토 다카아키. 신
좌익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인 구로타 간이치. 이들은 1960년 안보투쟁이 실패로 끝나
고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내셔널리즘의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의사(疑似) 시민’들에 의
한 ‘민주주의 신화’를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의회의 법질서를 지켜라”고 외치며 ‘싸우는 민
중’의 저항 의지를 막아낸 지식인, 문화인들은 ‘거짓 시민의 권력’에 가담하면서 거짓 민주주
의를 외쳤다는 것이다.7) 이들의 논의는 신좌익 세력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신좌익의 급진론자들은 1960 안보투쟁을 거치며 민족문제를 중시했던 2단계 혁명론을 폐기하
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했다. 공산당 주류를 스탈린주의자/친소련파로 공격했던 신좌
익 세대 안에서도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중국파’는 소수파였다고 한다.8) 도쿄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가지무라 히데키가 조선사 연구자로 된 것은 친중파 공산당원 데라오 고로를 도와 한
일회담 반대투쟁에 가담하면서부터다. 공산당과 신좌익 내 ‘중국파’에서부터 전후 세대의 걸출
한 ‘조선(한국) 전문가’가 배출된 셈이다. 공산당 내 중국파는 일조우호운동을 주도하고 한일
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신좌익 내 중국파 형성에 기여했다.  
  신좌익이 증오했던 공산당도 1950년대 전반에 마오쩌둥의 ‘지구전’을 모방하여 반미무장투

6) http://www.gendaishicho.co.jp/news/n8928.html. 신좌익은 전후민주주의와 공산당의 후광을 업
은 출판사와 거래하지 않았다. 

7) 1980년대 소비사회에서 그들의 ‘급진적’ 의미는 대부분 퇴색하였고,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상업적 미
디어와 대중문화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도 했다.   

8) 문화대혁명을 추종한 비주류파와 중국유학생, 그리고 공산당 주류(요요기파)의 지원을 받은 일중우호
협회의 주류가 대립한 난투극(선린학생회관사건,1967.02.28)이 벌어졌다. 문화대혁명과 폭력혁명노선
을 수출하려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 일본공산당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벌어진 사건으
로, 이후 공산당 내 ‘중국파’가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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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노선을 채택한 적이 있다. 1955년 이후 공산당 주류파(요요기파)가 더 이상 ‘지구전’(항일-
항미무장투쟁노선)과 문화대혁명을 추종하지 않게 된 것도, 그들이 아시아를 멸시하는 ‘스탈린
주의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 급진적 폭력노선으로 좌절했던 ‘역사의 교훈’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력투쟁노선을 폐기하고 ‘평화주의’를 제창했지만,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미일동맹의 폐기와 ‘반미민족통일전선’에 있었다.  

이하, 한일 연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인식에 공통된 문제를 조망하
면서 고찰. 

<아시아 인민(민중) 연대와 반미민족주의>

 ‘중국파’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중국봉쇄를 위한 반공기지라고 해석했
다.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게 되면서, 일본인의 대미 ‘패배감’과 한국인의 대일 ‘해방감’(식
민지의 기억)은 동아시아 차원의 ‘반미민족운동’으로 합류된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한반
도 진주를 저지하기 위한 재일조선인과 일본공산당의 ‘공동투쟁’이나 ‘일조우호운동’만이 있었
던 것이 아니다. 1960년 4.19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민족자주의식에 기초한 역사
인식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한일회담 반대운동도 동시에 전개되었다.
  1960년 4.19 이후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의 반공주의를 불식시키는 민족통일의식이 분출했
다. 1960년 4.19 학생들의 성명서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표
방했다면, 1961년 성명서에서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론으로 그 논점이 바뀐다. 학생운동의 이
슈에서도 “남북학생회담 환영,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와 같은 민족문제가 떠올랐다. 5.16  
이후, 학생운동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부활했다. 한일수교를 계기로 지식사회에서는 한국
에 대한 일본의 ‘신식민지적 지배와 수탈’이라는 민족의식이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문제 삼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1965년 미군에 의한 여성(국토)의 유린 문제를 풍자한 소설 
<분지>가 발표되고, 이것이 북한의 잡지에 전재된다. 이 문제로 필화사건을 겪었던 작가 남정
현은 “그들(외세: 인용자)은 은밀히 5.16군부세력을 내세워 통일에 대한 염원을 안고 민족자주
권을 회수하려는 4.19 민주세력을 철저하게 타도하는 길로 접어든 것”(아름다운 시간의 나무, 
월간말 [인물이야기])이라는 역사인식을 피력한다.
  한국의 반미-반일 민족주의의 동향은 1960년 일본의 안보투쟁에서 가열된 반미민족운동과 
호응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반미-친중적인 좌파 민족주의가 전면화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과 일본의 ‘민족통일전선’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매개하며 발전했다. 공산당의 ‘중국파’ 지식
인들은 한일회담이 미국의 중국봉쇄를 위한 반공전선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9) 신좌
익 세대는 한일회담이 1961년 이케다 내각의 소득배증운동 이후 팽창한 ‘국가독점자본’의 해
외 진출에 의한 신식민지 수탈이라고 해석했다.10) 이렇게 한일의 민주주의는 좌파(진보/혁신
진영)의 반체제 연대운동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자주의식을 고양시키는 반외세 민족주의
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민중민주주의’를 추동한 것이다.

9) 데라오 고로, ‘일중국교 회복운동과 일한회담 분쇄운동’ (조선연구, 64.06) 등, 일본공산당 관련 잡지
의 논조 참조. 한국에서는 통혁당과 관련한 잡지 <청맥>이나 재일교포의 잡지 <한양> 등 참조. 

10) 가지무라 히데키도 1960년대 초반 데라오가 주도했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가하면서 조선사 연구
자의 길을 걷게 된다. 조관자(3013), 내재적 발전론의 네트워크, ‘민족적 책임’의 경계-가지무라 히데
키와 그의 시대,1955-1989, 아세아연구153호(5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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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민족주의의 심정과 전후민주주의 비판>

‘전후민주주의’는 넓게는 전후체제의 정치적 제도, 평화헌법과 의회제에 기초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 전반을 가리킨다. 전후 일본에서 보수는 그 지배구조를 이끈 세력을 지칭하며, 처음에 
이들은 전전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단절하면서 출발했다. 전후헌법의 강제성과 비민주적 절차를 
논하는 사람들은 요시다 시게루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가의 주체적 판단력과 ‘민족자주성’을 
무시한다. 좌파는 미국 추종을 ‘꼭두각시’로 야유하고, 요시다를 ‘우익 반동’으로 공격했다. 실
제로 한국전쟁의 발발로 ‘우익추방’이 해제되고, 냉전이 심화하면서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전
시기의 혁신관료가 재등용되는 국면이 펼쳐졌다. 1950년대 말부터 일본낭만파연구를 비롯해 
우익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연구도 시작되었다.11)

베트남전 반대운동(사세보 엔터프라이즈 기항 저지투쟁)과 1970년 안보투쟁 시기에 학생들의 
반미투쟁은 반미적 성향의 보수(우익)세력에게도 감화를 주었다. 모든 지배권력을 타도하기 위
한 무력투쟁을 옹호한 신좌익 세대는 그들이 자각적으로 의식했든 아니든, 심정적으로 기타잇
키와 같은 혁명적인 아시아주의자와 연결되어 있다. 1930년대 ‘우익 청년’들도 당대 일본의 
지배관료를 타도하기 위해 군사 정변을 일으켰고, 서구제국주의와 결전할 주체로서 일본국가
를 개조하여 ‘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나야 한다는 혁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우익사상을 재조명하고, ‘대동아전쟁’의 ‘반제국주의전쟁’ 의미를 탈환하려는 우파 
담론이 각광을 받음. 이는 50년대 좌파의 반미운동과 그 논리를 포섭하고 있음.

大熊信行『日本の虚妄―戦後民主主義批判』 論創社; 増補版2009 (초판 1970) 
제도적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의가 아니다. 마루야마와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
 “농지개혁, 재벌해체, 부인참정권, 노동입법, 가족법의 개정 등, 어느 것도 혁명적인 급템포
로 실현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점령정책으로서의 ‘제도의 민주화’
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저 8월 15일은 일본의 독립 상실의 날이자, 바로 대일본제국의 제삿날이다. 그것을 신생 일
본의 탄생일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 이른바 ‘전후민주주의’ ‘점령민주주의’의 허망한 시작이
다.”

......

전후부흥과 고도성장 속에서 체제비판세력으로서 좌파는 건재했지만, 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
는 전후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안보투쟁과 베트남전쟁반대 열기가 종식되
고, 20대 학생조직이 ‘내부 폭력’으로 거세되면서 ‘탈정치화’된 소비사회의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저성장 기조와 2000년대 세계적인 반미기조 속에서, 2003년 이
후 일본에서 반미투쟁이 부활했다. 2015년, 아베정권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운동도 재현되었다. 안보법제를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의 굴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11) 조관자,「일본 우익사상의 부흥과 ‘좌우합작’」, 『일본연구』, 22집.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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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일본의 민족자주성을 한탄한다. 친미보수’를 ‘삽살개’로 야유했던 ‘반미보수’ 고바야
시 요시노리는, 아베를 비난하고 미일동맹에 반대한다. 
  그러나 대미, 대아시아 관계에 현혹되어 보수정치의 핵심을 오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베
의 목적은 일본의 국가방위에 있으며, 대미/대아시아 관계 설정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자 과정에 불과하다. 아베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옹호하는 ‘역사담
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헤게모니는 서서히 과거 우익사상의 전통을 
재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지하듯이 2000년대 일본에서 전후체제, 전후민주주
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로 우파에서 나왔고, 아베 정권의 행보는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이것을 ‘좌파의 몰락’ ‘우경화’ ‘군국주의화’로 비판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정치적 구호를 답습
할 뿐이다. 전후 일본에서 모든 좌우의 갈등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후민주주의와 전후체제에 
대한 비판은 ‘좌우합작’의 운동과정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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