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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국헌법의 제정 전후를 기점으로 헌법 제9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

서 나타나는 법적·정치적 문제와 동향을 파악하고, 그 헌법적 문제점의 현황과 해결방

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9조와 관련한 사회 현실에 대하여는 이른바 해석개헌, 헌법변

천이라는 지적까지 나타날 정도로, 제9조에 대한 법학적 해석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자위대(自衛隊)와 자위전쟁 허용여부를 둘러싼 학계와 정치

계의 논란, 국제연합 결의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의 헌법적 문

제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헌법 개정 논의의 중심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룰 의의가 크다.

제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의 패배로 막을 내렸고, 평화주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세계의 경향이 되었다.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의한 폭력 및 침략으로 말미암은 참

화는 인류에게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안겨주었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은 국제평화

의 유지를 목표로 침략 금지와 무력의 행사 또는 위협의 금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에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집단안전보장의 체제로 담보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침략전쟁의 금지나 국제평화에 대하여 헌법의 체

제 내에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와 

함께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여 철저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돋보이는 

헌법이다.

그러나 모든 전력을 보유할 수 없다는 학계의 다수견해 또는 통설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한도에서 자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해석을 주장했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동서 냉전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나타난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

려는, 일본을 다시금 자위대를 통해 군사력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현실이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9조의 해석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와 함께 진행된 

일본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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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이미 일본의 내부문제 일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안보문제, 북한 핵문제를 통

해 동북아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 사실상 절실해지는 것은 민간차원의 움직임, 즉 전후(戰後) 일본국헌

법 체제 60여 년 동안 헌법을 지켜온 일본 국민, 그리고 지식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지

키고 정당한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탁상

공론식의 논의가 아니라 실제 제도적인 움직임에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평화

기본법의 제정 움직임과 일미평화우호조약의 제정 추진은 한국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미 양국의 관계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민중이 제안하고, 전후 40년의 민중운동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일

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은 광고운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일본의 평화주의

를 통해 세계평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은 “헌법이 시대에 따라잡혔다”는 발상에서 출발하여, 그

저 지키기만 하고 바꾸지 않는 것에 만족하던 호헌의 발상에서, 구체화하고 진정한 헌

법질서를 회복시키는 헌법활용의 방향으로 호헌 논리를 재확립하고, 정책을 통해 규범

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여 국제기준을 먼저 기획하는 헌법으로 완성해 가고자 하 다.

이는 자위대를 새로이 최소한도에 달하는 방위력으로 재편하고,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적 기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해석개헌에서 나타난 자위대의 현황의 문제

점과 정부 해석의 문제점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이 국제공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외치던 자민당의 뒤를 이어 동북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는 민주당 하

토야마 정권이 출범했지만, 민주당 또한 헌법 개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

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헌법 상황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정확히 인식하고 한국에서 

그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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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緖說)

1. 문제의 인식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의 구성과 통치작용의 원

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

고의 규범이라고 한다.1) 헌법은 특정 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

생활의 ‘규범 체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

나 결사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좁은 의

미이자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게 된다.2)

이렇듯 규범체계로서 형성된 헌법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요구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역사적인 현실을 형성하

는 살아있는 질서로서의 현실성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3) 또

한 헌법규범은 규율하고자 하는 생활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생활이며, 이는 역사적으

로 변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방적인 규정을 취하게 된

다.4) 다시금 헌법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개방성(開放性)으로 인하여 법조문(法條文)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그 구체화의 결과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쉽게 파악되지 

않고 불분명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끊임없는 헌법변천(憲法變遷)이 나타나게 된다.5)

그러나 이러한 헌법변천은 항상 그 규범에 구속되어야 하며, 헌법규범에 반하여 실

현되는 내용은 ‘헌법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공동체에 헌법과 모순되는 현실이 

존재불가능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1) 계희열, 『헌법학 (上)』, 박 사, 2005년, 4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4년, 3면.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3~4면.

3) K. Hesse, 『통일 독일헌법원론(제20판)』(계희열 역), 박 사, 2001년, 23~24면.

4) 계희열, 전게서, 53면.

5) K. Hesse, 전게서, 27면.



어물전(http://www.7t7l.pe.kr)
일본국헌법 제9조와 개헌 문제에 관한 고찰- 2 -

그 발생을 방지하거나 다시 헌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

고 역사적 변천 속에서 계속(繼續)할 수 없거나 역사적 상황에의 적응이 불가능한 지점

에서는 헌법을 개정(改正) 또는 보충할 수 있다.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래로 2003년 10월 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다른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미국은 6차

례, 캐나다는 18차례, 프랑스는 19차례, 독일은 51차례, 이탈리아는 14차례, 중국은 9차

례, 오스트레일리아는 3차례의 개헌이 있었다.7)

개헌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1950년 전후부터 호헌론과 개헌론이 

치열하게 대치하여 왔으며, 개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헌법 제9조의 문

제 다.

일본에 비참함과 죄책감을 기저(基底)에 남기고 끝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라 새로

이 제정된 일본국헌법에는 인류가 뼈저리게 느낀 ‘평화’라는 원리에 바탕하여 다양한 내

용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할 수 있는 원리이지만, 평화주의

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에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가 있다. 

바로 ‘헌법 제9조’이다.

제9조8)

① 일본 국민은 정의(正義)와 질서(秩序)를 기조(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國權)의 발동(發動)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앞의 항(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陸海空軍)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 국가(國家)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히 1950년에 한국 전쟁이 격발(擊發)한 것을 기점으로 연합군에서 주장하여 창설

된 7만 5천 명의 경찰예비대는 이후 보안대와 경비대로 재편되었다가, 1954년에 체결

6) K. Hesse, 전게서, 27~28면 및 416~417면.

7) 山岡規雄, 「ISSUE BRIEF : 諸外国における戦後の憲法改正【第2版】」, 『調査と情報』 제431호, 国立国会図書館, 

2003년 11월 20일.

8) 일본국헌법 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九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

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２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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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미상호방위원조협정(Mutual Security Act=MSA 협정)에 따라 방위력을 증강할 법

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일본 정부가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헌법 제9조에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취하면서 창설한 자위대는 분명 일본의 제9조 문

제 해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를 전후로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보통국가’ 논의 또한 제9

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이다. 1993년에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제창한 이른

바 ‘보통국가’(普通の国) 노선9)에서 보통국가란 국제사회에서 전범국가의 지위에서 벗어

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의미한다. 이에는 분명 

적어도 헌법 제9조 제2항의 개정 전망을 내포하고 있으며10), 1999년의 국기및국가에관

한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11) 성립,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교

과서가 문부과학성의 심의를 통과한 것과 같은 이른바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부활 또한 

‘보통국가’의 모습과 떼어놓을 수 없다.

특히 2009년 8월 30일의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119석을 

차지하면서(야당 제1당이었던 민주당은 308석) 창당 이래 처음으로 제1당의 자리를 내

어놓게 되었다.12) 이른바 동아시아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정책 노선13)이 이러

한 보통국가 논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간사장14)으로 기용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9) 김준섭, 「새로운 전후와 보통국가노선」, 『일본연구논총』 제13호, 현대일본학회, 2001년, 32~38면에서는 ‘보통

국가’ 노선이 냉전 시대 일본의 국가진로 던 요시다 노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지적한다. 종래의 요시다 노

선은 국제정치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되 군사적인 개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던 것이, 1991년에 발

발한 걸프전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따라 일본이 요시다 노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0) 北岡伸一, 『日米関係のリアリズム』, 中央公論新社, 1991년, 52면; 北岡伸一, 『普通の国へ』, 中央公論新社, 2000

년, 259면 및 302면.에서는 현실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는 제9조 제2항은 

결함이며, 헌법은 국민의 의지로 바꿀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규제하는 제9조 제1항은 유지하여

야 하지만, 제2항은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상 박 준, 「탈냉전기 일본의 대국 구상 :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국가구상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23호, 현대일본학회, 2006년, 83면 

및 84면에서 재인용.

11)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하는 법률이다. 이

전까지 국기나 국가를 정하는 헌법 또는 법률 규정이 없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사실상 국기 및 국

가로 취급되던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와 기미가요(君が代)가 교육 현장에서 게양 또는 제창 거부 등으로 거부하

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강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발안되어 성립.

12) 1993년의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이 223석, 비자민당 및 비일본공산당 계

열의 야당이 243석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교체를 한 일이 있지만, 이 당시에도 자유민주당은 단독

으로는 제1당이었다. 1993년 총선거로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했지만, 1년만인 1994년에 일본사회당(日本社会
党) 및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와 연립정권을 수립해 여당으로 복귀했고, 1996년에는 2년 반만에 자민당 출신

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가 총리로 취임함으로써 다시 정권을 되찾았다.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서 ‘50여 년 

만의 정권교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못된 표현이다.

13) 대표적으로 「민주당 대외정책, 하토야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한겨레신문 2009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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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보통국가 노선의 제창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한국 내의 평가도 “독선적

인 내셔널리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15)과 “오자와는 후자(유럽의 

NATO와 같은 집단안보를 추구하는 ‘보통의 국가’가 되는 것)를 지향하는 합리적 보수

정치가로 역사왜곡과 ‘망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치가”라는 입장16)이 엇갈리고 있

다. 또한 새로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 또한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시절에 헌법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17)을 감안

한다면 민주당 대외정책 분석의 중심에는 ‘헌법 제9조’에 대한 여러가지 인식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1992년 6월, 자민당과 공명당, 민사당이 연합하여 성립시킨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대한협력에관한법률(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이른바 PKO법

에 따라 일본의 국제활동 역은 경제 역에서 군사 역으로 확대되었다. 고이즈미 준

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시절에는 각 분야에서 헌법 제9조를 수정한 구체적인 개헌안이 

등장했으며,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일본국헌법의개정절차에관한법률(日本国
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이른바 국민투표법이 2007년에 성립된 것은 곧 헌법 개정

에 필요한 절차상의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

가 진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 제9조 문제는 이른바 ‘전후 체제’(戰後體制)의 탈피라는 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국민투표법 제정에 대하여는 일본 내에서도 “신헌법의 구체론에 들어갈 

차례”18)라거나 “신헌법 제정이 정치과제”19)라는 견해와 “60년 후의 불행한 출발”20)이라

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듯 한일관계에서 밀접한 쟁점이 되는 역사 및 교육문제, 군사문제는 기저에 ‘내

셔널리즘’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통국가로의 움직임, 그 가운데에서도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내포하고 있다.

14) 간사장은 당 대표의 직무집행을 보좌하고, 당 운 이나 국회 및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직책으로, 집권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 대표는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간사장은 그를 대신해 당무 및 당내 인사를 장악하게 된다.

15) 김준섭, 전게논문.

16) 이명찬, 「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 ‘권력국가’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화연구』 제16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년, 68면.

17)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개소 20주년기념 공개 심포지움 - 21세기 일본의 진로 : 보통국가? 군사대국? (1999

년 11월 16일), 『일본학』 제18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9년, 292면.

18) 読売新聞 2007년 5월 15일자 사설.

19) 産経新聞 2007년 5월 15일자 사설.

20) 朝日新聞 2007년 5월 12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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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온 문제를 ‘내셔널리즘’

이라는 시점에서 벗어나, 더욱 현실적인 쟁점이 될 ‘헌법 제9조’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9조’ 문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일본국헌법이 제정된 시점을 전후로 시작된 헌법 제9조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문제와 동향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귀착(歸着)과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해석개헌, 헌법변천이라는 견해까지 동원될 정

도로 제9조를 둘러싼 문제는 일정한 견해 통일 없이 부유해 왔다. 자위대(自衛隊) 문제

와 자위전쟁 허용여부를 둘러싼 학계와 정치계의 논란, 국제연합 결의에 기초하여 행해

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의 헌법적 문제 등에서 나타난 모습은 지금까지도 헌법 

개정 논의의 중심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룰 의의가 크다.

국가는 정치적 통일의 형성 및 유지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이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권력’의 행위와 작용으로서 파악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21) 헌법

은 그 과정 속에서의 준거(準據)가 되는 지도원리와 앞의 과제들의 절차를 규율하며22), 

그러한 헌법의 실현은 헌법의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실현가능성과 헌법 생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현재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과 

‘현실’은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23)

그러한 의미에서 제9조의 해석(解釋)과 개헌(改憲)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1945년 이

래의 여러 사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조항의 분석에만 그칠 경우에는 법해석을 

넘어선 현실 반 의 문제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의 전망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9조와 정치사, 안보정책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본국헌법 제9조를 분석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안보 정책과 일․미 안보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대책 등에 대한 

21) K. Hesse, 전게서, 10면.

22) K. Hesse, 전게서, 15면.

23) K. Hesse, 전게서, 2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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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冷戰)이 끝난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대외 환경과 

일․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24)나 이른바 유사법

제25), 일․미 안보 정책의 변화와 그를 둘러싼 한국의 안보정책이나 안보상황에 관한 연

구26)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제9조와의 연관성은 법적 검토가 아닌 국제 정치나 행정 

정책적인 면에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일본국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평화주의의 성립에 관한 법제사적, 역사적 

측면의 연구27)이다. 헌법 제정과정에서 당시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의 이른바 ‘맥아더 노트’나 헌법 지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본 

내각 인사들의 조정이나 제정 방침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논문들로, 개헌 논의에서 쟁

점 가운데 하나인 ‘강요된 타율적 헌법인가, 스스로 제정한 자율적 헌법인가’라는 부분

에 크게 향을 주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 문제와 역사 속에서의 여러 헌법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바가 없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경향과의 관련에서 안보정책의 변화28), 개헌 논

24) 강태훈, 「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호 제1권,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년; 이명찬, 전게논문 등.

25) 넓게 보면 유사시, 즉 전란이나 재해시의 대책을 정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사법제’라는 이름으로 문

제되는 경우는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경우, 즉 타국과의 전시 상황에서의 대책을 정하는 협의의 유사

시 법체계이다. 다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강 살피면 무력공격 시의 대처이념 및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과 유사시에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자위대법, 유사시에 안전보

장회의의 기능 강화 등을 규정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이후 성립한 미군지원법, 외국군용품해상수송규제법, 특정

공공시설이용법, 국민보호법 등 유사시의 방위 및 방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 구성된다. 이에 대하여 

유사시 방위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명칭만 다를 뿐 전시총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진호, 「유사법제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관계 : 유사법제의 일본 국내외적 함의」, 『일본연구논총』 제21

호, 현대일본학회, 2005년, 2면; 이종철,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경원

대학교 석사, 2007년, 19~20면 등.

26) 김병삼, 「일본의 신안보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향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1999년; 김상복, 「일본의 안

보․군사 역할 확대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향」, 목원대학교 석사, 2001년; 김학민, 「일본 방위정책의 평가와 분

석 : 방위계획대강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 2008년; 배석근, 「21세기 한․일 안보 관계

에 미칠 일본 안보 정책의 향」, 경기대학교 석사, 1997년; 송헌식, 「일본의 군사대국 지향 외교안보정책이 한

반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 2002년; 오치근, 「일본의 신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의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2002년; 이동 ,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 안

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2002년; 이진희, 「신방위계획대강과 미․일 동맹 : 미․일 동맹의 재편과 군사

일체화 경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 2008년; 정재정, 「일본의 신방위정책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향」, 

전남대학교 석사, 2005년; 조승연, 「일본 방위정책의 변환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2004년; 황희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정책변화가 동북아국가에 미치는 향」, 연세대학교 석사, 

1999년 등.

27) 김준섭, 「헌법조사회와 ‘아시다 수정’」, 『동서연구』 제1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년; 야가

사키 히데노리, 「일본국 헌법제정 경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2003

년; 이경주, 「전쟁책임과 일본국헌법」, 『법사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법사학회, 1998년; 최경옥, 「일본국

헌법상 헌법 제9조와 맥아더 노트와의 관계」,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6년; 최경옥, 

「일본국헌법상 헌법 제9조의 제정과정과 개정방향」, 『동아법학』 제37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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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9) 등에 대한 접근이다. 이 측면에서도 물론 안보정책의 변화가 중심이 되지만, 그 

접근이 ‘보통국가’화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특유(特有)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 즉 제9조의 해석에 대한 연구30)와 함께 

일본 정치사에서 제9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연구31)가 있다. 이 부분에 대

한 연구는 학계의 동향이나 해석론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

서는 그 지속원인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등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나타나

는 정치․행정적 현상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태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헌 

논의와 대외적인 접근을 통해 그 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중심 대상은 일본국헌법 제9조이다. 헌법은 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변용

을 거칠 수 있으며, 그 해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용이 바로 자위대 문제나 PKO 문

제, 유사법제 등의 법적 해석의 변화와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 변화이다.

개정된 전력이 없는 일본국헌법 가운데에서도 초점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 제9

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제9조의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분석하여 그 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사적, 정치적인 문제로서 제정 이후의 경과와 그 사건의 면

모를 살피고, 정치․사회적인 논란에서 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제9조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일본국헌법이라는 헌법 자체가 성립하는 배경과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국헌법 제9조가 가지는 역할과 의의를 파악하고, 이에 수반하여 그 법적 

해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9조의 제정과정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다소 장황한 

면이 없지 않으나, 현재 국내에 소개된 문헌에서 언급하는 문헌이 대개 중구난방으로 

28) 김준섭, 전게논문; 박 준, 전게논문 등.

29) 김지연, 「일본의 헌법개정과 보통국가화 : 헌법조사회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한일문화연구』 제3호, 한일

군사문화학회, 2005년; 이명찬, 전게논문; 정정숙, 「21세기 일본의 국력과 평화헌법 : 평화헌법 논쟁과 정치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8년 등.

30) 최경옥, 「일본국헌법 제9조에 있어서 자위권 개념과 위헌소송 (Ⅰ) : 반전시대(1945~1963년를 중심으로」, 『공

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년; 최경옥, 「일본국헌법 제9조와 평화적 생존권의 등장과 문제

점」,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년.

31) 최진응, 「일본 헌법 9조의 지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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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고, 또한 그 전후 연결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문헌이 많아 실제로 이를 하

나로 엮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함께 199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보통국가’화라는 변화의 움직임, 안보․정책적 변화, 그리고 개헌이라는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제9조의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즉 제헌 당시부터 제기된 개헌논의가 어떠한 변모를 거치며 현재까지 변화해 왔는

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보통국가’화와 안보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개

헌 논의에서 제9조의 역할과 지위의 수정 방향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헌의 전망과 함께 헌법 개정시 나타날 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

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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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9조의 해석 문제

1.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제9조

(1) 평화주의의 제도화, 그리고 보편화

구평화의 구상은 중세 후기 이래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창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바탕에서 주로 기획에 그치는 수준이었다.32) 그러나 18세기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유럽에서 ‘국가간의 평온한 상태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의 평화

가 조약(條約), 즉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이나 위트레흐트 조약(Vrede 

van Utrecht)에 의하여 구현되면서, 조약은 당사자가 상호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평화와 평화조약이 동일시되면서, 평화는 조금씩 법학상의 

개념으로 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Immanuel Kant), 그리고 생 피에르

(Charles-Irénée Castel de Saint-Pierre)가 조약초안의 형식으로 구평화(pax 

perpetua)의 구상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33)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거쳐, 부르주아지들은 군주의 물리적 지지기반이었던 ‘군대’

라는 조직체를 자신들의 기반, 즉 의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에 만족하 으나, 민중계급

과 그 지도자들은 무력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즉 1792년에 바를레

(Jean-François Varlet)는 「사회상태에서의 인간 권리의 엄숙한 선언」(Déclaration 

solennelle des droits de l’homme dans l’état social)에서 전쟁은 군주·전제군주·지배

자의 지위에 있는 야심가들에 의한 것이며, 이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 군대와 무력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나라는 압제가 존재하는 나라이며, 이에 

대한 인민의 봉기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언급했다.34)

32) 芦部信喜 감수,『注釈憲法 (1)』(高見勝利), 有斐閣, 2000년, 348쪽.

33)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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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1927년에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

전쟁선언(Declaration on Aggressive Wars)에서는 침략전쟁을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로 분류하 다. 그리고 1928년의 부전조약(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에서는 드디어 체약국 상호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35) 

그러나 위반시의 제재 수단이 없었으므로, 불완전하게 작동하던 평화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다시금 참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추축국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은 보편화

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파시즘, 군국주의에 의한 폭력과 침략으로 말미암은 참화는 

인류에게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안겨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극동 및 뉘른베

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서는 전쟁의 개시뿐만 아니라 그 준비 또한 국제법상 금지된

다고 보았다.36)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목표로 침략 금지와 무력

의 행사 또는 위협의 금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에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집단안전보장의 체제로 담보하고자 하 다.37) 이와 함께 세계 여러나라

에서 침략전쟁의 금지나 국제평화에 대하여, 헌법의 체제 내에서 규정하는 조항이 다양

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2) 외국헌법과의 비교(비교헌법적 분석)

국제법적으로 국제평화 내지는 전쟁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대응하여 세계 여

러 나라의 헌법은 평화주의 또는 전쟁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평화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8)

① 고전적 정복전쟁 포기형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정복전쟁의 포기를 규정

한 이래로 내려져오는 고전적인 형태의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1946년의 프랑스 제4

공화국 헌법39)(이 규정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을 통해 현행 헌법에도 수

34) 杉原泰雄, 『憲法の歴史』(이경주 역), 이론과실천, 1999년, 95~106쪽.

35)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제25호, 2004년, 52쪽.

36)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 삼 사, 2008년, 313쪽.

37) 권 성·민경식, 「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아카데미논총』 제8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0년, 3쪽.

38) 이하 유형별 분류기준과 예시는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0~393쪽을 기초로 작성. 또한 각 유형에 대

해 보다 상세한 국가별 분류에 대하여는 深瀬忠一, 「戦後５０年の世界の『諸外国と国際平和』の新たな展望　２」, 

『法律時報』 제68권 제2호, 1996년; 深瀬忠一, 「戦後５０年の世界の『諸外国と国際平和』の新たな展望　 ３」, 

『法律時報』 제68권 제3호, 1996년; 深瀬忠一, 「戦後５０年の世界の『諸外国と国際平和』の新たな展望　 ６」, 

『法律時報』 제68권 제8호, 1996년; 深瀬忠一, 『戦争放棄と平和的生存権』, 岩波書店, 1987년을 참조.

39)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전쟁도 꾀하지 못하며, 또한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도 결코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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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있다.)을 들 수 있다.

② 침략전쟁 포기형·평화적 분쟁 해결형          이 유형은 우선 ⑴ 부전조약의 정신

을 이어 침략전쟁의 포기를 선언한 유형과 ⑵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

고,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⑴의 예로는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40)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41)을, 

⑵의 예로는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42)을 들 수 있다. 일본국헌법 제9조 제1항 

또한 통설적 견해로는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43)

③ 주권 제한형·국제적 평화조직 위양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여러 나

라의 헌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

문(前文)44)이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45)이 있다.

④ 중립형·평화공존형          헌법에서 ‘중립’ 또는 ‘평화공존’을 국가정책으로 선언한 

유형이다. 중립형은 유럽의 여러 소국(小國)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평화공

존형은 구(舊) 동유럽 국가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비유럽의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이다. 스위스는 옛부터 중립형을 취하고 있으며, 오스트

레일리아 연방헌법에서는 이를 명기하고 있다.46) 후자의 예로는 1974년의 미얀마 

연방헌법47)을 들 수 있다.

⑤ 군비 철폐형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 등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군비(軍備)의 보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헌법으로, 일본국헌법 제9

조 제2항을 들 수 있다.48)

40) “제국민(諸國民)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제26조 제1항)

4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제1항)

42)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여러 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채용

하여, 평화·평등·정의·자유·협조 및 모든 국민과의 우호를 정치원리로 한다.”(제2조 제2절)

43)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1쪽.

44)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 프랑스는 평화 조직 및 방위에 필요한 주권의 제한에 동의한다.”

45) “연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방은 유럽 및 세계 제국

민(諸國民) 간에 항구적인 평화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기 위한 주권작용의 제한에 동의한다.”(제24조 제2항)

46) “외국에 대하여 상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자국의 토를 침범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세중립을 유지하고 옹호한다.”(중립에 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1조 제1항)

“장래에 있어 이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토 내에 어떠한 외국의 군사기지의 설치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동조 2항)

47) “국가는 절대 국제평화와 여러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향하여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여러 국민의 평화공

존의 원칙을 지킨다.”

48) 군비 철폐가 일본에 유일한 것이 아니라 1949년의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 또한 상시적인 군비는 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해당 법문상으로는 “대륙조약에 따라 또는 국방을 위하는 것인 한 군사력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엄밀하게는 완전한 군비철폐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코스타리카가 헌법 규정에 얽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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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화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일본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

째서 평화주의에 바탕하여 군비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이는 제9조 제정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는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없다.

(3) 헌법 제9조 성립 전후의 국제적 상황

일본국헌법의 가장 큰 특징인 제9조는 헌법 제2장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상징인 천황 다음으로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내

용 또한 구평화주의를 구체화한 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

고 있는 제9장(제96조)과 동일하다.

제9조의 배경으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

본의 패전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우선 종전(終戰) 이전의 대서양 헌장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종전 이후의 미국의 대일방침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제9조로 나아가게 

된 원인을 짧게나마 보여준다.

이하의 국제적인 상황과 문서는 일본을 비군사화하고, 일본군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일본국헌법의 기초(起草)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문건에서 드러

나듯이 분명한 구적 비무장화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대서양 헌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국 총리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이 대서양 해상의 

국 군함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인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정책 등에 있어서 양국간의 공통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침략적 성격을 가지

는 국가의 군비(軍備)를 해제하고, 항구적이며 전반적인 안전보장제도를 확립하도록”(제

8항) 하는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대해 군비 제한의 규정

을 두었음에도 이를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독일의 재군비와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한 것

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경우에 군비의 해제는 전면적인 무장 해

제, 즉 비군사화를 지칭하며 일반적·한정적인 의미의 군비제한 또는 군비 축소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49)

않고 무군비를 관철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3쪽.)

49) 憲法調査会事務局, 「憲法制定の経過に関する小委員会報告書」, 1961년, 27쪽. 이 방침은 훗날 일본에 있어서 “일

본의 무장해제 및 비군사화에 관한 조약안”(1946년 6월 21일 공표)로 구성되나, ·미와 소련과의 합의를 얻지 

못하여 성립되지 못하 다. 조약안에서는 점령 종료 후 25년간 일본은 비무장·비군사화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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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인 1942년 1월 1일에는 루스벨트의 제안에 따라 워싱턴에서 26개 연합국의 

「연합국 공동선언」이 조인되었다. 여기서는 연합국이 추축국에 항전할 것을 결의하

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축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의 방식을 채용하기로 하

면서 ‘전쟁 포기’와 ‘무장 포기’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나)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hippe Truman)과 국 총리 처칠, 

중국의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베를린의 교외인 포츠담에서 일본에 항복을 권고하는데 

합의하고, 전후 연합국의 일본 점령 관리의 지도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이후 소련이 대

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소련 수상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도 8월에 참가하고 

서명하게 되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우선 군국주의 세력의 구 배제(제6항), 전쟁 수행 능력의 파쇄

(破碎)(제7항), 군대의 무장 해제(제9항), 군수산업의 금지(제11항) 등을 명기하 다. 일

본 정부가 1945년 9월 2일에 항복 문서에 조인하여 포츠담 선언이 정식으로 수락되었

고, 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 항복 후에 있어서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년 9월 22일)

일본이 항복한 뒤인 1945년 9월 22일, 미국은 점령 초기의 군사 및 정치, 경제 각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기본방침을 명시했다. 그 원안은 삼성 조정 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가 작성하여 8월 29일에 맥아더

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9월 22일에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일본이 미국에 협력하고, 세계 평화 및 안전에 협력하는 것을 확실히 하며, 민주

적이고 평화적인 정부를 가능한 빨리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완전 무장 해제 및 비군사화, 군국주의자의 권력과 향력을 배제하는 등 앞의 포츠담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 다.

(라)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후에 있어서 

초기의 기본적 지령(1945년 11월 1일)

11월 1일에 삼성 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8일에 맥아더에게 전달되었다. 

며, 이를 미· ·중·소의 4개국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구상되었다.(芦部信善, 憲法学Ⅰ, 有斐閣, 

1992년, 2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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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령의 기본 목적의 하나로 “일본을 비무장화 및 비군사화하고, 일본의 전쟁수

행능력을 계속 억제하는 것”이 거론 되었다.

(마) 일본의 정치체제의 개혁(SWNCC-228, 1946년 1월 7일)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된 삼성 조정 위원회의 헌법 개정문제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1946년 1월 11일에 맥아더에게 ‘정보’로 전달되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일본의 구적 

비무장화를 촉진하며 국무대신 내지 각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민으로 한다고 정하고, 

장래 군이 부활하는 것을 예상하더라도 이를 문민 지배하에 두도록 지시하 다.50) 결론

에 대한 본론에서는 ‘일본의 통치기구의 군의 권위와 향력은 일본 군대의 폐지와 함

께 틀림없이 소멸할 것이지만, 국무대신 또는 내각 각원(閣員)든 경우에 문민으로 할 것

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군부가 정부에 구적으로 종속되는 정식 조치를 취할 것을 바

란다.’고 설명하고, 또한 천황제와 관련하여 만약 천황제가 유지되는 경우에 천황에게서 

‘군사에 관한 일체의 권능을 모두 빼앗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 정치

의 개혁안이었던 본 문서에서는 현행 헌법과 같이 천황제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술하고 있으나, 전쟁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51)

(4) 맥아더 노트와 일본국헌법 입안

이처럼 일본의 패망,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終戰)을 전후로 하여 일부 문서마다 

평화주의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만 명확하게 군비를 철폐한다는 내용은 서로 언급이 

다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와 마쓰모토 위원회

포츠담 선언의 수락, 즉 항복에 즈음한 당시 일본 정부의 전신(電信)에서 포츠담 선

언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 당시 외무성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패전 후 독일의 경우

는 연합국에 의하여 민주화될 것이지만, 일본은 일본 정부 스스로 민주화를 할 것이라

고 언급하 다. 특히 포츠담 선언에서 ‘민주주의적 경향의 재생’이란 부분을 들어 원래 

민주주의적 경향을 갖는 일본국민이라는 것이 연합국 측의 견해라고 해석하 다. 전신

에서는 새 정부의 수립을 요한다고 하지만, 과연 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

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52)

50) 憲法調査会事務局, 전게서, 261~262쪽.

51) 憲法調査会事務局, 전게서, 261~262쪽; 최경옥, 「일본국헌법상 헌법 제9조와 맥아더 노트와의 관계」, 『미국헌

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6년,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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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 이후 일본의 통치권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제약을 받게 되었고, 최고사령관

은 포츠담 선언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긴급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2달 여가 지난 1945년 10월 4일이다. 당시 내각의 

무임소대신이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와 GHQ의 최고사령관 맥아더 등이 가진 회

담에서, 맥아더는 “헌법 개정을 요한다.”며 자유주의적 요소를 충분히 삽입할 것을 언급

했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헌법 개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53)

회담을 기점으로 고노에는 정치학자 다카기 야사카(高木八尺, 당시 도쿄제국대학 교

수)와 헌법학자 사사키 소이치(佐々木惣一, 당시 교토제국대학 교수), 저널리스트 마쓰모

토 시게하루(松本重治) 등과 함께 헌법 개정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의 뒤를 이은 시데하라 내각도 마쓰모토 조지(松本烝治)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

제조사위원회(憲法問題調査委員会, 이른바 마쓰모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 개정 조사

를 시작했다.54)

마쓰모토 위원회는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시미즈 도오루(清水澄), 노무라 준

지(野村淳治)를 고문으로 하고,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 가와무라 마타스케(河村又

介), 기요미야 시로(清宮四郎), 당시 법제국 간부 던 이리에 도시로(入江俊郎)와 사토 다

쓰오(佐藤達夫) 등을 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1946년 1월 9일에 열린 조사회에서 마쓰

모토 위원장은 「헌법 개정 4원칙」을 제시했는데,55)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總攬)한다는 

구 헌법의 원칙을 변경하지 않고, 천황의 대권을 제한하며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

무대신이 의회에 책임을 지고, 인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호를 확대하고 충분한 구제방

법을 강구한다는 등 큰 폭의 개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2월 8일, 마쓰모토 위원회는 이른바 마쓰모토 시안을 총사령부에 제출하여 반응을 

52) 国立国会図書館, 「日本国憲法の誕生」 - ポツダム宣言受諾に関し瑞西、瑞典を介し連合国側に申し入れ関係(昭和 20

년 7~8월, 外交記録 A'1.0.0.1「ポツダム宣言受諾関係一件（第1巻）」 중)를 바탕으로 재구성.

53) 国立国会図書館, 전게문건, 近衛國務相、「マックアーサー」元帥會談録(外交記録 A'1.0.0.2-3-4「連合国最高司令官

及び幕僚と本邦首相並びに各省要人との会談要録並びに往復書簡関係」 중). 회담이 있던 날 총사령부는 악법으로 불

리던 치안유지법의 폐지와 정치범의 즉시 석방, 衛國務 비판의 자유화, 사상경찰의 전면 폐지 등의 실시를 일본

정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은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총사직

하면서, 9일에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내각이 성립하게 된다.

54) 고노에는 새 내각 성립 후 내대신부로 옮기게 되면서 내대신부와 마쓰모토 위원회, 양 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고노에의 전쟁 책임과 함께 헌법 기관이 아닌 내대신부에서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11월 1일에 총사령부는 헌법 개정 조사는 고노에가 아닌 일본 정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조사는 계속되었고, 11월 2일에 이른바 고노에 안(案) 및 11월 24일에 사사키 안(案)이 천황에게 상주되

기도 했다. 내대신부는 11월 24일에 총사령부의 지시로 폐지되었다. 고노에 안과 사사키 안의 원문은 国立国会図
書館, 전게문건을 참조.

55) 国立国会図書館, 전게문건, 第八十九囘帝國議會衆議院豫算委員會議録（速記）第七囘 昭和二十年十二月八日［憲法改

正四原則（松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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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후 개헌에 착수하고자 하 다. 한편 민간에서도 헌법 개정 시안이 수 차례 발표되

었는데, 일본공산당 이외에는 대개 천황제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폭의 개정안이었

다.56) 

(나) 맥아더 노트의 제시

당시 GHQ의 총사령관(맥아더)은 “일본의 헌법구조에 대하여 각하(총사령관)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변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

한을 가진다.”57)고 해석되었다. 이와 함께 마이니치신문의 특종 보도로 개헌안이 민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총사령부는 이대로 개헌이 진행될 경우 일본의 민주화를 일본 스스로에 맡긴다는 

기본 방침이 실패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원활한 점령을 위해 유지하고자 했던 천황제에 

대하여 극동위원회에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다.58)

1946년 2월 3일, 맥아더는 총사령부(GHQ)의 민정국에 헌법 초안의 작성을 지시하

면서 새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으며, 여기에서 전쟁의 폐지와 전

력의 불보유가 명시되었다.59) 이에 따라 총사령부 민정국은 맥아더의 승인을 거쳐, 이

른바 맥아더 초안(GHQ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 다.

(다) 일본국헌법의 제정 및 시행

마쓰모토 시안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시된 맥아더 초안이지만, 총사령부 측의 초

56) 대개 소폭의 개정안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민간의 관심은 높아져 당시 내각정보국 세론조사과

가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 조사부에 위촉한 「헌법개정에 관한 세론조사 보고」(1945년 12월 19일자, 보고총수 

287건)에서는 75%(216건)이 ‘헌법개정을 요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57) 国立国会図書館, 전게문건, 1946년 2월 1일자 「憲法改正権限に関するホイットニー·メモ」. 일어 번역은 高柳賢三·

大友一郎·田中英夫 편, 『日本国憲法制定の過程 I』, 有斐閣, 1972년, 79쪽을 참조. 동 문서에서는 2월 26일에 극

동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맥아더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함께 지적하고 있다.

58) 田中英夫, 「憲法裁定過程あれこれ」, 『ジュリスト』 638호, 有斐閣, 1977년

59) 맥아더 노트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高柳賢三 등 편, 전게서, 99쪽을 참조.)

   1. 천황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와 권능은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표명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일본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더욱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도 포기한다. 일본은 그 방위 및 보호를 지금에 이르러 세계를 움직이는 숭고한 이상에 

맡긴다. 일본이 육해공군을 가질 권능은 장래에도 주어질 수 없고, 교전권이 일본군에 주어질 일도 없다.

   3. 일본의 봉건제도는 폐지한다. 황족을 제외한 귀족의 권리는 현재 생존하는 당대의 자에게만 미친다. 화족(華族)

의 지위는 이후 어떠한 국민적 또는 시민적인 정치권력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산의 형태는 국의 제도를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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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작성을 모르고 있던 당시 일본정부는 크게 놀라 마쓰모토 시안의 보충설명 등을 제

시하면서 초안의 철회를 부탁했다. 그러나 당시 민정국은 보충설명조차 거절하며 초안

의 수용 여부에 대해 48시간 내에 회답하도록 요구했다.60)

결국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3월 6일에는 확정안이 

발표되었으며 맥아더 또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자구 수정 등과 선거

를 거쳐 6월 20일, 정부가 중의원에 개정안을 제출하 다.61) 이후 8월 24일에 중의원에

서, 10월 6일에는 귀족원에서 수정가결되었고, 10월 7일에 중의원이 수정안을 다시 가

결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제국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밀원의 자순(諮詢)을 거쳐 10월 29일 가결

되고, 천황의 재가를 얻었다. 새로운 헌법은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62)

(라) 이른바 강요론의 분석

헌법개정론자들 사이에서는 총사령부에 의하여 강요된 헌법, 또는 맥아더가 독단적

으로 결정한 헌법이라는 주장이 활발하다. 특히 제9조에 대하여는 “정확하게는 주권제

한 조항”63)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위권에 교전권까지 부인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결

정적인 제한이라고 비판한다. 즉 마쓰모토 시안에 대하여 맥아더 초안이 나오기까지를 

전후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두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정치체제의 개혁(SWNCC-228)」에서는 반드시 일

본의 교전권 및 자위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구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의 지

60) 国立国会図書館, 전게문건을 바탕으로 요약.

61)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지만, 절차는 이전의 대일본제국헌법 제73조의 개정절차를 따른 것이었다. 군

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으로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학

설이 갈린다. 헌법개정에는 내용상의 한계는 없다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본국헌법은 메이지 헌법 73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 천황의 칙명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국의회의 의결 및 천황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형식으로 성립

된 것이다. 즉 일본국헌법은 메이지 헌법의 개정절차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흠정헌법(欽定 메)이며, 법적 연

통성(連通性)을 가진다."는 것이다.(佐々木惣一, 『改訂 日本国憲法論』, 有斐閣, 1952년, 70쪽 이하) 그러나 헌법개

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대개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의 「8월 혁명설」을 따

르고 있다(통설). 그 근거로 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 으며, "일본의 최종(最終)의 정치형태"는 "일본국민

의 자유에서 표명된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일본국헌법은 메이지 헌법 73조의 개정절차에 의하

여 메이지 헌법의 근본 바탕인 신권주권(神權主權, 천황주권)을 변경한 것, ② 더욱이 천황주권을 국민주권으로 

전환한 것은 일본 정부도 또한 천황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에서 그 

변혁은 헌법적으로는 ‘혁명’이라고 한다.(宮沢俊義, 『(法律学体系) 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55년, 315쪽.)

62) 다만 당시에도 점령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은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점령이 종료된 때이다.

63) 江藤淳, 『1946年 憲法-その約束』, 文芸春秋社, 1980년,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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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또는 총사령부의 기본적 지침이 아니었다. 여러 연구자는 당시 시데하라 총리와 맥

아더의 회담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64)

특히 맥아더와 시데하라 총리는 나중에 증언을 통해 전쟁 포기와 군비 철폐의 구

상을 시데하라 총리의 사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65) 이는 강요나 외교적 목적의 

수사(修辭)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또는 구평화의 사상은 서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 

이미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우치무라 간조(内村監三)의 기독

교적 비전론(非戰論)이나 19세기 자유민권운동가 던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의 헌법사

상이 이미 국제연합과 유사한 만국공의정부(萬國共議政府), 국제연합헌장과 유사한 우내

무상헌법(宇內無上憲法) 등을 이미 구상하 던 사실은 단순히 외국에서 끌어온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한다.66)

(마) 아시다 수정의 분석

한편 헌법개정 초안을 중의원에서 심의하던 과정 중에 이른바 아시다(芦田) 수정이 

있었다. 제90회 제국의회 중의원 제국헌법 개정소위원회에서의 수정인데, 당시 위원장이

던 아시다 히토시(芦田均)의 이름을 따 아시다 수정이라고 불린다.

중의원 심의에서 원안의 표현이 일본이 할 수 없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

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불식하고, 문장의 격조를 높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에 여러 문안을 조정하여 아시다 위원장이 현행과 같이 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목되지 못한 아시다 수정이 이름을 가지게 되고, 또한 주요 논점이 된 

것은 아시다가 1951년 1월 14일에 마이니치신문에서 ‘제1항은 침략전쟁만 포기한 것이

고,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문구는 자위전쟁을 위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른바 아시다 해석)고 주장하면서이다. 즉 정부 원안의 경우 침략

전쟁뿐만 아니라 자위전쟁을 위한 전력까지 포기한 것이지만, 아시다 수정을 거친 현행 

헌법에서는 자위전력의 보유가 허용된다는 것이다.67)

64) 야가사키 히데노리, 전게논문, 227쪽; 高柳賢三·大友一郎·田中英夫 편, 『日本国憲法制定の過程 Ⅱ』, 有斐閣, 

1972년, 43쪽; 伊藤成彦, 『物語 日本国憲法 第九条』(강동완 역: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행복한

책읽기, 2006년, 67~71쪽.

65) 야가사키 히데노리, 전게논문, 227~229쪽. 기타 시데하라 총리 발안설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등 또한 야가사키 

히데노리, 전게논문을 참조.

66) 자세한 것은 야가사키 히데노리, 전게논문; 이경주, 「평화주의와 일본국헌법, 그리고 평화운동」, 『일본사상』 

제4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2년을 참조. 특히 야가사키 히데노리는 GHQ가 우에키 에모리의 동양대일본국국

헌안(東洋大日本國國憲案)을 바탕으로 현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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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심의 원안의 제9조

  국가주권의 발동(發動)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행사(武

力行使)는, 타국과의 사이의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는 구히 이를 포기[放棄]한

다.

  육해공군(陸海空軍)과 그 밖의 전력의 

보유[保持]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행 일본국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正義)와 질서(秩序)

를 기조(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고, 국권(國權)의 발동(發動)

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는 국제분쟁을 해결하

는 수단으로써는 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앞의 항(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육해공군(陸海空軍)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

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시다 수정’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아시다의 의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의 

소위원회는 비공개 고,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시다가 ‘GHQ에 나의 의도가 알

려진다면 수정이 어려우리라는 판단에 따라 의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 이야기가 정설

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3년, GHQ에 제출된 속기록의 번역문이 공개되고 전문이 다시 일본어로 

재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GHQ에 제출하면서 삭제된 부분이 포

함된 원문 속기록이 공개되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아시다 해석’의 의도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아시다가 자신의 의도를 더욱 철저

하게 숨긴 것68)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아시다는 위원회의 토의에서 일관되게 아시

다 해석이 성립할 수 있는 조항 순서의 배치에 대하여는 반대하 으며 오히려 아시다

67) 실제로 극동위원회에서는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66조 제2항에서 “내각총리

대신 및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제66조 제2항을 추가하도록 주문하 고, 이는 아시다 

수정 1개월 뒤에 실행되었다. (최경옥, 「일본국헌법상 헌법 제9조의 제정과정과 개정방향」, 『동아법학』 제37

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년, 49쪽.)

68) 2월 24일에 중․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의 참고인 가운데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가 “아시다는 주의 깊

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의(眞意)는 그러했을 것”(憲法調査会, 『憲法調査会議事録』 제7호, 2000년, 22쪽.)

이라고 하거나 무라타 고지(村田晃司)가 “아시다와 같은 베테랑 정치가라면 그 비밀회의에서 자신이 아시다 수정

에 관한 의도를 대단히 명료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비밀회의의 범위를 넘어서 외부로 누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자신의 의도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며 집어넣고 헌법이 정식으로 공포된 뒤에 그것은 그런 의미 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했다는 가능

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한 것(憲法調査会, 『憲法調査会議事録』 제4호, 2000년, 45쪽.)이 대표적이다. 

이상 김준섭, 전게논문, 55~5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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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더러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시다의 주장뿐만 아니라 

앞에서 거론한 의도를 철저하게 숨긴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정치적인 주장임이 드러난

다.69)

또한 동일인물에 의하여 다른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정당시의 해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70) 특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사인(私人)이자 

개인(個人)의 지위에서 한 발언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71) 아시다는 1946년 8월 21일의 

중의원 제국헌법 개정소위원회에서 “제9조에 있어서 제1항 모두(冒頭)에 ‘일본국민은 정

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라고 부가하고, 그 제2항에 ‘전항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장을 삽입한 것은 군비 철폐를 결의하기에 이른 동

기가 모든 인류의 협화(協和), 세계평화의 염원에서 출발한 취지를 분명히 선두하기 위

함입니다.”72)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시다 수정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아도, 1951년이

라는 시점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위협받던 일본의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아시다 수정’이 아니라 ‘아시다 해석’이 탄생하 다는 분석73)이 

더욱 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제9조 제1항의 해석

(1) 전쟁 포기의 주체와 그 동기

제9조 제1항은 ‘일본국민’이 전쟁을 포기한다고 선명(宣明)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

국민’이란 개개 국민이 아니라, 전체 또는 일체로서의 ‘일본국민’을 의미하며,74) 헌법 전

문(前文)과 제1조에서 주권자라고 규정한 ‘일본국민’과 같은 의미로75) 인적 구성의 면에

서는 ‘일본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76) 이러한 전쟁 포기의 주체로서

의 ‘일본국민’ 내지 ‘일본국’은 국민 가운데 개인이 스스로 자유의지에 바탕하여 이른바 

의용병으로서 외국의 군대나 국제연합군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

69) 이러한 아시다의 행동에 대하여는 김준섭, 전게논문, 58쪽~68쪽;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86~388쪽을 

참조.

70) 粕谷進, 『憲法第九条と自衛権』, 法学書院, 1985년, 20~22쪽.

71)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5쪽.

72) 参議院事務局, 『帝国憲法改正審議録 (戦争放棄篇)』, 新日本法規出版, 1952년, 201쪽.

73) 김준섭, 전게논문, 68쪽.

74) 横田喜三郎, 『自衛権』, 有斐閣, 1951년, 213쪽; 法学協会, 『註解日本国憲法 (上)』, 有斐閣, 1953년, 211쪽.

75) 樋口陽一·佐藤幸治·中村睦男·浦部法穂(이하 樋口陽一 外로 약칭), 『註解法律学全集 憲法Ⅰ』, 青林書院, 1994년, 

160쪽.

76) 樋口陽一 外, 전게서, 160쪽; 小林直樹, 『憲法講義 上 (新版)』, 東京大学出版会, 1980년,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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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7)

전쟁포기의 동기 내지 목적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基調)로 하는 국제평화’의 성실

한 희구이다. 이는 단순히 국제평화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

제(專制)와 예종(隸從), 압박(壓迫)과 편협(偏狹)’(전문 제2문)이 지배하는 상태와 구별되

는 것으로서,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전문 제2문), ‘여러 국민과의 협

화(協和)’(전문 제1문)에 기초하여 달성되는 ‘자유로운 평화’를 의미한다.78)

전쟁을 ‘ 구히’ 포기한다는 것은 잠정 내지 응급의 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될 

국가방침이라는 의미이다.79) 그렇다면 제1항을 헌법개정권에 의한 절차를 따라 변경할 

수 있는가. 구적 평화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함께 국민주권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

며, 그 변경은 당연히 헌법의 동일성을 잃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견해80)도 있지만, 단순

히 ‘ 구히’라는 단어에 따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제2항에서는 ‘ 구히’가 없

으므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귀결이 되는 정치적 주장이며, 법리론적으로는 본조의 

개정이 헌법 제96조가 정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하여야 한

다는 견해도 있다.81) 헌법개정권을 근거짓는 국민주권의 원리만이 개정의 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의 기본은 문언에 따르는 것이지만, 단순히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략전쟁의 포

기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다. 국제평화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를 구성하고, 헌법개정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82)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77) 横田喜三郎, 전게서, 213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160쪽;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国会の憲法論議Ⅰ』, ぎょうせ

い, 1984년, 774쪽 이하. 또한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는 외국군대에 지원하는 것과 국제연합군에 자원하여 

참가하는 것을 구별하여, 전자는 헌법정신에 반하지만 후자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본조가 세계에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각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쟁의 포기와 군비의 철폐를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국민이 외국의 군대에 지원하여 전쟁에 종사하는 것

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세계의 국민이 군비

를 폐지하고 전쟁을 포기하기 까지는 세계의 평화를 그 파괴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제연합군 내지 경찰조직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조직에 의하여 전쟁을 막는 행동에 각국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철폐하는 나라에서도 그러한 조직에 국민이 자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宮沢俊義, 「戦争放棄·義勇兵·警察予備隊」, 『平和と人権』, 東京大学出版会, 1969년, 10~11쪽.) 그러나 국가의 의

사가 개재(介在)되어 의용병을 모집하는 것은 본조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825~826쪽을 참조.

78)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5쪽.

79)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년, 165쪽.

80) 鵜飼信成, 『憲法 (全書)』, 岩波書店, 1956년, 25쪽 및 27쪽.

81)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5쪽 및 179쪽, 785~789쪽을 참조.

82)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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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개정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화주의와 군대의 존재가 반드

시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83)

(2) 포기의 대상

제1항에서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 및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

고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권의 발동인 전쟁

‘국권의 발동인 전쟁’이란 국제법상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의 발동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병력에 의한 국가간의 전쟁을 말한다. 이는 선전포고 또는 최후통첩의 절차를 

거쳐 전쟁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명되거나 무력의 행사를 수반한 국교단절의 형식

으로 묵시적으로 표명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전투행위를 말한다.84)

‘국권의 발동인’이라는 부분은 전쟁이 전통적으로 주권국가에 고유한 권리라는 관념

을 표시한 것이며, 전쟁을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전자에 

한정하는 의미는 아니다.85) 다만 이른바 내전(內戰)과 같이 주권국가의 역 내에서 합

법정부와 반란단체 사이에 지배권력을 둘러싸고 벌이는 전투행위는 그 성질상 여기에서

의 전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86)

(나) 무력의 행사

‘무력의 행사’란 형식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병력에 의한 국가간의 다툼을 가리킨다. 1931년의 만주사변(滿洲事變)이나 

1937년의 중일전쟁이 대표적인 예로, 전쟁의 정식 의사표시 없이 당시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한 ‘전쟁’을 회피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사실상의 무력행사

를 말한다. 이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전쟁을 회피

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그러한 종류의 실질적인 전투행위가 용인된다면 헌법이 의도하는 

‘국제평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무력에 의한 위하

83) 芦部信喜, 전게서, 78쪽.

84) 芦部信喜, 전게서, 256쪽; 芦部信喜(高橋和之 補正), 『憲法 (第四版)』, 岩波書店, 2007년, 56~57쪽; 法学協会. 전

게서, 212쪽.

85) 樋口陽一 外, 전게서, 151쪽.

86)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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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에 의한 위하’란 현실로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 국가를 위협

하는 것이다. 자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군사조치를 하겠다는 뜻의 최후통

첩을 상대 국가에 통고하는 것,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군사적 시위(示威)를 하는 

것, 국경 분쟁 시에 관계 지역으로 군대를 배치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안해역으로 군함

을 파견하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87) 이는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무력의 행사나 전쟁을 유발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88)

(3) 포기의 조건

앞의 (가)~(다)의 포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

다. 이 조건이 ‘무력의 행사’ 및 ‘무력에 의한 위하’만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권

의 발동인 전쟁’은 무조건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

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국에 불법으로 침입한 외국군대를 배제하기 

위한 무력의 행사, 즉 자위권의 행사는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

출된다.89)

그러나 일본 정부의 헌법 초안, 즉 맥아더 초안이 정부로 제출된 뒤 만들어진 마쓰

모토 위원장의 초안에 따르면 “전쟁과 국권의 발동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의 위하(威嚇) 

또는 행사를 타국과의 사이의 쟁의(爭議) 해결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구히 이를 폐지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무력의 위하 또는 행사’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해당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90)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의 행사란 침략전쟁 또는 침략적

인 무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침략(적)’이란 국제법상의 위법을 의미하고, 부

전조약에서 위법하다고 규정한 ‘국제 분쟁 해결 행위’ 또는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한다.91)

따라서 침략적인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국제법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자위전쟁 

내지 자위행동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92) 또한 ‘국제분쟁을 

87) 山本草二, 『国際法 (新版)』, 有斐閣, 1994년, 706쪽.

88) 小林直樹, 전게서, 190쪽; 清宮四郎, 『憲法Ⅰ (第三版)』, 有斐閣, 1979년, 111쪽.

89) 覚道豊治, 『憲法』, ミネルブァ書房, 1993년, 314쪽; 佐藤幸治, 『憲法 (新版)』, 青林書院, 1990년, 568쪽.

90)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0쪽.

91) 芦部信喜, 전게서, 257쪽; 清宮四郎, 전게서, 112쪽.

92) 여기서 자위권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Ⅱ-4.-(1)-(나)-3)-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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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무력행사란 국제분쟁의 당사국으로서 행사하는 수단

이라고 해석되므로, 분쟁당사국 사이에 위법한 침략행위가 있는 때에 비당사국이나 국

제연합 등이 공적(公的)으로 그 방지 또는 진압, 분쟁 처리를 위하여 제재전쟁 내지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93)

그러나 모든 전쟁은 어떠한 의미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침략전쟁에 한하지 않고 자위 및 제재전쟁 또한 ‘국제분쟁’, 즉 

당사국 사이의 주장 대립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수행된다는 견해도 있다. 자위전쟁은 

‘국제분쟁’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제재전쟁 또한 ‘피제재국이 

제재국의 권고 등에 응하지 않아 피제재국과 제제국의 주장 대립이 있을 때에 그를 해

결하는’94) 수단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95)

3.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및 금지의 범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둘러싼 대표적인 앞의 두 견해는 전쟁

의 포기라는 의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따

라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즉 전쟁의 포기와 군비의 철폐라는 각 조항이 어떠한 지위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항이 자위전쟁(또는 행위) 혹은 제재행위를 허용하고 

있느냐로 시선을 좁힐 수도 있겠으나, 제9조 전체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과연 제9조가 어떠한 전쟁을 포기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살피지 않

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의 견해 중 전자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제2항과 함께 고려한다

면 자위전쟁까지도 포기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시다 수정’과 관련하여, 제2항의 ‘전항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제1항과 어떻게 관련지어 이해할 것인지, 즉 제9조 전체에서 모

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항과 제2항의 관계 및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전쟁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한정포기설(침략전쟁포기·자위전쟁 허용설)

93)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0쪽; 法学協会, 전게서, 214쪽.

94)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1쪽.

95) 清宮四郎, 전게서, 112쪽;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3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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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과 근거

제1항은 침략전쟁만을 포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라는 부분을 침략전쟁의 포기라고 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폐

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또한 그를 위하여 일본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국제

법상의 교전권, 즉 교전법규에 따라 국가가 교전자로서 가지는 여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자위전쟁이나 제재전쟁은 포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전력을 보유하고 자위전쟁 또는 제재전쟁시에 국제법상의 교전권

을 향유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위전쟁시에 교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헌법의 법리와는 관계가 없는 국가정책상의 문제라고 한다.96)

그 외에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과 인권존중, 국제협조의 원칙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위권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은 헌법 및 그 전제가 

되는 국가의 존립과 방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권존중규정(일본국헌법 제13조)97)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가해지는 국제적인 침해를 배제할 국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공공복지의 원리를 포함한다고 한다. 또한 국제협조원칙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

장을 가리키며 제9조는 그를 위한 것이며,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의 행사를 허가하고 있다(제51조)98)고 한다. 따라

서 제9조의 해석에는 이러한 법정해제조건부의 자위권행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단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는 본래 전력에 의한 전쟁을 의미하므로 

본조와 저촉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인원·장비가 전력에 미치지 않는 자위력에 의하여 

국제법상 전쟁법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위행동만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한

다.99)

96) 佐々木惣一, 전게서, 231~238쪽; 佐々木惣一, 『憲法学論文選 (3)』, 有斐閣, 1957년(1990년 복간), 25쪽 이하; 大

石義雄, 『日本国憲法の法理』, 有信堂, 1957년, 199~206쪽; 大石義雄, 『日本国憲法逐条講義』, 有信堂, 1953년, 

68~70쪽; 小林宏晨, 『自衛の理論』, 泰流社, 1990년, 246~275쪽; 西修, 『国の防衛と法』, 学陽書房, 1975년, 34쪽 

이하.

97) 일본국헌법 제13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98)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전단(前段)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후략)”

99) 田上穣治, 『新版 日本国憲法原論』, 青林書院, 1985년, 72~75쪽; 田上穣治, 『公法学研究』, 良書普及会, 1982년,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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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쿠리 기지(百里基地) 사건100)에서 제1심 판결이 이 견해를 취한 바 있다.

(전략) 우리나라는 독립국으로서 다른 어떠한 주권주체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한 

자위권 즉 국가가 외부로부터 긴급부정(緊急不正)의 침해를 받은 경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

여 실력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바의 국가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헌법 제9조 제1항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

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자위를 위한 전쟁까지 포기한 

것인지가 우선 검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선 앞의 동항은 문리상으로도 명확하듯이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자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까지 포기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외에 자위권 내지 자위를 위한 전쟁을 포기하는 뜻을 정한 규정도 존

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통치의 근본을 정하는 헌법은 국가로서의 이념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그 실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헌법 전문 제2항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의 「유지」를 「결의」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도 명확하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존립,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그 전제로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

라의 주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다하기 위하여는 이들 권리가 침해되어 또는 침해되

려는 경우 이를 저지, 배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의 원칙에 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

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취지로 

하는 바가 우리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긴급부정의 침해를 받아 존망의 위기에 처해진 경우에도 

또한 스스로 손을 펼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

정과 신의」에 맡기는 것을 결의하 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가맹

한 국제연합에 의한 안전보장(국제연합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이 아직 유효적절하게 그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하(現下)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저지, 배제하고 또한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면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그 침해를 저지, 배제하는 권한을 가지

는 것이라고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 그 침해를 저지, 배제하는데 필요한 한도에

서 자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의 범위에서의 자위의 조치는 자위권

100) 햐쿠리 기지 사건은 이바라키현(茨城県) 오미타마시(小美玉市)의 항공자위대 햐쿠리 기지의 예정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 주민이 기지건설반대파인 주민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 다가 대금지불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

어지자 그 사이에 방위청에 그 토지를 매각하고 피고와의 사이의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자 피고측이 자위대의 위헌, 방위청과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이다.

  제1심의 미토 지방재판소는 통치행위론을 적용하여 자위대는 재판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 고, 제2심의 

도쿄 고등재판소는 자위대의 헌법판단 자체가 본건에 관하여는 불필요하다고 하 으며 최고재판소도 제2심을 지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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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으로서 국제법상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이것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제51

조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

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

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조응(照應)하는 것이다.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前段)은 전력의 불보유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자위를 위하여도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음의 검토를 요

하는 점이다. 동조 제2항 전단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1항의 취지와의 관계에서 이를 합리적

으로 해석하면 제1항의 전력포기 등의 선언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 바꾸어 

말하면 「전항의 목적」이란 제1항 전체의 취지를 따라 침략전쟁과 침략적인 무력에 의한 위

하 내지 그 행사에 공(供)하는 일체의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

고, 앞의 제1항의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취지만을 따라 전력불보유의 동기를 표

시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견해야말로 헌법 제66조 제2항의 이른바 문

민조항의 합리적 존재이유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9조 제2항 후단(後段)은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위를 위한 전쟁도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

는 「교전권」이란 전쟁의 포기를 정하는 제1항과의 관련에서, 또한 전쟁의 수단인 전력의 불

보유를 정한 제2항 전단의 바탕을 따라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전쟁을 할 권

리」라고 풀이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인정되는 각종의 

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하여 침해를 저지, 배제하기 위하여 실력행동에 나아가는 것 자체는 전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 요컨대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자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및 그 자위권 행사를 위하여 유효적절한 

방위조치를 미리 조직, 정비하는 것은 헌법 전문(前文), 제9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야 한다. (후략)101)

(나) 문제점의 분석

그러나 이 설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라는 이른바 아시다 수정의 입법의사에 대하여 자위군의 보유를 의도한 것이라고 하

는 일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다 수정 자체에 의문

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수정이 존재하 더라도 이는 아시다 개인의 

주관적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입법자 전체나 위원장으로서의 수정의도를 나타낸 것이

101) 水戸地判 昭和 52년 2월 17일 선고(判例タイムズ 제345호 제166쪽; 裁判所時報 제842호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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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원회의 입법의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시다의 위원장보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쟁 포기, 군비 철폐를 결의하기에 이른 동기가 모든 

인류의 협화(協和), 세계평화의 염원에서 출발한 취지를 분명히 선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후의 정부의 견해이기도 하다.102)

다음으로 만약 자위전쟁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위를 위한 군대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고, 제9조 제2항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또는 적어지거나 

극히 불명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위전쟁을 인정하면서 제9조 제2항이 ‘전항의 목

적’이라고 한정한 바에 따라 전력을 폐기하고, 또한 교전권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처음부터 침략전쟁을 위한 군비와 자위전쟁을 위한 군비를 실제로 구별

할 수 있는가, 그 자체도 대단히 의문이다. 군비와 자위전쟁을 위한 자위를 위한 전력

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전력 일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제2항은 사실상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103)

또한 엄밀하게는 이 견해에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위전쟁과 제재전쟁은 ‘당

사국이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서서 교전자로서 인정되는 해적(害敵) 수단(교전권)을 

일반적으로 행사하여 싸우는 전쟁’, 즉 평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당사국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104) 그러한 의미에서의 ‘전쟁’은 침략은 물론이고 자위나 제

재를 위한 것이라도 국제법(국제연합헌장)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105) 이러한 국제

법의 일반원칙을 간과하고, 본조는 자위 내지 제재 전쟁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협조주의(헌법 전문)과 국제법규의 존중(제98조 제2항)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

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견해에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쟁’이란 국제

연합헌장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가 고유의 자위권에 기초한 자위조치(제51조), 국제질서

의 파괴에 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군사적 제재조치(제43조 이하)를 가리

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연합헌장과 모순없는 이해를 하고자 이 이론은 헌법의 기본원

102) 당시 시데하라 기주로 국무대신은 귀족원에서 “국제평화를 희구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은 가지지 않는

다.”며 아시다의 보고에 대응하여 정부의 견해를 표명하 다. 또한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徳次郎) 국무대신도 헌

법조사회에서 당시의 기분으로서는 “아시다 선생이 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진

정한 성질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포기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방기한다

고 하는 것으로, 이 헌법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여 아시다가 말한 것과 같이 “자위를 

위한다면 전력을 가진다고 하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은 …… 그 당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5~406쪽.)

103) 芦部信喜, 『憲法学Ⅰ』, 有斐閣, 1992년, 270쪽.

104) 高野雄一, 「憲法第9条ー国際法にみた戦争放棄条項」, 『宮沢俊義還暦記念 日本国憲法体系 (2)』, 有斐閣, 1965년, 

114쪽 및 117쪽.

105) 小針司, 『文民統制の憲法学的研究』, 信山社出版, 1991년,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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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민주권, 인권존중, 국제협조)에 따라 본조는 ‘자위력’에 의한 ‘자위행동’을 허용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헌법의 기본원리를 근거로 드는 견해와 다

르지 않다.

(2) 전쟁수행불능설(제2항 전면 포기설)

한정포기설과 같이 제1항에서는 침략전쟁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제2항

의 ‘전항의 목적’에 대하여는 전항을 정하게 된 목적, 즉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

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라는 제1항 전체의 지도정신인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의 성실한 희구,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

다. 또한 ‘달성하기 위하여’란 전력폐기의 조건이 아닌 그 동기를 나타내고, 제2항의 전

력폐기는 무조건으로 규정된 것이며 더욱이 교전권, 즉 국가로서 전쟁을 행할 권리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조에 따르면 자위전쟁을 행하거나 제재전쟁에 참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른바 ‘경찰력’에 의한 자위조치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는 제9조의 제

1항과 제2항을 통하여 전체로써 사실상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고 해석한다.106)

나가누마(長沼) 사건107)에서 제1심 판결이 이 견해를 취한 바 있다.

106)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08쪽 이하; 芦部信喜, 전게서, 259~262쪽; 宮沢俊義, 전게서, 170~171쪽; 佐

藤功, 『日本国憲法概説 (全訂新版)』, 学陽書房, 1974년, 72~73쪽; 法学協会, 전게서, 213쪽 이하; 横田喜三郎, 

『戦争の放棄』, 国立書院, 1947년, 43쪽 이하; 鵜飼信成, 전게서, 60쪽; 小林直樹, 전게서, 189쪽 이하; 山内敏弘, 

전게서, 65쪽; 최경옥, 전게논문, 57쪽.

107) 나가누마 사건은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군(夕張郡) 나가누마초(長沼町)에 항공자위대의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농림대신이 1969년에 삼림법에 근거하여 국유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한 것에 대하여 반대

주민이 기지에 공익성이 없고 ‘자위대는 위헌, 안보임 해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제1심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자위대는 헌법 제9조가 금지하는 육해공군에 해당하여 위헌이다.’라고 하고, 

‘세계 각국은 모두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군비를 보유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는 그것이 군대 내지 전력인 것을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위헌판결로 원

고·주민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보안림 해제의 목적이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 삼림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공익상

의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안림의 해제처분은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주문

에서 국유보안림의 해제를 취소한다고 판시하 다. 보안림 지정 해제 처분과 나이키J의 발사기지의 설치에 따라 

유사시에는 상대국의 공격의 제1목표가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평화적 생존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 다. 평화적 생존권에 대하여는 ‘국민 한사람 한사

람이 평화롭게 생존하고, 또한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확하게 판시하 다.

  그러나 제2심에서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주민측의 소의 이익(홍수의 위험)’은 방위시설청의 대체시설건설(댐)에 

의하여 보전된다고 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자위대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시나가

와(砂川) 사건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 있는 국가행위는 극히 명백한 위헌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하는 통치행위론을 전개하 다.

  이후 최고재판소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고주민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주민측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2

심에서 언급된 자위대의 위헌심사는 회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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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보면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

히 희구하며’의 문언은 전문에서 표방한 평화주의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하고, 또한 

모든 국가는 정의와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그를 신뢰함과 함께 정의와 질서가 국

제사회를 지배한다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함에 따라 그를 성실히 희구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하여 동항에 이하의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이다.

  ‘국권의 발동인 전쟁’이란 국가행위로서의 전쟁과 같은 뜻이다. 또한 본항에서는 국권의 발

동에 미치지 않는 전쟁의 존재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무력에 의한 위하 또는 무력의 행

사’에서 말하는 ‘무력’이란 실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조직체이지만, 

이 의미는 뒤에서 이야기할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전력’과 같은 의미이다. ‘무력에 의한 위

하’란 전쟁 또는 전투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여 행해지는 위하이며, ‘무력의 행사’란 국

제법상 용인되고 있는 전쟁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사실상의 전투행위를 의미한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구히 이를 포기한다.’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으로서 포기되는 전쟁이란 불법한 전쟁, 즉 침략전쟁을 의미한다. 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

단으로서’라고 하는 문언의 의미를 대체로 일체의 국제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자위전쟁, 제재전쟁 또한 포함하여 어떠한 전쟁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입

장도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본항에서 특히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등이라고 끊을 

필요는 없고, 또한 그 문언은 이를테면 1928년의 부전조약에서도 보이는 바로 동 조약에서는 

당연히 자위전쟁, 제재전쟁을 제외한 기타의 불법한 전쟁, 즉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며(그것은 동 조약에 관하여 미 국무장관이 각국에 보낸 서간에 명기되어 있다.), 이후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의 해석에도 같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는 아직 자위전쟁, 제재전쟁

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동조 제2항에 대하여 본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의 ‘전항의 목적’이란 

제1항을 규정하기에 이른 기본정신, 즉 동항을 정하기에 이른 목적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

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리킨다. 이 ‘전항의 목적’이

라는 문언을 단순히 제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만으로 한정하여 그를 위하여 

전쟁, 즉 불법한 전쟁, 침략전쟁만을 포기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는 앞에서 이야기한 헌법 전문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하겠듯이 

현행헌법 성립의 역사적 경위에도 반하며, 더욱이 본항의 교전권 포기의 규정에도 저촉되는 

것이며 또한 현행 헌법에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등의 전쟁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규정을 두

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를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 ‘육해공군’은 통상의 관념에서 생

각하면 군대의 형태이며, 이렇게 정의짓게 된다면 이는 ‘외국에 대한 실력적인 전투행동을 목

적으로 하는 인적, 물적 수단으로서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치안을 목

적으로 하는 경찰과 구별된다. ‘기타의 전력’은 육해공군 이외의 군대나 또는 군이라는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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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에 필적하는 실력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목적

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으로서의 조직체를 말한다. 그 가운데에는 전쟁수

행을 위한 군수생산시설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기타의 전력의 의미를 넓게 전쟁을 위한 수

단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일체의 인적, 물적 세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대사회에 불가결한 

경제, 산업구조에 불가결한 부분이 이에 포함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듯 본항에서 일체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이상 군대, 기타 전력에 의한 자

위전쟁, 제재전쟁도 사실상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108)

(3) 준별불능설(제1항 전면 포기설)

제1항만으로도 일체의 전쟁이 포기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국제분쟁을 해

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그 외의 전쟁을 구별하는 것은 개념상 불명확하며, 또한 

전쟁의 대의명분으로 통상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라고 선언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구별

이 극히 곤란하다는 것, 또한 헌법전문은 물론 본문의 어디에도 자위를 위한 전쟁이나 

군비를 예상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게다가 전문 제2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

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고 하며 또

한 본조 제2항에서 무조건으로 군비를 철폐하여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 전쟁수행

불능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9조 전체에서는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상 제1항

에서 침략전쟁만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109)

(4) 견해의 검토

자위전쟁허용설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전쟁수행불능설과 준

별불능설은 모두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여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종래의 국제법상의 용례를 따르는가 아닌가, 즉 전자의 경우 제1항에서는 침

략전쟁만 포기하고, 제2항에 따라 자위전쟁 및 제재전쟁도 포기한다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용례에 구애되지 않고 본조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

항의 전력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 없이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전

쟁이 포기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종래의 국제법상의 용례는 제9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108) 札幌地判 쇼와 48년 9월 7일 선고(判例タイムズ 제297호 140쪽; 裁判所時報 제712호 249쪽)

109)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1~165쪽; 清宮四郎, 전게서, 112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153~155쪽; 小林

孝輔·芹沢斉 편,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憲法 (第四版)』(水島朝穂), 日本評論社, 1997년, 44쪽; 松井茂記, 『日本国
憲法 (第三版)』, 有斐閣, 2007년, 195~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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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본조에서 일본의 안보는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바탕한 국

제적인 평화시스템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의 문언도 가능한 국제법상의 용례에 따라 그 의미내

용을 이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본조의 의미내용의 해석에 있

어서 실정법론으로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앞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하는 무엇보다도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원칙으로 금지된 행위

에 해당한다(제2조의4). 그리고 준별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침략전쟁과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자위전쟁’, 즉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위행

동 또는 그것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하는 제한적인 자위행동의 범위를 넘어 

침략적 또는 평화파괴적인 것이라면 국제법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위전쟁 내지 행동은 헌법상으로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

력행사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라 포기된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이해가 정당

하다면 ‘일본국헌법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언에 굳이 종래의 의미

를 넘어선 의미를 심어두었다고 해석’110)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도 기본적으로는 전쟁수행불능설을 따르고 있다. 다만 ‘전항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9조 제2항의 문언을 제1항 전체의 취지, 즉 ‘국제분

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전쟁은 

침략을 위한 것과 자위를 위한 것을 묻지 않고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국가고유의 자위권에 바탕하여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만이 헌법상 허용

된다고 한다. 이는 전쟁수행불능설을 따르면서도 ‘전항의 목적’인 ‘제1항 전체의 취지’를 

‘제1항 전체의 지도정신’이 아니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등의 포기

로 교묘하게 비켜가는 것으로, 필견 자위전쟁허용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위권과 전력에 관한 정부의 견해가 전쟁수행불능설이나 준별불능설과 적지 않게 다른 

점이다.

4. 제9조 제2항의 해석

제9조 제2항 전단(前段)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의 전

110) 樋口陽一 外, 전게서,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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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및 아시다 수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의 

문제는 자위대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큰 ‘전력’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하

여 ‘자위권’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일본정부는 ‘자위권’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을 갖는 것은 제2항에서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위대 합헌의 근거를 그 

‘자위권’의 개념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일본국헌법과 ‘자위권’

(가) 자위권의 의미

‘자위권’(自衛權)이란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인 전개를 거쳐 온 개념으로 일의적인 개

념은 아니다.111) 다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급박하고 부정(不正)한 침해에 대하

여 다른 수단을 취할 여지가 없는 경우, 침해배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국가가 실력(實力)

을 행사할 권리’112)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위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우선 외국으로부터 가해진 침해가 급박부정한 것이어야 한다. 즉 침해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급박한 것이어야 하고,113) 거기에다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성).114) 다음으로 실제로 실력이 행사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침해를 배제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즉 침해배제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

사하는 것이 불가결한 경우여야 한다(필요성).115) 마지막으로 행사되는 실력이 침해의 

배제에 필요하고 또한 상당한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즉 반격행위는 침해행

위에 대하여 균형을 잃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과잉반격이 아니어야 한다(균형성).116)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만 그 실력행사가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적법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위권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된다. 국제연

111) 이러한 자위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는 村瀬信也·奥脇直也·古川照美·田中忠, 『現代国際法の指標』, 有

斐閣, 1994년, 283쪽 이하를 참조.

112) 高野雄一, 『国際法概論 (上) (全訂新版)』, 弘文堂, 1985년, 182~183쪽; 横田喜三郎, 『国際法 (改訂版)』, 有斐

閣, 1960년, 81쪽; 芦部信善, 전게서, 263쪽.

113) 따라서 그 침해가 장래에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이미 행하여진 과거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横田喜三郎, 

전게서, 81쪽을 참조.

114) 이 점에서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국을 침해하는 행위(긴급피난)과 구별된다.

115) 横田喜三郎, 『自衛権』, 有斐閣, 1951년, 51~52쪽; 芦部信善, 전게서, 263쪽.

116) 筒井若水, 『自衛権』, 有斐閣, 1983년, 13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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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장도 이를 확인하고(제51조), 무력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2조의4),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반격을 허용하고 있다.

(나) 일본국헌법과 자위권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위권에 대하여 일본국헌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제9조 제정의 역사에서 보면 맥아더 노트에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전쟁도 포기한다.’고 명기된 부분이 있었으나,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는 자위권의 존

재 내지 그 행사까지 헌법의 명문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하여 운 위원회의 

시안에서 삭제된 것은 헌법이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추측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

고 있다. 일본정부의 내각법제국도 또한 추밀원(樞密院) 및 제국의회에서 법안심사시에 

자위권의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문답을 준비한 바 있다.117)

문(問) 아국(我國)에 대하여 외국이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는가.

  답(答) 전쟁은 상대방이 있을 때 처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다른 나라가 그러한 무

력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침략의 폭도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본조에서 정

한 바와 같은 원칙을 채용하고서 그 생존과 안전을 전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일리가 있어 부정하기가 어렵다. 일단 본조의 원칙은 이론상 국가의 자위권의 발동을 부

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전력의 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자위권을 긍정

하여 보아도 실익은 없다. 본조의 참뜻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여러 외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원

칙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라고 할만하다. 따라서 여러 외국의 의도를 묻지 않고 일방적

으로 본조와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세계의 정의관에 호소하여 침략행동을 배제하는 방법도 발견하여야 하고, 우

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세계의 습속에 항거해 나가는 이상(理想)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장래

의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며, 의심을 거둘 기회이다.

  문(問) 자위권은 인정되는가.

  답(答)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서 일체의 군비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더라도 본격적

인 전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국민이 궐기하여 자위적 저항을 행

하는 것은 제9조와 관계없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추밀원 심사(1946년 5월 6일 제3회)에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답도 있

었다.118)

117) 이하 内閣法制局, 『憲法改正草案に関する想定問答 (第3輯)』, 1946년 및 内閣法制局, 「主権·国体·自衛権等に関
する想定問答」(1946년 5월 29일).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12~413쪽에서 재인용.

118) 이하 문답은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13~41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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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라이자부로(林頼三郎) 고문관 제9조 제1항과 제2항과의 관계입니다. 

제1항은 다음에서 보면 침략전쟁의 금지규정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만, 제1항을 제2항과 별

도의 항으로 하여 쓴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쟁을 부정하는 취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위전쟁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 여하.

  이리에 도시로(入江俊郎) 내각법제국 장관 제1항과 제2항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제

1항에서는 자위권은 관념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전쟁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는 제

2항에서 부정됩니다. 전쟁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위권의 행사라면 가능합니다. 오직 무력을 가

지지 않는 이상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중간 생략)

하야시 대체 그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규정은 많습니다. 개인에 대하여 인권

을 철저히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 국권도 충분히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조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위권은 보증한다. 개인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는 국가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침해를 받더라도 손을 써서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부조화입니다. 전쟁포기의 구성은, 

그 점 여하.

  이리에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전쟁, 무

력에 의한 해결을 금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목숨을 버리는[捨身]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에 맡긴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본관념으로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만, 그 규정의 주지

(主旨)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의 문답과 같은 견해를 보인 바 있다. 1946년 6월 

26일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내각총리대신의 답변에서는 “전쟁포기에 관한 본안

의 규정은 직접적으로는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9조 제2항에서 일체의 군

비와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 자위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도, 또한 교

전권도 포기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 다.119)

헌법 제정 직후에는 신헌법의 해설서나 계몽서가 다수 출간되었고, 그러한 책이나 

논문을 개관하여 보면 우선 자위권의 존재를 명언하거나 자위를 위한 전쟁 또는 무력

의 행사가 제9조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학설은 극히 소수 또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은 제헌의회에서 자위권에 대한 논의를 답습하여 정부의 견해를 지지하 다. 또

한 당시에는 자위권의 포기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명언하지는 않았으나 실질

119) 官報号外 昭和 21년 6월 27일 衆議院議事速記録 제6호 81쪽.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14쪽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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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자위권을 포기, 부인하 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결코 적지 않았고 유력한 견해

라고 할 수 있었다.120) 그러나 이후 냉전이 도래하고, 한국전쟁이 격발하면서 제9조의 

해석에서도 안전보장의 방향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관련성에서 자위권

의 존부 내지 그 내용이 문제되었다.

제9조 하에서도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본조에서 이 권리를 부정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한다. 단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의 자위권이 본조에서 그대로 보유를 허용한다고 해석하는가, 아니면 

본조와 헌법의 평화주의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는가에 따라 나뉘게 된다.

1) 무력(전력)에 의한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자위전력 합헌설)

이는 전쟁포기에 관하여 자위전쟁이 허용된다는 견해에 따른 견해로, 본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그를 위한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자

위권에 기초한 자위전쟁의 수행과 그를 위한 전력의 보유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견해

는 헌법상 유보된 자위권을 육해공군과 같은 전력 내지 무력에 의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위권이 주권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족한 전력

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본조에 대한 이해가 형식적이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문규정

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주장하는 학자가 많지 않다.121) 햐쿠리 기지 사건 제1

심 판결의 경우 한정포기설과 함께 자위권이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스나가와(砂

川) 사건122) 제1심 판결은 이러한 견해를 명확히 부정한다.

120) 山内敏弘, 전게서, 134쪽 이하 참조.

121) 대표적인 학자는 앞의 한정포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로 佐々木惣一, 大石義雄, 小林宏晨, 西修 등.

122)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8일, 도쿄 조달국(調達局)이 당시 도쿄도(東京都) 기타타마군(北多摩郡) 스나가와

초(砂川町)에 있는 미군의 다치카와(立川) 기지 확장을 위한 측량을 수행하자 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데모대 일부

가 미군 기지의 출입금지 경계책을 부수고 기지 내에 수 미터 출입하 다고 하여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

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근거하는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의 실시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스나가와 분쟁」이라고도 한다.

  제1심(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주일미군은 전력의 보유에 해당하여 위헌이며, 해당 형사특별법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재판장이던 다테 아키오(伊達秋雄)의 이름을 딴 다테 판결이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검찰이 이에 대해 도약상고하자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9조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았고, 보유를 금지한 전력에

는 일본국이 지휘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력이므로 외국의 군대는 전력이라고 할 수 없어 주일미군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일미안보조약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조약은 명백히 위헌무효가 아닌 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

다는 ‘통치행위론’을 제시하 다.

  최근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당시 주일 미대사 던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II)가 해당 판결

의 파기를 노리고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에게 최고재로의 도약상고를 촉구하는 외교 압력을 

가하고, 최고재 장관과 밀담하는 등 노골적인 개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共同通信 2008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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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구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쟁을 행할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실질적 바탕으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는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략적 전쟁은 물론이고 자위를 위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

쟁 및 자위권을 위한 전력의 보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중략) 단순히 소극적으

로 여러 외국에 대하여 종래의 우리나라의 군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의 열매

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원의 평화

를 실현하기 위한 선구(先驅)라고 하는 고원(高遠)한 이상과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23)

2) 무력(전력) 없는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

이 견해는 국제법상 자위를 위한 무력 내지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국제연합헌장 제51조)로서 부정되지 않지만,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제9조

에 따라 육해공군과 같은 전력에 의한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위권의 내용이 제

한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가) 자위력에 의한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자위력설)

자위전쟁이나 자위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국가 고유의 자위권

을 헌법에서 포기한 것은 아닌 이상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전력에 이르지 않은 (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제9조 제2항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124)

1952년 3월 6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 그리고 1955년 6월 

1일의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리가 자위전력합헌설을 주장

했다가 국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 이를 철회한 바와 같이, 자위전력합헌설의 경우 정

부차원의 헌법해석론으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었으므로 그 대신에 채택한 공식견해이

기도 하다.

먼저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위권은 국가가 독립국인 이상 그 국가가 당연히 

보유하는 권리이다. 헌법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우리나라가 자위권

123) 東京地判 昭和 34년 3월 30일 선고(下級裁判所刑事裁判例集 제1권 제3호 776쪽; 判例タイムズ 제89호 79쪽; 裁

判所時報 제180호 3쪽)

124) 앞에서 살펴본 한정포기설을 주장하는 학자인 田上穣治도 이러한 견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覚道豊治, 전게

서, 317쪽; 佐藤幸治, 전게서, 653쪽; 伊藤正己, 『憲法 (新版)』, 弘文堂, 1990년, 173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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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만, 자위를 위한 항쟁은 포기하지 아니한다. ① 전력

과 무력의 위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포

기한다는 것이다. ②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무력공격을 방지하는 것은 자

기방위로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 따라서 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에 국토를 방위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

다.125)

스나가와 사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자위권에 바탕하여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명

료하지는 않으나 본 견해에 속한다.126)

제9조는 이른바 전쟁을 포기하고, 소위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물

론 이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주권국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자위권은 조금도 부정되는 것이 아

니며,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는 결코 무방비, 무저항을 정한 것은 아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27)

이 견해는 우선 헌법에서 그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전력을 ‘자위를 위하여 필요최

소한도의 실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여 자위력과 전력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자위력은 전력, 즉 자

위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무의미한 동어반복이 계속되는 것이다.128)

다음 문제는 자위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른바 신축성 있는 개념이 되고 있

는 점이다. 이를테면 1978년 2월 14일의 정부견해에서 “헌법상의 제약 아래에서 보유가 

허용되는 자위력의 구체적인 한도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국제정세, 군사기술의 수준 기

타의 여러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면을 갖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

는 것에서 드러난다.129) 이 견해에서도 “성능상 오로지 타국의 토의 괴멸적 파괴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병기(이를테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폭격기 등)에 대하여는 어

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125)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603~604쪽. 제21회 국회(쇼와 29년(1954년) 12월 22일).

126)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19쪽.

127) 最大判 昭和 34년 12월 16일 선고(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제13권 제13호 제3225쪽; 判例タイムズ 제99호 42쪽; 

裁判所時報 제208호 1쪽)

128) 山内敏弘, 전게서, 83쪽; 小林直樹, 「憲法第九条の総合的検討」, 『法律時報 臨時増刊 自衛隊裁判』 1973년 8월

호, 日本評論社, 30쪽.

129) 有斐閣 편, 『憲法第九条 (改訂版)』, 1986년, 有斐閣,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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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는 자위력의 한계를 명시 하 다기보다도 오히려 정부의 자위력 개념이 얼마

나 무한정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130) 즉 대륙간탄도미사

일이나 장거리전략폭격기만이 전력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자위력 없는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131)

이 견해 또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 자체는 포기된 것이 아니지만, 제2항에

서 보유를 금지하는 전력이 ‘경찰력을 초과한 실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경찰력

을 초과한 자위력의 보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132)

나가누마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견해에 따라 자위권을 무력에 의하지 않은 방법, 

즉 ① 외교적 교섭에 의하여 침해를 미연에 회피하는 것, ② 경찰력에 의한 침해의 배

제, ③ 민중이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군민봉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현행 헌법이 이상(以上)과 같이 그 전문 및 제9조에서 일체의 전력 및 군비를 갖는 것

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가 독립 주권국으로서 그 고유의 자위권 자체까지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쇼와 34년 12월 16일자 최고재판소 판결 참

조). 그러나 자위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직접 군사력에 의하여 자위에 직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국가의 안전보장(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그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의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나 외교, 국제정세와 같은 국제문제와 무관계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종합적인 시야에 서야 먼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안전보장이 확보됨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초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확고한 평화로의 결의와 함께 나라의 평화문제를 바르게 인식, 이해하고 끊임없이 

독선과 편협을 배제하여 근린 제국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면서 사회체제의 이동(異同)을 넘

어 이들과 우호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국내, 국제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서, 안전

보장의 방법을 정확히 판단하고, 국민 전체가 서로 협력해가는 것 이외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없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설 때 처음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마치 군사력만이 유일하고 필요하며 불가한 듯한 일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러한 이념에 입각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의 자위권

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한 수단이다. 즉 갑 제179호증, 증인 다

바타 시게지로(田畑茂二郎)의 심문결과에서 보면 자위권의 행사는 단지 평화시의 외교교섭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미연에 회피하는 방법 외에 위급한 침해에 대하여 본래 국내

130) 山内敏弘, 전게서, 84쪽.

131) 芦部信喜, 전게서, 266쪽은 경찰력을 넘어선 실력은 모두 보유를 금지한 전력에 해당하므로, 이 견해를 ‘진정한 

무력 없는 자위권’에 대한 견해라고도 부른다.

132) 전쟁수행불능설과 준별불능설을 취하는 견해의 대부분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

勝利),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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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로 하여금 이를 배제하는 방법, 민중이 무기를 가지고 저항

하는 군민봉기의 방법이 있고, 게다가 침략국 국민의 재산몰수라거나 침략국 국민의 국외 추

방이라는 예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또한 증인 고바야시 나오키(小林直樹)의 심문결과

에서 보면 비군사적인 자위저항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의 역

사에는 이러한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국민이, 또 그 민족이 지(英知)를 발휘해 이에 저항을 해

온 수많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는 더욱이 장래에도 그 시대, 그 정황에 따라 국민

의 지와 노력에 따라 언제 그러한 수많은 종류와 방법을 찾아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

에서 이야기 한 국제연합도 그 창립 이래 이십여 년의 역사 속에서 몇몇 국제분쟁에서 적절

한 경찰행동을 취하고, 쌍방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도 이에 부가할 수 있

다.133)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①과 같은 외교교섭에 대

하여는 근본적으로 자위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134), 이러한 외교교섭을 자위권의 행

사에 포함시키게 되면 자위권의 개념이 대책 없이 확대되어 그 고유한 법적 의미를 상

실하게 된다135)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의 경찰력에 의한 배제에 대하여는 본래 국내 치

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력에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할 임무와 권한을 국가

로부터 부여한다면 이는 그 시점부터 ‘비정규군대’로서 교전권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전

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력없는 자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136) 

③의 군민봉기는 국가의 의사에 유래하지 않는 것인데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137)

3) 자위권에 대한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함께 국제법에서의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전후에 일본의 헌법 

및 헌법학에서 특히 제9조와 관련하여 쓰여온 바를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8)

우선 제헌의회와 헌법제정 직후에는 자위권이 9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포기된다고 

하는 견해가 우세하 다. 이 단계에서의 자위권은 일반적으로 자위를 위한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할 권리라고 이해되었고, 무력 없는 자위권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중공의 성립과 같은 여러 국제적 배경과 함께 일본의 강화(講和) 및 

독립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무력없는 자위권’을 제창하 고, 요코타 기사

133) 札幌地判 쇼와 48년 9월 7일 선고(判例タイムズ 제297호 140쪽; 裁判所時報 제712호 249쪽)

134) 宮崎繁樹, 「長沼判決の国際法的検討」, 『法学セミナー』 제218호, 日本評論社, 1973년, 23쪽.

135) 山内敏弘, 전게서, 208쪽.

136) 宮崎繁樹, 전게논문, 24쪽; 山内敏弘, 전게서, 202쪽 및 208쪽.

137) 山内敏弘, 전게서, 209쪽.

138) 자세한 것은 山内敏弘, 전게서, 121~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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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横田喜三郎)를 시작으로 여러 학자가 지지하고 나서면서 ‘무력없는 자위권’이 존재

한다는 견해가 곧 학계의 통설적 지위를 점하기도 했다.

자위권이라는 존재가 일단 인지되자 그에 따른 자위력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

작하 다. 무력없는 자위권이라는 견해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자위력 보유를 정당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1954년의 자위대법의 제정을 통해 드디어 ‘무력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위권 및 무력 없는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일본국헌법 

하에서 결코 확고부동한 지위를 점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후 일본의 헌법사와 

정치사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정치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위권 

또는 무력 없는 자위권의 존재가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물론 이

는 국제법상의 일반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 또한 독립주

권국가인 이상 자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관하여 더욱이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상

의 자위권은 어떠한 성격과 의미내용을 가지는가, 그리고 일본국헌법 제9조와 전문의 

평화주의에서 실질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 자위권은 국가의 자연권인가

자위권론자의 인식에 기저에 깔린 것은 이러한 자위권은 국가의 자연권의 하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은 아니다이다. 

자위권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지만, 그 의미는 19세기 이전과는 다르

고, 오늘날에는 자연법적 권리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정국제법상의 권

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139)

많은 학자들은 기본적 권리의무의 성질에 대하여 국가로서 당연히 가지는 것, 고유한 기본

적인 권리나 의무라고 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 조약에 의하여 이를 제한 또는 폐지할 수 

없다. …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가 국

제법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즉 국제법상으로 권리로 주장되고, 의무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 국제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국제법상의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법과 분리된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는 없다. … 이는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

고 폐지되는 것이다. 국제법이 인정하는 것, 부여하는 것인 이상 국제법은 이를 제한하거나 

139) 山内敏弘, 전게서,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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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140)

법질서 이전에 권리의무가 존재하는 것, 즉 국제법과 분리되어 독자로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가 존재할 수는 없다. … 정치적 사회에 대치하여 자연상태의 관념을 그대로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141)

또한 개인의 정당방위와 국가의 자위권을 연관시켜 개인의 정당방위가 불가침이듯

이 국가의 자위권도 불가침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자위권과 정당방위를 

연결시키는 것은 자위권에 대해 폭넓게 나타나는 인식으로, 사토 이사오(佐藤功)는 “자

위권이란 형법상의 개인의 정당방위권의 관념과 동일하게, 국가가 급박부정의 침략을 

받은 경우 그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그 침략을 배제할 수 있

는 권리이다.”142)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은 그 자체가 자기목적이지만, 국가의 존재 자체는 자

기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143)

먼저 본질이해에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추상적, 제도적 조직의 생존이라고 하는 비유와 개

인의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정신적·신체적인 생존은 이질적인 것으로, 개인의 총체인 인민

의 구체적 권리와 모순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양자의 안이한 유추[analogy]는 이질적인 본질

의 구별을 오인한 면이 강하다.

  구조면에서 보아도 국내 법사회에서 개인의 정당방위권의 발동이 국내 법질서 전체의 근본

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자위권의 발동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야기될 향력, 피해라는 점에서도 (개인의 정당방위

권 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지만, (국가의 자위권 발동은) 큰 참화-핵 자위전쟁을 생각

해보자-를 초래할 정도라는 상이한 점이 있다.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달리 국제법상의 자위권은 심히 애매한 개념으로, 각국이 그를 위

장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확대해석하여 국제평화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144)

국가의 자위권을 이러한 개인의 정당방위권과 간단히 동치할 수 없는 이상, 국가의 

자위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의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145)

나) 국제법상의 자위권을 헌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포기할 수 없는가

140) 横田喜三郎, 『国際法 (改訂版)』, 有斐閣, 1960년, 67쪽 이하.

141) 高野雄一, 전게서, 129쪽.

142) 佐藤功, 전게서, 75쪽.

143) 山内敏弘, 전게서, 195쪽.

144) 深瀬忠一, 『恵庭裁判における平和憲法の弁証』, 日本評論社, 1967년, 201쪽 이하.

145) 山内敏弘, 전게서,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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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을 개인의 정당방위와 동치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자위권을 실정국제법과 분

리하여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이상(以上)과 같지만 현실적으로

는 자위권은 실정 국제법에 의하여 국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실정 국제법상의 권리로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것을 국내법, 특히 헌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를테면 오부키 요시토(尾吹善人)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시 자위권이란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 급박부정의 침해를 받은 때 이를 배

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필요한 한도의 실력의 행사는, 그러한 침해가 없다면 국제법상 위법

한 행위이지만, (침해가 있다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자위권을 포기하는 특정국 사이의 조약도 무의미하고 무효이며, 더군다나 헌법이 포기 

내지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위권은 헌법과는 무관계한 것이다.146)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자위권과 같이 국가의 기본 권리의 하나인 주권을, 이를테면 

독일 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연방은 법률에 의하여 주권작용을 국제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률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또한 일본국헌법 제9조 제2

항이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법적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국제법상의 자위권을 헌법으로 포기하는 경우 법적효과는 어떠한가. 이를테면 자위

권을 헌법에 의하여 포기한 나라임에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자위권을 원용하는 경우, 

그 원용된 측 국가가 원용국에 대하여 자위권 원용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책임을 법

적으로 물을 수 있는가. 그러나 자위권을 헌법에 의하여 포기한 이상은 그 나라의 정부

는 자위권의 행사, 더욱이 자위권을 근거로 하는 기타의 여러 권능을 주장하는 것은 대

외적이나 대내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일본이 지금과 같이 자위권을 근거

로 하여 자위력의 합헌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의미에서 자위권의 포기를 헌법에서 규

정하는 것은 결코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147)

4) 자위권을 포기하였다는 견해(자위권 포기설, 자위권 부인설)

이는 전통적으로 자위권의 내용으로 파악되는 자위전력에서 처음부터 자위력이라는 

실력을 제거하고 경찰력에 국한하면서도 그 자위권 개념을 고집하는 다수설(자위력 없

는 자위권을 갖는다는 견해)을 비판하는 견해이다. 즉 이는 ①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일

정한 객관적인 의미와 역할을 역사적으로 가져왔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개념

146) 尾吹善人, 『学説判例事典·憲法』, 東出版, 1970년, 31쪽.

147) 山内敏弘, 전게서, 195~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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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전부 ‘자위권’으로 표현하여 근거 없이 새로운 의미내용을 가지게 하는데, 

이는 법학의 개념으로는 객관성을 잃은 것이며, ② 전통적인 자위권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군사력에 의한 국가방위의 발상과, 전적으로 비군사적인 형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발상은 역사적·사상적으로도 이질적이며, 따라서 ③ 그러한 이질

적인 개념과 함께 자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고, 

또한 숨기는 것이므로 현행 헌법은 자위권 개념을 포기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는 안전보장의 여지를 규정한다고 해석한다.148) 즉 앞의 

다수설에 따르면 헌법상 용인되는 자위권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자위

력 없는 자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수설의 전통적 용법과 다른 ‘자위력 없는 자위권’

이라는 개념은 이미 자위권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그러한 개념을 고집하여 용어상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한다.

일본국헌법이 실질적으로 자위권을 포기하 다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견해는 일본국

헌법 제정 직후에는 오히려 우세한 견해 으나,149) 1975년에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内敏

弘)가 자위권 부인론을 주장하자 학계의 이단이자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

시에는 사실상 사장된 견해 다.150) 그러던 것이 이후 학계에서도 ‘자위권’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자위권 부인론을 주장하는 학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고바야시 나오키나 후카세 다다카즈(深瀬忠一)가 ‘국가 고유의 자위

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151)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

나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실질적 포기설(=자위권 부인설)을 취하지 않고 다수설을 취하더라도(나는 종래 다수설을 

취해 왔다.) 전통적인 주권국가에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해 온 자위권이 ‘전력’을 포기한 일본

국헌법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에 부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152)

국가가 고유한 권리 내지 권력의 주체라고 하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개인에 대비시

켜 의인화하고, 이는 법에 앞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특히 켈젠(H. Kelsen)에 의하

148) 山内敏弘, 전게서, 236~238쪽.

149) 小林直樹, 전게논문, 27쪽 이하 및 深瀬忠一, 「長沼判決をめぐる平和憲法の理想と現実 (二)」, 『ジュリスト』 제

550호, 有斐閣, 1973년, 79쪽 참조.

150) 山内敏弘, 전게서, 217쪽. 해당 논문은 「日本国憲法と『自衛権』概念」, 『法律時報 臨時増刊 憲法と平和主義』 

1975년 10월호, 日本評論社, 88쪽 이하.

151) 小林直樹, 전게논문; 小林直樹, 전게서, 201쪽이나 深瀬忠一, 전게논문; 深瀬忠一, 『長沼裁判における憲法の軍縮

平和主義』, 1975년, 日本評論社, 305쪽.

152) 芦部信喜, 『憲法講義ノート Ⅰ』, 有斐閣, 1986년,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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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하게 주장되어 왔다. 결국 자위권이 국가에 고유하다고 하는 주장은 논증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153)

더욱이 구리키 히사오(栗城壽夫)154),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155), 우라타 이치로(浦

田一郎)156), 사와노 요시카즈(澤野義一)157), 하기와라 시게오(萩原重夫)158), 후지노 미쓰코

(藤野美都子)159) 등도 자위권 부인론의 대열에 참여했다.160)

헌법 전문의 평화주의 및 평화적 생존권의 보장, 헌법 제9조는 전통적인 국가의 권능에 수

정을 가하 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자위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국민의 평화적 생

존권에 의하여 제한되며, 더욱 제9조에 의하여 내용의 핵심부분 내지 국제법상 불가결한 구성

요소인 무력(전력)의 보유·행사가 부정되고, 교전권도 부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대하

여 자위권을 부정하고 있다(수권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161)

국가의 자위권은 국가의 근본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처음으로 국법상 존재한다. … 자위권 

개념을 무력행사와 불가분하다고 본다면 헌법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확하다. … 헌법이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정부의 자위대 합헌론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고, 자위권 개념의 유해성에 대하여 인식을 결하고 있는 것이다.162)

군대의 존재 그 자체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국제법으로 일반에 인정

되어 있는 국가의 자위권을 일본도 포기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의 급박부정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실력을 행사한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163)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 다수설과의 차이는 용어의 정의 내지 용법의 문제에 다

소 차이가 있으며, 두 견해 모두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의 근거로 하는 점에서 양설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견해도 있다.164) 왜냐하면 우선 자위권이란 그 발동이 헌법

에 의하여 어떠한 제약을 받은 것이고, ‘국제법상 그 권리의무가 귀속하는 국가가 행사

153) 樋口陽一·佐藤幸治·中村睦男·浦部法穂, 『註釈日本国憲法 上』(樋口陽一), 青林書院, 1984년, 174쪽.

154) 栗城壽夫, 「立憲主義と自衛権」,  『憲法理論研究会ニューズ』 1986년 3월 8일호, 1980년, 10쪽 이하. 다만 

1980년의 논문에서는 자연법상의 자연권을 시인하고 있다.

155) 古川純, 「自衛隊の違憲性と平和的生存権」, 『憲法判例の研究』(大須賀明 外 編), 敬文堂, 1982년, 31쪽 이하.

156) 浦田一郎, 「自衛力と戦力」, 『憲法判例百選 Ⅱ (ジュリスト別冊)』, 有斐閣, 1980년, 282~283쪽.

157) 澤野義一, 「国家主義と自衛権」, 『龍谷法学』 제20권 2호, 龍谷大学法学会, 1987년, 62쪽 이하.

158) 萩原重夫, 「憲法第九条の今日的意義」, 『憲法理論研究会ニューズ』 1987년 7월 10일호, 10쪽 이하.

159) 藤野美都子, 「国家の自衛権から国民の平和的生存権へ」, 『憲法構造の歴史と位相』(植野妙美子 編), 南雲堂, 1991

년, 11쪽 이하.

160) 이상 인용 논문 및 명단은 山内敏弘, 전게서, 119~120쪽에서 재인용.

161) 古川純, 전게논문, 33쪽.

162) 萩原重夫, 전게논문, 11쪽.

163) 藤野美都子, 전게논문, 17쪽.

164)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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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이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설은 이 점에 유

의하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자위력(실력)에 근거하

지 않은 방법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위권 포기설도 또한 다

수설을 비판하여 그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

무에 해당하는 것(국제법적으로는 국가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을 자위권 이외

의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65)

(다) 전력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자위권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주로 ‘자위권’에 근거하여 ‘자위를 위

한 실력’을 보유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또한 본항에서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자위대’가 전력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주요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위전력은 허용된다는 견해(자위전력 허용설)

한정포기설의 연장선상에서, 자위를 위한 것이라면 육해공군과 같이 ‘전쟁을 위한 

힘’(전력)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166) 즉 이는 제2항 전단에서 보유를 금

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기타 일정한 행동을 수행하

기 위한 전력’일 뿐, ‘자위를 위한 전력’의 보유는 허용된다는 것이다.167) 이러한 견해의 

원형은 아시다 수정의 아시다 히토시가 “자위를 위한 전쟁과 무력행사는 이 조항에 의

하여 포기되지 않는다.”168)고 기술한 것이다.169)

그러나 이 견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인 문리해석에 지나지 않고, 또한 문

리해석으로도 ‘전력’ 불보유를 선명한 제2항 전단의 이해에 난점이 있으므로 비판이 많

아 소수설에 그친다.170)

2) 잠재전력도 포함한다는 견해

165)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24~425쪽.

166) 佐々木惣一, 전게서, 64쪽 및 67쪽 참조.

167) 佐々木惣一, 『改訂日本国憲法論』, 有斐閣, 1952년, 234쪽.

168) 芦田均, 『新憲法解釈』, ダイヤモンド社, 36쪽.

169)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24~425쪽.

170) 또한 1952년에 국회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제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력을 갖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 것으로, 자위수단으로의 전력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 견해의 입장에 선 답변을 한 바 있어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파문을 남겼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 답변을 정정하고, 본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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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타의 전력’이 헌법 문판에서 ‘other war potential’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력이란 육해공군과 같이 무력으로 조직된 현재적(顯在的)인 전력 외에도 ‘전쟁에 사용

될 가능성을 갖는 일체의 잠재적 전력’이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에는 군

수산업, 항공기, 항만시설 내지 핵전력 연구 등 ‘전쟁목적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견해는 현대의 전쟁은 이른바 총력(總力)으로 무엇이든 전

쟁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본항의 금지규정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국가의 

존재 자체도 인정되지 않지만, 항공기나 항만시설 등 평화적인 생존에 불가결한 것은 

어떤 유사시에 군용시설로 전용(轉用)되더라도 금지의 대상인 ‘잠재전력’에 해당하지 않

고, 본항의 전력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건의 존재형태와 그에 내재하는 목적, 이를테면 

중화기나 중전차, 대공포 혹은 그 연구 또는 생산과 같이 명백히 전쟁을 의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한다.171)

이 견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은 대부분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무기

개발, 군용시설의 확충에도 사용되므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전력’의 범위가 광범해

지고, 경제·사회의 발전에 적응할 수 없다거나172) 이른바 잠재전력은 대외전쟁을 위하

여 마련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서 말하는 ‘전력’으로 불 수 없지 않은가173)하는 

비판이 있다.174)

3) 근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라는 견해

이는 보안대 및 경비대가 발족하던 당시에 제시된 정부(제4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

의 통일 견해로, 자위대가 설치된 뒤에도 잠깐 유지되었다가 이후의 정부 공식 견해를 

기초한 견해이다.

1950년의 경찰예비대 창설시에 정부는 경찰예비대의 설치는 경찰력을 보조하는 것

으로, 본항에서 금지한 재군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175) 이는 당시 법무부 법

제의견장관이던 사토 다쓰오(佐藤達夫)에 의하면 경찰예비대의 단계에서는 ‘직접 침략에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른바 국내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력의 보

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설명의 중점도 예비대는 경찰력이라고 하

는 점에 놓여 제9조와는 다른 문제’라고 한 것에 의한 것이다.176)

171) 鵜飼信成, 전게서, 67~68쪽.

172) 芦部信喜, 『憲法学Ⅰ』, 有斐閣, 1992년, 269쪽.

173) 清宮四郎, 전게서, 113쪽.

174) 현재는 순수하게 이를 주장하는 설이 없다고 한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36쪽.

175) 1950년 7월 29일의 중의원 본회의(제8회 국회)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답변.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

利), 43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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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2년 뒤 보안청법의 제정시에 정부는 “자국의 독립, 안전은 물론 국민

의 힘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 스스로 지킬 힘을 점증(漸增)하고, 점증한 결

과 전력에 이르지 않는가. 전력이 되는 경우에는 … 국민의 총의를 물어 이를 결정하는, 

여기까지는 전력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일응 일본의 독립안전을 지킨다”고 하여,177) ‘전

력에 달하지 않은’ 힘의 존재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떠한 힘이 ‘전력’으로 금지되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면 ‘전력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허용되는가.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52년 11월 25일에 다음과 같이 

「전력에 관한 통일 견해」를 발표하 다.178)

① 헌법 제9조 제2항은 침략의 목적인가 자위의 목적인가를 불문하고 ‘전력’의 보유를 금지

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전력’이란 근대 전쟁 수행에 사용될 정도의 장비편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③ ‘전력’의 기준은 그 나라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④ ‘육해공군’이란 전쟁 목적을 위하여 장비편성된 조직체를 말하고, ‘기타의 전력’이란 본

래는 전쟁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에 사용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을 말한

다.

  ⑤ ‘전력’이란 인적, 물적으로 조직된 종합력이다. 따라서 단순히 병기를 가지고는 전력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전력 그 자체는 아니다. 병기제조공장과 같은 것도 물론 같다.

  ⑥ 헌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유’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가 보유의 주체가 되

는 것이다. 미국 주류군(駐留軍)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보유하는 군대이므로, 헌

법 제9조에 관한 바는 아니다.

  ⑦ ‘전력’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이를 직접 침략 방위의 용도에 공(供)하

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경(국가지방경찰)의 부대가 방위를 수행하는 것과 

물론 동일하다.

  ⑧ 보안대 및 경비대는 전력이 아니다. 이들은 보안청법 제4조에서 밝히고 있듯 ‘우리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동하

는 부대’이며, 그 본질은 경찰의 조직이다. 따라서 전쟁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므

로, 군대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이를 보아도 보안대 등의 장비편성은 결코 

근대전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헌법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76) 헌법조사회 제3위원회 제25회 회의 의사록(참고인 사토 다쓰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31쪽에서 

재인용.

177) 제1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52년 3월 10일)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답변.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

勝利), 431쪽에서 재인용.

178) 朝日新聞 1952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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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는 앞에서의 ‘자위력 없는 자위력을 갖는다는 견해’를 기초로 하여, 본

항에서 금지하는 ‘전력’에 달하지 아니한 실력으로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만일 

그가 경찰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유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는 ‘전력’을 ‘근

대전쟁 수행에 사용될 정도의 장비편성을 갖춘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실력의 정도를 

극히 높게 설정하고 국내의 치안유지에 필요한 ‘경찰력’과의 사이에의 빈틈을 ‘전력에 

이르지 않은 힘’(자위력)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근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정도’라고 하는 ‘전력’의 기준이 매

우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179) 만일 핵병기나 탄도미사일 등을 장비하지 않는다고 하

여 여기에서 말하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일부 군사대국만 군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본항의 존재이유가 사라져 버린다.180)

4) 필요최소한도를 초과한 실력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자위대 발족과 자위전력 보유가 허용된다는 아시다 총리의 뒤를 이어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성립한 뒤인 1954년 12월에 새로 정부의 통일견해181)로 발표

된 것을 기초로 한다. 이는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다

음과 같다.182)183)

179) 芦部信喜, 전게서, 272쪽.

180)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70~171쪽; 小林直樹, 전게서, 200쪽.

181) 1954년 12월 22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무라 세이치(大村清一) 방위청 장관에 의해 언급된 정부 통일 

견해는 다음과 같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34쪽에서 재인용.

①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② 다른나라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자위를 위한 실력으로 항쟁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 등

의 포기와는 별문제로, 헌법이 부정하는 바가 아니다.

③ 자위대와 같이 자위를 위한 임무를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 범위의 실력부대를 두는 것은 헌법 

제9조의 위반이 아니다.

④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 대처하는 임무를 갖는 것을 군대라고 한다면 자위대도 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위대는 위헌이 아니며, 헌법 제9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세상에 오해도 있으므로 기회를 보아 헌법개정을 

고려하고 싶다.

182) 종래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하 던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총리도 1994년 7월 20일의 중의원 

본회의 및 다음날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나로서는 전수방위(専守防衛)에 철저한,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

력조직인 자위대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이야기하여 이전까지의 정부견해를 유지한다고 표명

했다(제130회 국회). 그 이유에 대하여 무라야마 총리는 ① 냉전의 종결을 생각하면 군비 확장의 위험성이 사라

진 점, ②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로운 안전보장정책을 논의할 토대가 있다는 점, ③ 전후 반세기를 거쳐 필요최소

한의 자위력의 존재를 용인한다고 하는 국민 의식이 형성되어 온 점을 들었고, 또한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하여 

온 것은 헌법의 제9조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의 이념에 바탕한 평화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다고 하 다.(제131회 국회 예산위원회 및 132회 국회 예산위원회) 이상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34

쪽에서 재인용.

183) 1980년 3월 5일의 정부 답변서. 또한 1954년 이래 정부가 국회에서 ‘전력’에 관하여 답변한 것은 山内一夫·浅
野一郎 편, 전게서, 457쪽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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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9조 제1항은 독립국가에 고유한 자위권까지도 포기하는 취지의 것은 아니고, 자

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는 바로 해석한다. 정부로서는 이러

한 견해를 종전부터 일관되게 채택해 온 바이다.

  ② 헌법 제9조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은 동조 제1항 전체의 취

지, 즉 동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있으나 자위권은 부정하지 않으며, 자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무력의 행사는 인

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은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고, 이를 넘

어선 실력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해석한다.

  ③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므로, 헌법에 위반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정부견해에서 ‘근대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견해의 표현이 ‘필요최소한

도를 넘어선 실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뀐 것은 무엇때문인가. 요시쿠니 이치로(吉国
一郎) 내각법제국 장관에 의하면 우선 ‘근대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정의의 표현이 ‘전

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고, 헌법상의 실질적인 의미가 

일치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점, ‘근대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표현은 결국

에 추상적 표현에 그치는 것인 점, 본조 제1항에서 부정하지 않는 자위권 행사의 이면

으로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갖춘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최소한

도를 넘어선 것은 본조의 전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이라는 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184) 또한 이전의 견해에서는 ‘외부로부터 본 근대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을 본 견해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헌법의) 내용에 있는 제9조 제1항은 자위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묶는 것’으로, 이전의 견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

라고 한다.185)

그러나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라고 하여 금지되지 않는 실력의 한계도 “구체적

으로는 그때 그때의 국제정세, 국제환경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186)으로, 이 견해는 국제

정세의 전개 여하에 따라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실력의 정도를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정하게 되어 종전의 견해와 같이 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을 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184)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463~464쪽.

185)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464쪽.

186) 1961년 4월 13일의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하야시 슈조(林修三)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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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력을 넘어선 실력이라는 견해

이는 일반적으로 ‘군대’ 또는 ‘군비’라고 부르는 ‘외적의 공격에 대하여 실력을 가지

고 저항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인적 및 물적 수단의 조직체’187)

와 ‘유사시에 이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부대’188)를 전력‘으로 해석하고, 이

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는 견해189)로 통설이라고 한다.190)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비정규병(非正規兵, 민병이나 의용병 및 군민

봉기 등)은 본항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191)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실력조직에

는 군대와 경찰력이 있다. 그리고 본항에서는 군대와 군대로 전화할 수 있는 실력조직

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력만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며, 경찰력을 넘어선 

실력은 전력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는 금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대와 경찰력은 모두 국가의 실력조직인데, 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① 설치의 목적이 전자는 외적에 대하여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후

자는 국내 치안의 유지와 확보에 있다는 점, ② 그 실력의 내용이 각각의 목적에 적합

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견해가 있다.192) 이때 국가가 보유하는 실력조직이 ‘군대’와 ‘경

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①의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

다. 그러나 ②의 각 목적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

다. 군대이든 경찰이든 그 목적에 적합한 실력의 내용은 각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

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실력의 차이는 결국 정도의 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는 구별이 있고, 또한 실제로도 구별이 가능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① 조직체의 인원, ② 편성 방법, ③ 장비, ④ 교육 및 훈련, ⑤ 예산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디에 해당하는 실력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193)

이 견해는 평화주의에 적합한 견해로,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

하다고 평가받는다.194)

그렇다면 앞의 판단기준에 실제의 실력조직은 어떻게 판정되는가. 이 견해에 따르

187)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8쪽.

188) 芦部信喜, 전게서, 269쪽.

189) 清宮四郎, 전게서, 113쪽;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8~170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163쪽; 小林孝輔·

芹沢斉 편, 전게서(水島朝穂), 46쪽; 小林直樹, 전게서, 200쪽 등.

190)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26쪽.

191)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8쪽.

192) 芦部信喜, 전게서, 269쪽.

193) 芦部信喜, 전게서, 270쪽;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8~170쪽.

194)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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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50년에 한국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지

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 지방 경찰 및 지자체 경찰을 보충하는’ 목적으

로 설치된 경찰예비대(정령 제260호)는 그 인원(정원 75,100인), 장비(경화기 약 7만 

개, 차량 약 5천 량), 군대식의 조직·훈련 등이 통상의 경찰력을 넘어선 의심이 있는 것

으로 이는 또한 ‘전력이 아닌 한계의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는 경찰력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195)

경찰예비대 창설 직후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당시 좌

파사회당 위원장)가 ① 7만 5천의 경찰예비대원은 구 육군과 유사한 계급으로 나뉘어

져, 전국 수십 개소에 병  유사의 캠프에 수용되어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 ② 

훈련 내용이 백병전, 도하(渡河) 작전, 가교 공사, 적전(敵前) 상륙에 대비한 바리케이트

나 사격진지 등의 장애물 구축, 적 시설 수색 및 폭파, 도로 건설 등 모두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점, ③ 병기는 카빈총, 라이플총, 15연발 자동 소총, 박격포, 바주카포(대전차

포), 차량 3천 량이라고 공표되어 있으나, 박격포나 바주카포의 보유는 명백히 경찰이 

국내치안을 위하여 보유하는 실력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 ④ 그 목적은 외국과의 전쟁

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경찰예비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가 … 무효라는 것의 확인”을 구하며 직접 최고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안 판단없이 이를 각하하 다.

원고는 최고재판소가 한편 사법재판소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소

송 사건에 관한 판단과 분리하여 추상적으로 또는 1심을 종심으로 하는 법률, 명령, 규칙 또

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권 이외의 그리

고 입법권 및 행정권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권한을 행할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략)

  그러나 우리 재판소가 현행 제도상 부여받은 것은 사법권을 행할 권한이며, 사법권이 발동

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쟁송 사건이 제기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 재판소는 구체적인 소

송 사건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장래를 예상하여 헌법 및 기타의 법률 명령 등의 해석에 대

하여 존재하는 의의(疑意) 논쟁에 관하여 추상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최고재판소는 법률명령 등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지만, 이 권한은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 사이의 다른 바가 없는 

것이다(헌법 제76조 제1항 참조). 원고는 헌법 제81조를 그 주장의 근거로 하지만, 동조는 최

고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종심적(終審的) 성격을 갖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따라

서 최고재판소가 고유의 권한으로 추상적인 의미의 위헌심사권을 가지는 것 및 이를 그러한 

195) 法学協会, 전게서, 232~233쪽; 佐藤功, 전게서,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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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즉 제1심으로 하여 종심으로의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추론할 수 없다.196)

  (중략)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소송은 부적법하고, 그러한 소송에 대하여는 최고재판소뿐만 아

니라 어떠한 하급재판소도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소송은 이를 하급재판소에 이

송할 것이 아니다.197)

이후 평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일미안전보장조약의 ‘방위력 점증(漸增)에의 기대’에 

응하기 위하여 1952년에 새로운 보안청법(법률 제256호)이 제정되었고, 경찰예비대는 

보안대(육상) 및 경비대(해상)로 전환되면서 인원(보안대 11만인, 경비대 7만5천인)과 

장비(105㎜·155㎜ 곡사포, 20톤 전차 40량, 프리깃함 18척, 대형상륙지원정 50척, 연락

기 20기 등), 편성(1방면대, 4관구대), 방위비(보안청 전체 예산은 1952년에는 총예산의 

7.2%, 1953년에는 6.5%) 등도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198) 따라서 이는 그 장비, 편성에

서 보아 이미 단순한 경찰력을 보충하는 성격을 잃고, 제2항에서 금지하는 ‘전력’에 해

당하는 것이 되었다.199)

따라서 전후(戰後)의 냉전을 배경으로 미국이 공산진 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진 의 

여러 나라에 무기를 원조하고, 경제 부흥이나 기술을 지원하여 그 방위력 및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MSA 원조를 받고, 일미상호방위원조협정(日米相互

防衛援助協定, 쇼와 29년 조약 제6호)에 따라 ‘자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할 법적의무를 지

게 된 일본이 보안대를 개조하여 새로이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

196) 원고는 소장(訴狀)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입법부 내지 행정부 혹은 그 양자간에 해당 법령 처분의 합헌성에 대하여 큰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이를 조

정하기 어려운 때에 권위있는 최고재에 그 판단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헌법 제81조의 취지이다. 단순히 종래에도 

인정되던 일반소송사건에서 명령 이하의 재판소의 위헌심사권을 법률까지 확대한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 소송이 

아니라 안된다고 한다면 매우 자잘한 소송법적 논의에 사로잡힌 것으로, 일부러 새 헌법이 제81조를 둔 취지를 

몰각해 버린다. 구체적 사건이 일어나 개인적 권리가 침해된 뒤에 천천히 소송을 제기하고서는 정치의 시간에는 

늦는다. 이러한 소송법적 논의는 또한 관할문제에서 최고재의 제1심 부정론에도 있으나, 이리하여서는 최고재에서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을 요하고, 모두 때를 놓치게 되며 헌법의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로서의 성격을 부여한 이상 위헌법령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실제 문제로서 제소조건을 두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그 조건으로 서독과 같이 의원 

총수의 3분의 1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 등을 두는 것은 합목적적이다. 왜냐하면 주로 정치문제적인 위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입법부의 다수당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이 숫자를 차지하고, 법률 또는 명령 처분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할 때에 이를 반대하는 소수야당이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위헌심사권은 

그 소수당의 제소를 기초로 하여 발동되고, 그 결과로 헌법의 바른 해석에 의하여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아래 민

주정치가 행하여 지는 것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197) 最大判 쇼와 27년 10월 8일 선고(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제6권 제9호 783쪽).

198) 山内敏弘·古川純, 『憲法の現況と展望』, 北樹出版, 1989년, 45~46쪽; 法学協会, 전게서, 233~234쪽 등을 참조.

199)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68쪽; 法学協会, 전게서,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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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설치한 자위대(쇼와 29년 법률 제165호)는 그 목적과 실태200)에서 보아도 경

찰력을 넘어선 ‘군대’인 것이 명백하여, 본항에서 금지하는 ‘전력’에 해당하게 된다.201)

6) 전력에 대한 판례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경찰력을 넘어선 실력이라는 견해가 가장 정당하지만, 필요최

소한도를 초과한 실력이라는 견해도 문리해석상으로는 가능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해석이자 현실로는 방위법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정법적으로는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을 가진 최고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최고재판소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위

헌인가 하는 질문을 회피해 왔다.

자위대의 위헌성이 문제가 된 나가누마 사건 제1심에서는 경찰력을 넘어선 실력이

라는 견해에 따라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심 판

결은 고도의 정치판단을 요하는 ‘국가 경 의 기본에 속하는 국정상의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는 ‘일견 극히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자위대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회피하

다.

자위대의 편성, 규모, 장비, 능력에서 보면 자위대는 분명히 ‘외적에 대하여 실력적인 전투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물적 수단으로서의 조직체’로 인정되어 군대이며, 그러므로 육·

해·공 각 자위대는 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육해공군’이라는 ‘전

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위대의 조직, 편성, 장비, 행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위청설치법(쇼와 29년 6월 7일 법률 제164호), 자위대법(동년 동월 동

일 법률 제165호) 기타 이와 관련된 법규는 모두 같이 헌법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98

조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202)

(라) 주일미군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전력의 의미와 관련하여, 미군이 일본국 내에 주류(駐留)하는 것이 

200) 2008년도 말을 기준으로 육상자위대 약 16만 명, 해상자위대 약 4만6천 명, 항공자위대 약 4만7천 명으로 총 

256,213명(기타 정보인력 및 예비자위관 포함, 이상 자료는 防衛省, 「我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22年度概算要求の

概要【ポイント】」.)이다. 장비면에서도 전차 880대, 장갑차 960대, 박격포 2,020문, 잠수함 16대 등이며(이상 

2009년 3월 31일 기준) 방위관계비 예산은 4조 7천억 엔(일반회계 대비 5.4%)이다. 이상 防衛省, 『防衛白書』, 

2009년. 2006년을 기준으로 미달러화 환산시 411억 달러(한국은 246억 달러)이다.(국방부, 『2008 방위백서』, 

2009년.

201) 清宮四郎, 전게서, 114쪽; 芦部信喜, 전게서, 270쪽; 佐藤功, 전게서, 80~81쪽 등.

202) 札幌地判 쇼와 48년 9월 7일 선고(判例タイムズ 제297호 140쪽; 裁判所時報 제712호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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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불보유를 선언한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가가 문제된다. 스나가와 사건에서 

쟁점이 되기도 하 고, 이는 학설상으로도 견해가 분분하다. 대체로 합헌이라는 견해와 

위헌이라는 견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합헌이라는 견해

가) 외국의 군대는 전력이 아니라는 견해

이는 제9조 제2항에서 그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전력’이란 일본이 지휘·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 즉 ‘일본의 전력’을 가리키며 외국의 군대는 일본에 주류하더라도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합헌이라는 견해의 일반적인 논리이다.203) 또한 “헌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유’[保持]란 물론 우리나라가 보유의 주체인 것을 가리키

며, 주일미군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보유하는 군대이므로 헌법 제9조에 

관한 바가 없다”고 한 제4차 요시다 내각 이래 일본 정부의 견해이기도 하다. 스나가와 

사건의 최고재판소 대법정(大法廷) 판결에서도 이 견해에 선 바 있다.

우리들 일본 국민은 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동조항의 이른바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하지

만, 이에 따라 생기는 우리나라의 방위력의 부족은 이를 헌법 전문에 이른바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는 것에 의하여 보충하고, 또한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지

키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기관인 안

전보장이사회 등이 집행하는 군사적 안전조치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기하기 위한 안전보장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 또는 수단인 한 국

제정세의 실정에 즉응(卽應)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고를 수 있음은 물론이며, 헌법 

제9조는 우리나라가 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안전보장을 구하는 것을 

조금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위와 같은 헌법 제9조의 취지에 서서 동조 제2항의 법의(法意)를 생각하면, 동조항에

서 전력의 불보유를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소위 전력을 보유하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어 

지휘권,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서 구히 포기하도록 정한 소위 침략전

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이 

이른바 자위를 위한 전력의 보유도 금하는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되, 동조항이 그 보유를 금지

하는 전력이란 우리나라가 그 주체가 되어 그 지휘권,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

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 자체의 전력을 가리키고, 외국의 군대는 가령 그가 우리나라에 주류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주류가 헌법 제9조, 제98조 제2항 및 전문(前文)의 취지

에 반하는가로, 그 판단에는 앞의 주류가 본건 일미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관계상 

203) 横田喜三郎, 『自衛権』, 有斐閣, 1951년, 210~211쪽; 伊藤正己, 전게서,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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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조약의 내용이 헌법의 전기 조장(條章)에 반하는가 아닌가하는 판단이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본건 안전보장조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권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존

립의 기초에 극히 중대한 관계를 갖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위헌

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 판단은 그 조약을 체결한 내각 및 그를 승인한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내지 자유재량적 판단과 일체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위헌인가 하는 법적 

판단은 준사법적 기능을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재판소의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친하지 아니한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일견 극히 명백하게 위헌무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판소의 사법심

사권의 범위 밖의 것으로 이는 제1차적으로는 위 조약의 체결권을 갖는 내각 및 그에 대하여 

승인권을 갖는 국회에 판단에 따라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주권을 갖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후략)204)

나) 미군은 국제연합군에 준한다는 견해

이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일본의 지

휘 하에 없는 전력을 둘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서, 즉 일본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외국의 군대를 두는 것은 전력 불보유의 조항에 반하지만, 헌법은 다른 나라

로부터 침해가 있는 경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연합체인 국제연합의 힘에 의

하여 이를 배제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군이 

출동하여 침략군을 격퇴하고, 또한 미리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제연합군이 일

본에 주류하더라도 전력의 보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주류미군은 국제연합군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으나 주일미군은 실질적으로는 국제연합군의 중핵(中核)을 이루

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제연합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류를 합헌

이라고 하는 견해이다.205) 이 견해는 헌법의 바탕에 안전보장으로 국제경찰대가 일본에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대용품으로 국제연합군이라면 용인되고, 따라서 

미군이 일본에 주류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지만, 주류미군을 국제연합군의 ‘대용품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군의 일본주류를 헌법상 시인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견해206)에서 발전한 것이다.207)

204) 最大判 昭和 34년 12월 16일 선고(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제13권 제13호 제3225쪽; 判例タイムズ 99호 42쪽; 

裁判所時報 208호 1쪽)

205) 法学協会, 전게서, 239~240쪽.

206) 我妻栄·宮沢俊義·田中二郎·兼子一·石井照久·団藤重光, 「(研究会) 憲法改正と再軍備」, 『ジュリスト』 제7호, 有斐

閣, 1952년, 14쪽.

207) 그러나 나중에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헌법의 평화주의는 일본의 안전보장의 길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안전

보장의 방식을 용인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주류미군에 의한 안전보장의 

가능성은 헌법상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야자와의 견해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

利),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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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이라는 견해

일본의 지휘 아래에 있지 않은 외국의 전력이라도 주일미군과 같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의지로 주류하는 전력이라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208)부터 

본조는 일본의 역에 그 주체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전력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일미군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견해209)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은 다

양하나 대체로 스나가와 사건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주일미군을 허용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본조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한다.210)

일본국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하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구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쟁을 행할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실질적 바탕으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는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략적 전쟁은 물론이고 자위를 위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

쟁 및 자위권을 위한 전력의 보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정부의 행위

에 의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헌법 전문 제1단) 하고자하는 우리 국

민이 ‘항구의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국제연합헌장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이상)을 깊이 자각’(헌법 전문 제2단)한 결과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로 한

다’(헌법 전문 제2단)고 하는, 즉 전쟁을 국제평화단체에 대한 범죄로서, 그 단체의 국제경찰

군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 등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양보하여도 앞과 같이 국제평화단체를 지

향하는 국제연합의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집행하는 군사적 안전조치 등을 최저선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여러 외국에 대하여 종래의 우리나라의 군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정책에 대

한 반성의 열매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

계 원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구(先驅)라고 하는 고원(高遠)한 이상과 비장한 결의를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9조의 해석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충분

히 고려한 뒤에 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문언의 형식적, 개념적 파악에 그쳐서는 아니 될 뿐

만 아니라, 합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것이 평화조약이 발효하여 연합국의 점령군이 

철수한 뒤의 군비 없는 진공상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자위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정책론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합중국 군대의 주류와 헌법 제9조의 관계를 고찰하면 앞에서와 같이 우리나라가 현

실적으로는 그 안전과 생존의 유지를 신탁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기관에 의한 관고 또는 명령

208) 清宮四郎, 전게서, 118쪽.

209) 清水睦, 『憲法 (改訂新版)』, 南雲堂, 1979년, 105~106쪽.

210) 小林直樹, 전게서, 231~232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20쪽; 杉原泰雄, 『憲法Ⅱ』, 有斐閣, 1989년, 130~131쪽 

및 141~142쪽; 山内敏弘, 전게서, 11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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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군대를 주류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전력의 보유에 해당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합중국 군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아

메리카 합중국에 대하여 군대의 배비(配備)를 요청하고, 합중국이 이를 승낙한 결과 극동에서 

국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한 1 또는 2 이상의 외부의 국가에 의한 교사(敎唆) 또는 간섭에 의하여 야기된 우리 국내

에서의 대규모의 내란, 소요의 진압을 원조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것이며(일미안전

보장조약 제1조),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국내의 시설 및 구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행정협정 제2조 제1항).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합중국 군대

는 단지 단순히 우리나라에 가해지는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 혹은 내란 등의 진압의 원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중국이 극동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사태가 무력공격

으로 발전하는 경우로서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도 당연히 일본 구역 외에 그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으며, 그 때에 우리나라가 제공한 국내의 시설, 구역은 물론 그 합중국 군대의 

군사행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자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무력분쟁의 와중

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우려가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일

미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한 합중국 군대의 주류를 허용

한 우리나라 정부의 행위는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

를 결의”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선 접고,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조약에서 희망한 바, 합중국 군대가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합중국 군대에 대하여 지휘권, 관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일미안전보장조

약상 합중국 군대는 외부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만약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출동을 요청하

더라도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보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미안전보장조약 체결의 

동기, 교섭의 과정, 또한 우리나라와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정치상, 경제상, 군사상의 밀접한 

협력관계, 공통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합중국이 우리나라의 요청에 응하

여 이미 우리나라 방위를 위하여 국내에 주류하는 군대를 즉시 사용할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는 행정협정 제24조에 “일본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

박한 위하가 생긴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 및 합중국 정부는 일본구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집행하고, 또한 안전보장조약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실질을 가지는 합중국 군대가 우리 국내에 주류하는 것은 물론 아메리카 합중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과 

합중국 정부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합중국 군대의 주류

는 일면 우리나라 정부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합중국 군대의 주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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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요청과 그에 대하여 시설, 구역의 제공, 비용의 분담 기타의 협력이 있어서 시작이 가

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

하여 자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중국 군대의 주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지휘권의 유무, 합중

국 군대의 출동의무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본국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의 보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우리 국내에 주

류하는 합중국 군대는 헌법상 그 존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11)

3) 헌법에 흠결이 있다는 견해

합헌과 위헌에 대한 판단 대신에, 주일미군의 합헌성이라는 문제는 헌법 제정 당시

에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문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헌법의 흠

결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를 합헌 또는 위헌으로 나누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는 문제

이며, 사법판단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최고재판소도 또는 그 판단을 삼가는 것이 적절

하고, 결국에는 헌법제정자인 국민이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한다.212)

4) 견해의 검토

우선 외국의 군대는 전력이 아니라는 견해는 형식에 지나친 해석이며, 미군을 국제

연합군에 준하는 견해 또한 일미안보조약의 연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또한 헌법에 흠결이 있다는 견해도 단순히 헌법 제정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 다

는 이유로 헌법흠결이라고 안이하게 인정하는 것은 해석에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용인

하기 힘들다. 헌법의 평화주의, 제9조의 전력 불보유 규정에서 보면 위헌이라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교전권의 부인

(가) 교전권의 의미

제9조 제2항 후단은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부인의 대상인 ‘교전권’(交戰權)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의 견해가 있다.

1) 전쟁을 할 권리라는 견해

이는 ‘교전권’을 문자 그대로 국가가 전쟁을 할 권리[戦を交える]라고 해석하는 견

211) 東京地判 昭和 34년 3월 30일 선고(下級裁判所刑事裁判例集 제1권 제3호 776쪽; 判例タイムズ 제89호 79쪽; 裁

判所時報 제180호 3쪽)

212) 大西芳雄, 『憲法要論』, 有斐閣, 1964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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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다.213) 즉 이는 전통적으로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는 ‘전쟁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2)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라는 견해

이는 교전자로서의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여러 권리의 총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

다.214) 즉 이는 국제법상 교전단체인 국가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선박을 임검·나포할 

권리나 점령지 행정에 관한 권리 등)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이 견해에 따라 “(본항의) ‘교전권’이란 전쟁을 할 권리라는 의미가 아니

라, 교전국이 국제법상 갖는 여러 권리의 총칭으로, 이러한 의미의 교전권이 부인된다고 

해석된다.”215)고 한다.216)

3)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권리라는 견해

이는 제2항의 ‘교전권’이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 없

으나,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할 권리 또한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권리’라고 

하여 광의(廣義)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17) 이는 ‘전쟁을 할 권리’는 있으나 ‘교전

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라는 견해의 부자연스러운 해

석에 대한 비판에서 구성된 것이다. 전쟁을 할 권리라는 견해에서 ‘전쟁을 할 권리’에 

당연히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견해는 실질적으로 앞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나) 전쟁포기와의 관계

교전권은 이상의 세 견해로 풀이되지만, 제9조 전체에 있어서 전쟁포기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우선 전쟁을 할 권리라고 해석하는 견해 또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권리라고 해

213) 横田喜三郎, 『戦争の放棄』, 国立書院, 1947년, 61~62쪽; 法学協会, 전게서, 218쪽; 清宮四郎. 전게서, 116~117

쪽; 小林直樹, 전게서, 197쪽; 杉原泰雄, 전게서, 142쪽.

214)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76쪽; 橋本公亘, 『日本国憲法 (改訂版)』, 有斐閣, 1988년, 445쪽; 樋口陽一 

外, 전게서, 140쪽; 小林孝輔·芹沢斉 편, 전게서(水島朝穂), 47쪽; 芦部信喜, 전게서, 284쪽.

215) 1981년 4월 16일 및 5월 19일의 정부 통일 견해. 山内一夫·浅野一郎 편, 전게서, 558~559쪽.

216) 内閣法制局, 「憲法改正草案逐条説明 (第1輯の2)」(1946년 5월)에는 “제2항 후단은 법률상 전쟁을 불능하게 하

는 면에서 제1항의 실효를 보장한 것이며,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만일 사실상 타국과의 사이에 교전상태에 들어선다면 국제법상에서 교전자로의 지위를 헌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맥아더 노트 및 맥아더 초안에서는 “the right of 

belligerency"가 아니라 ”rights of belligerency"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 본 견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48쪽.

217) 鵜飼信成, 전게서, 60쪽; 深瀬忠一, 전게서, 211쪽; 山内敏弘, 전게서,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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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견해는 우선 침략과 자위를 준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1항에서 자위전쟁을 포함

한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고 하는 준별불능설과 연계되는 경우 양 조항의 중복이 문제

가 되지만, 제1항은 사실상 전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법적인 권리로서

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여 그 존재의의를 강조한다.218) 또한 양 견해

가 제1항 및 제2항을 통하여 전체로서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전쟁수행불

능설과 연계되는 경우 교전권 부인 규정은 전단의 전력 불보유 규정과 함께 단순히 국

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로 전쟁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219), ‘전쟁의 포기는 문자대로 전면적인 것이 

된다’220)고 귀결 짓는 근거가 된다.

한편 교전국으로서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준별불능설과 연계되는 경우 교전

권 부인은 ‘제1항에서 생기는 당연한 귀결을 이른바 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없

다’221)고 한다. 또한 이 견해가 전쟁수행불능설과 연계되는 경우 제2항 후단은 전단에

서 일체의 전쟁 수행을 물질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게 한 것이고, 이른바 법적인 면에서

도 불가능하게 하는 취지라고 한다.

이렇듯 교전권의 의미 규정은 제1항에서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든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든 모든 전쟁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점은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본조는 침략적인 전쟁 등의 행위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한정

포기설의 경우 전쟁을 할 권리 또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본항

의 교전권이 부인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에 한정포기설은 이를 ‘교전국으로

서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그 국제법상의 권리를 ‘타국에 대하여 주장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222) 즉 이는 헌법상 자위전쟁을 하는 것은 

인정되며, 그 전쟁시에 국제법상 당연히 가지는 교전국의 권리 및 특권은 인정하지 아

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적어도 국가의 존립을 방위하기 위

하여는 모든 허용되는 수단 및 방법을 사용해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째서 교전국

(물론 상대방 국가도 포함)이 향유하는 특권을 자국만이 부인하여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

218) 清宮四郎, 전게서, 116~117쪽.

219) 横田喜三郎, 전게서, 63쪽.

220) 山内敏弘, 전게서, 73쪽.

221) 宮沢俊義(芦部信喜 補正), 전게서, 176쪽.

222) 佐々木惣一, 『憲法学論文選 (3)』, 有斐閣, 1957년(1990년 복간),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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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3) 이는 본조 제2항 모두(冒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가 교전권 부인

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224) 본조 제2항 후단은 침략전쟁을 위한 교전권은 부

인하지만 자위전쟁을 위한 교전권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석225)한다면 논리적으로 해소

될 수도 있다.226)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리상 이러한 해석은 가능한가. 교전권에 대하여

는 ‘전항의 목적…’이라는 독립된 한 문장으로 구성되는 전단의 전력규정과는 달리, 문

언상으로도 무조건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27)

223) 大西芳雄, 전게서, 28쪽.

224) 小林宏晨, 「交戦権」, 『憲法の争点 (新版)』, ジュリスト 増刊, 有斐閣, 1985년, 53쪽.

225) 橋本公亘, 전게서, 445쪽 참조.

226) 芦部信喜, 전게서, 286쪽 주(6).

227) 芦部信喜 감수, 전게서(高見勝利), 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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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통국가로의 길」과 헌법개정

1. 호헌과 개헌의 계보

(1) 냉전 종식 이전까지의 개헌과 호헌의 동향

일본국헌법 제정 이후 일본의 정치 상황 속에서 헌법 개정 문제는 초미(焦眉)의 관

심사 다. 1954년에는 현행 헌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새로운 자주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개헌론이 등장했다.228) 더불어 극동에서의 냉전이 깊어지면서, 미

국은 일본을 새로운 안보기지로 삼고자 하 다.

재군비에 소극적이었던 요시다 총리도 1954년 6월, 국회에 경찰대를 투입해 방위청

설치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드디어 7월 1일에는 방위청(후일에 방위성으로 승격)과 함

께 자위대가 발족하여, 지금과 같은 해석개헌의 체제를 마련하 다.

그러나 1945년 1월,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른바 총평)를 비롯하여 140여 개 노

동·시민단체는 가타야마 데쓰(片山哲) 전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헌법옹호국민연합을 결

성하 다. ‘호헌’(護憲)이라는 과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229)

이 시기 점령기에 공직에서 추방당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복귀하 다. 이와 함께 헌

법 제9조에서 자위력을 가지는 것은 합헌이고, 자위대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견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일미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주일미군이 일본의 안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55년 체제230) 성립 이전 개헌저지세력은 국회에서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의 의석을 

228) 자유민주당은 결성 이래 자주헌법제정을 당의 사명으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武力

で平和はつくれない』, 合同出版, 2007년, 73쪽을 참조.

229) 伊藤成彦, 전게서, 286~287쪽.

230) 55년 체제는 일본에서 1955년 이후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구조가 형성된 체제

를 말한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무산정당이 합법화 되면서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 등이 성립하는 한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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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지 못하 지만, 요시다의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을 실기(失期)하 다.231) 즉 요시다 

총리는 종전 이후의 격동의 정치 과정 속에서 자주개헌과 중무장론, 그리고 호헌과 중

립비무장론 사이에서 제9조를 구실로 미국의 전략적인 재군비요구를 거절하며, 일미 안

보 체제 속에서 일본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경군비를 통해 경제개발에 모든 국력을 투

입하고자 한 것이다.232)여하간 55년 체제의 성립으로 일본사회당과 자유민주당의 호헌

세력이 개헌저지선을 꾸준히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일본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하면서, 헌법 제9조를 통한 방위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강한 호헌의식을 바

탕으로 개헌은 사실상 금기사항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

다.233)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개헌의 움직임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개

헌을 주장하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가 1982년에 총리로 취임하 고, 자민당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개헌 운동이 활발해졌다. 나카소네 총리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의 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 다. 이른바 ‘신군국주

의적 경향’234)이 드러난 것도 이 시기 다. 나카소네 총리는 전후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기도 하 다. 1967년에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이 추

진한 방위비 지출 비율(GNP 대비 1% 미만)은 1987년에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개헌 욕구는 군국주의식 노선과 제9조 사이의 모순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국민 의식에 강하게 존재하는 군국주의에 대한 혐오와 아시아 여

러 나라의 강한 불안과 경계심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에서 개헌 문제를 비켜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부상했다. 바로 

수정당도 난립하게 되었다. 일본사회당은 1951년에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 일명 안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각각 세력 확장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사회당의 분열은 보수정

권의 역코스나 개헌 논의에 대항하기 위해 ‘호헌과 반안보’라는 깃발아래 1955년에 다시 합치게 되면서, 세력 확

장에 힘을 기울 던 좌파와 우파를 합친 세력은 일본의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 다. 이러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

낀 재계는 일본민주당과 자유당 등의 보수 세력의 결집을 요청하 고, 결국 보수 세력의 연합체인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었다(보수합동). ‘개헌·보수·안보수호’를 내건 자유민주당과, ‘호헌·혁신·안보철폐’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의 양

대 정당이 출범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탄생했다(1955년에 성립한 체제이므로 이후에 55년 체제라고 불리게 되

었다).

231) 최진응, 전게논문, 26~27쪽.

232) 감동규,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 제9조 개헌론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 2005

년, 23쪽.

233) 최진응, 전게논문, 39~53쪽.

234) 감동규, 전게논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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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공헌론’의 등장이었다. 해외파견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견

지하던 정부도 이를 폐기하고, 1992년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법률이 

성립하면서 해외파견이 공식화되었다. 개헌 세력도 수를 늘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 고, 호헌세력을 대표하던 일본사회당은 사회민주당으로 개편하면서 소수정당으

로 전락하 다.

오자와 이치로는 “현 헌법 하에서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논의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의 항구평화의 추구는 국제연합헌장과도 합치하는 것이므로 현행 헌법에서도 

자위대의 중동 파견은 가능하다.”235)며 새로운 보통국가론을 주장했다. 헌법에 대한 시

각 차이도 냉전시기의 개헌론(자민당)과 호헌론(사회당, 공산당, 공명당)이라는 입장 대

립에서 분화해 여러 가지 시각이 나타났다.

구분236) 성향 시각 차이

냉

전

기

입장

대립

우파 수정주의론 자민당

좌파 헌법옹호론 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탈

냉

전

기

선호

대립

우파

강경개헌론 요미우리 그룹, 나카소네

점진개헌론
(창조적 해석론) 오자와

개헌보류론 미야자와

좌파

완강호헌론
(직해파) 공산당, 사회당 일부 및 지식인 집단

창조적 재해석론
(창헌론) 이와나미 그룹, 아사히 그룹, 사회당 일부

(2) 헌법개정국민투표법의 법제화와 본격화된 개헌

위와 같은 개헌과 호헌의 움직임 속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한 개헌세력은 그 움직

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일본국헌법 제96조237)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

235) 渡辺治, 「権威的体制づくりをめざす改憲論」, 『前衛』 1994년 3월호,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1994년, 21쪽.

236) 최은봉, 『전후 일본에 있어서 헌법 논쟁의 정치적 함의』, 세종연구소, 1999년, 14쪽에서 인용.

237) 제9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議院)의 총 의원(議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發議)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시에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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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마련되지 않

은 상태 다.

일본국헌법 시행 50주년을 맞는 1997년, 드디어 ‘헌법조사위원회설치추진의원연맹’

(중의원 의원 269명, 참의원 의원 105명), 이른바 ‘개헌의련’(改憲議連)이 발족238)하 다. 

개헌에 반대하던 공산당·사민당을 제외한 초당파적인 모임이었다. 1999년 5월에는 이른

바 ‘신 가이드라인’ 관련 3법이 성립되었다. 이어 7월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조사

회를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2000년에는 중·참 양 의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2001년 11월 16일,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구 헌법조사위원회 추진 의원연맹)의 

‘국회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과 ‘일본국헌법개정국민투표법안’ 공표를 시작으로 2007

년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 국회를 막론하고 개헌 초안과 국민투표법안이 다수 공표되었

다.239) 이어 일본국헌법 시행 60주년이 되는 2007년, 드디어 일본국헌법의개정절차에관

한법률(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 이른바 국민투표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거쳐 

공포되었다. 실질적인 움직임으로부터 10년이 걸린 개헌의 발자취인 셈이다.

당시 여당은 국민투표법 제출의 이유에서 ‘국회에 의한 입법부작위의 해소’를 제시

했지만, 과연 그 부작위의 상태가 불합리하다면 어째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했음에도 이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 

문제, 즉 노숙자 대처나 원폭 피해자, 미나마타 병과 같은 환경 공해의 대처와 구제, 더 

나아가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피해국가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다시

금 개헌이라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입법부작위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

는 비판이 있다.240)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この憲法の改正は、各議院の総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賛成で、国会が、これを発議し、国民に提案してそ

の承認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承認には、特別の国民投票又は国会の定める選挙の際行はれる投票にお

いて、その過半数の賛成を必要とする。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써 즉시 이를 공포한다.

  憲法改正について前項の承認を経たときは、天皇は、国民の名で、この憲法と一体を成すものとして、直

ちにこれを公布する。 

238) 주변사태법, 개정 자위대법, 일미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의 개정. 일미의 방위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 가이

드라인’(1997년)을 양국이 책정하고, 관련 3법은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일본의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에 중요한 향을 주는 사태, 즉 주변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미군이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자위대, 정부기관이 참

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에 협력을 강요하여 국가의 총력을 미군협력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39)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흐름에 대하여는 南部義典, 『Q&A解説 憲法改正国民投票法』, 現代人文社, 

2007년, 170~171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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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6년 9월에 총리로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

를 내걸고, 수상 취임 후 “5년 이내의 헌법 개정”을 선언했다. 자민당의 헌법 초안은 제

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명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킬 

책무를 요구하고, 정교분리원칙을 붕괴시키는 수상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개정, 즉 일부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

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 헌법 제9조 개정이 가져올 영향과 대책

(1) 제9조 개정에 대한 기존의 분석

우선 헌법 제9조는 이제까지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유지시켜 왔지만, 기본적인 

안보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조선 등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능력의 추구이다.241) 따라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전수 방위와 일

미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능력의 확충을 목표로 할 것이다. 향후 계속하여 방위 

체계를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 자주방위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할 것이나, 이가 곧 “전략무기에 속하는 핵병기와 공격용 무기체계를 갖추고,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국가를 독자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구비한 상태의 

국가”242), 곧 군사대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민정

서, 그리고 주변국과의 대립, 넓게는 미국과도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243) 따라서 개

정, 즉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군비를 보유하더라도 이는 군사대국이라기보다는 오자와 

이치로가 말하는 ‘보통국가’의 길로 나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와 같이 일미안보체제와 국제적 정세가 유지될 때의 견지이며,244) 

사실상 일미안보가 해체되는 경우 어떠한 방향이든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

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연구에서 주로 지적되는 견해로는, 제9조의 개정을 피할 

240)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전게서, 73~74쪽.

241) 김성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적극적 외교」, 『일본의 외교정책』(김성철 편), 세종연구소, 2000년, 12쪽.

242) 김용서, 「세기말 일본의 군사적 위상」, 『21세기 일본의 위상』(현대일본연구회 편), 법문사, 1993년, 178쪽.

243) 공의식,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 제5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2년, 21

쪽.

244) 공의식, 전게논문, 22쪽; 고승희,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

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2007년, 43쪽.



어물전(http://www.7t7l.pe.kr)
일본국헌법 제9조와 개헌 문제에 관한 고찰- 68 -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증강, 한일 안보체제의 구축, 한미일 공조 체

제의 구축 등이 거론된다.245)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법이 헌법 제9조에 대한 기존 시각

에 적합한 것인가.

(2) 새로운 해결방법의 모색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면, 우선 헌법 제9조 개정 문제에 대하여 주

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는, 

새로이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차후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 노선과 민주당의 헌법 개정 노선이 일치하는 한 제9조 

개정이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볼 때에 정부 차원의 움직임보다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의 경우 

최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것이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을 결론짓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

나,246) 이미 대구 교직원 노동조합과 일본 히로시마(広島) 교직원 조합이 공동 교재 

『조선통신사』를 발간하거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미래를 여는 역사 -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를 발간하는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민간차

원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가) 헌법 왜곡 상황의 탈피

무장, 즉 군대를 통해서는 국민 각자를 지키거나 침략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으로 ‘국가를 지키도록’ 한다는 시각이 있다.247)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말의 오키나와

전(沖縄戦)에서는 주민들이 동굴에 갇힌 채로 대량 학살되었고, 만주(滿洲)에서는 관동군

이 피난민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태까지 있었다. 군대가 본질적으로 전투를 위해 훈련된 

조직이라면, 주민이나 피난민은 전투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존 일본 정부의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확정적인 것으로, 

245) 대표적으로 고승희, 전게논문, 48~59쪽을 참조.

246) 내일신문 2009년 10월 12일자.

247)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전게서,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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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군비 억제가 아니라 군비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전용(轉用)되어 온 것도 과연 지

금까지의 자위 정책이 정말로 자위를 위한 것인지 묻게 한다. 그러나 일본이 자위력 확

충의 동기로 주장한 북조선 핵문제, 중국의 군비 확장 등은 새로이 군비를 확장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군비 확장의 무한 순환을 낳게 할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헌법 왜곡 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이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 

속에서 다시금 일본의 평화주의를 살리고, 이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선구(先驅)의 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학적인 해결책으로 근래에 거론되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일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

시민의 의견 30의 모임(市民の意見30の会)은 1996년에 기존의 일미안전보장조약, 즉 

군사조약을 대체하는 일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을 제창하 다. 순수 민간 차원의 움

직임이었으나, 광고 등을 통해 미국에 알려지면서 반향도 크게 나타났다.248)

일미평화우호조약, 즉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주국(合州國) 사이의 평화우호조약 (초

안)」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일본국 시민 및 아메리카 합주국 시민의 총의에 기초”한

다고 하여 이제까지 정부의 움직임을 통제해 온 국민, 즉 일본국 시민의 이상에 의하여 

새로운 차원의 헌법 질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장기(長期)에 걸쳐, 대립으로 가득 찬 국제관계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

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이 국제관계 및 일

미관계에서 존수(尊守)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여 일본의 헌법질서 회복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질서에서 패권주의를 배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249)

248)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전게서, 125쪽.

249)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전게서, 120~123쪽.

   해당 초안의 前文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및 아메리카 합주국은 일본국 시민 및 아메리카 합주국 시민의 총의에 기초하고,(국가간 조약의 주체

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 일본국헌법 및 아메리카 합주국 헌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장기(長期)에 걸쳐, 대립으로 가득 찬 국제관계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

유하고,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이 국제관계 및 일미관계에서 존수(尊守)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주

의가 각국의 정치제도의 기조(基調)가 되어 온 것을 환 함과 함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넓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확인하고,1) 국제사회가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며, 일미 양국 및 양국

민이 이상의 국제적 원칙의 존중 및 여러 과제의 해결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며, 양국간의 평화

우호관계를 새로운 기반의 위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자 전권위원을 임명한다. 이들 전권위원은 상호가 그 전권위임장을 보이고, 이가 양호타당하다고 인정된 뒤 다

음과 같이 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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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미 양국의 관계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민중이 제안하고, 전후 40년의 민중운동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

이다.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상호의 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모든 분쟁 및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주국과의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은 이 조약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한다.”고 하여 종전의 일미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진

정한 평화적·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서약하고자 하 다(제1조). 이 운동은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외에도 북일,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의 추

진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

이다.

(다)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

“헌법이 시대에 따라잡혔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평화기본법 제정운동이

다. “지킨다, 바꾸지 않는다”는 호헌의 발상에서 “구체화한다, 사용한다”는 헌법활용의 

방향으로 호헌 논리를 재확립하고, “정책”으로서의 노력, 그 위에 세계에 대한 진실한 

걱정, 명분과 실체를 함께 갖춘 “국제기준을 먼저 기획하는 헌법”으로 완성해 가는 활

동의 하나로 평화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다.250)

평화기본법안 구상은 헌법에서 평화주의를 채택하게 된 동기, 즉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을 바탕으로 안전보장의 이상 및 목표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국민의 헌법 이념 지지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대립구조”에 의하여 자위대를 비롯한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냉전 

구조가 종언(終焉)을 고함에 따라 “헌법 본래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향하여 공헌하여야” 하고, “안전보장의 목적을 명시하며, 기본원칙을 재확립함과 

함께 헌법에서 창설유지되어 온 자위대의 개편축소를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진실로 헌

법에 걸맞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확립하기 위”한다고 함으로써 현실과 규범의 간격을 크

게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50)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편, 『9条で政治を変える-平和基本法』, 高文研, 2008년,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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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는 신뢰의 양성, 평화외교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제2조 내지 제7조) 

특히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 ‘비핵 삼원칙’, ‘무기 수출 삼원칙’, ‘해외 파병 금지’, ‘공격

적 병기의 보유 금지’, ‘우주개발의 평화 목적 이용’, ‘문민 통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 등을 바탕으로 안전보장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학술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된 방위성(防衛省)을 안전보장성(安全保障

省)으로, 자위대(自衛隊)를 안전보장대(安全保障隊)로 하고, 그 아래에 국토경비대(国土警

備隊)251), 평화대기대(平和待機隊)252), 재해구조대(災害救助隊)253)를 두고자 하 다. 그리

고 안전보장대는 내각(내각총리대신이 대표)이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법안요강 제12조 

제1항, 행동 통괄은 제2항에서 안전보장대신이 한다고 규정),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내지 제5항254)).

251) 제9조 (국토경비대의 조직과 역할)

① 일본국에 대하여 주권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별표에 따라 자위대의 일부를 국토경비대로 재편한

다.

② 국토경비대는 일본국헌법에서 금하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해를 넘은 지역에 

대한 공격능력 또는 타국에 위하를 주는 무기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경비대는 일본국 외에서 행동할 수 없다.

④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국토경비대 또는 그 구성원이 군대로서 조직 또는 훈련되거나 군대의 기능을 가지

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토경비대는 안보대와 연안경비대로 구성되며, 일원적으로 운용된다.

⑥ 국토경비대는 필요에 응하여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재해구조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252) 제10조 (평화대기대의 임무)

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에 일본국이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자위대의 일부를 

평화대기대로 재편한다.

② 평화대기대는 어떠한 군사적 임무 및 장비를 가지지 아니한다. 분쟁대처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③ 평화대기대는 이하의 각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행하기로 한다.

  1. 인간의 안전보장 실행활동

  2. 해적행위 등 공해(公海) 상의 범죄, 국경을 넘은 집단범죄 등 지역적 공동경찰활동

  3. 국제연합의 요청에 기초한 분쟁 예방, 회피 활동, 평화구축활동, 전후부흥활동

④ 전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지역적 공동경찰활동을 행할 때에만 평화대기대의 정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행

동하는 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평화대기대는 인간의 안전보장 실행활동을 행할 때에는 NGO나 재해구조대 등과 연계·제휴·협력할 수 있다.

253) 제11조 (재해구조대의 임무)

① 본국 및 해외에서의 자연재해, 특수재해, 인위재해의 구조를 위한 조직으로 별표에 따라 자위대의 일부를 재

해구조대로 재편한다.

② 재해구조대는 재해구조활동을 행할 때에는 NGO나 평화대기대 등과 연계·제휴·협력할 수 있다.

254) ③ 정원, 예산, 장비, 행동 등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각이 매년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토경비대나 평화대기대가 무기를 휴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거

쳐야 한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도 국회에서 폐지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당해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폐지의 의결이 행해진 경우에도 내각총리대신이 중의원을 해산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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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으로 파악하면, 기존의 해석개헌에서 나타난 자위대의 현황의 문제점과 

정부 해석의 문제점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이 국제공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새로이 편성되는 안전보장대와 자위대

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안전보장대의 구성기구인 국토경비대는 비공격적 방위력, 즉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

춘 기구이다. 이전의 정부 해석에서 이른바 “필요최소한도를 초과한 실력”이라는 기존 

정부의 견해와 달리, 필요최소한도에 다다른 실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48에서 살펴본 코스타리카의 경우 헌법에서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찰력

으로 국가를 방위한다. 즉 ‘시민방위대’(Civil Guard) 4,400명, ‘국경보안경찰’(Border 

Security Police) 2,000명, ‘해상감시부대’(Maritime Surveilance Unit) 200명, 항공감시

부대(Air Surveilance Unit) 300명, ‘지역방위대’(Rural Guard) 등 2,000명, 총 8,400명

의 방위조직을 보유하고 있다.255) 인구 약 400만 명인 코스타리카에 빗대면 적은 수준

은 아니지만, 경무장에 그치는 점에서 진정한 최소한의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렇듯 새로이 자위대를 개편하고, 평화적 원칙을 헌법에 진정하게 합치하는 방향

으로 수용하는 평화기본법을 통해 기존 자위대와 정부 해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면서도, 진정한 헌법 정신의 실현을 통해 헌법 왜곡의 상황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헌

법질서를 수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56)

255)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편, 전게서, 108~109쪽.

256) 평화기본법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제1기 (즉시 착수할 정책)

  ① 이른바 「신 테러 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의 해외파병법의 폐지 및 개정

  ② 불필요하게 된 대형 장비품의 발주 정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폐지. 대원 신규 모집의 삭감.

  ③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해외파병 자위대 부대의 철수(PKO 협력법에 의한 부대는 국제연합과 협의 후에 

조치).

  ④ ‘미사일 방위’의 공동개발참가 중단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실시. 역 외 연습·활동의 중단. 「일미지위협

정」의 개정과 이른바 「배려예산특별협정」의 폐지.

  ⑤ 「군축 가이드라인」의 작성.

  ⑥ 「동아시아 공통의 안전보장」의 작성

2. 제2기

  ① 자위대 축소 기본계획의 실시. 3분할 작업의 본격화.

  ② 자위함대, 항공총대의 해산. 공격적 병기의 폐기.

  ③ 「방위계획의 대강」을 대신해 평화기본법에 근거한 「일본의 안전보장대강」의 채택과 그 철저한 주지(周

知).

  ④ 「동아시아 공통의 안전보장」의 추진.

3. 제3기 (근린 국가와의 ‘지역협력기구’의 성숙도를 보아 실시하는 최종단계)

  ① 일본열도 역에서만 기능하는 최소한 방어력으로의 완전한 이행 달성.

  ② 부전국가 일본의 탄생. 헌법에 기초한 국제활동의 전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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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전보장의 중심을 군사력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기구’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으로의 협력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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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구평화의 구상은 중세 후기 이래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창되었다. 그러나 실현되

지는 않던 평화구상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전쟁은 군주·전제군주·지배자의 지위에 

있는 야심가들에 의한 것이며, 이는 인류에 대한 죄악”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전쟁과 

무력의 배제가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 다.

1928년의 부전조약(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에서는 드디어 체약국 상

호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기로 서약하 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

전 이후에는 국제연합헌장이 국제평화의 유지를 목표로 침략 금지와 무력의 행사 또는 

위협의 금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에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에 이

르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침략전쟁의 금지나 국제평화에 대하여, 헌법의 체제 내에서 

규정하는 조항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9조 제1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

며’의 문언은 전문에서 표방한 평화주의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확인하고, 또한 모든 

국가는 정의와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그를 신뢰함과 함께 정의와 질서가 

국제사회를 지배한다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함에 따라 그를 성실히 희구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하여 동항에 이하의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이다.

제9조 제2항은 ‘전항의 목적’, 즉 동항을 정하기에 이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리킨다. 이를 제1항의 목

적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전문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성립의 

역사적 경위에도 반하며, 더욱이 본항의 교전권 포기의 규정에도 저촉되며 또한 현행 

헌법에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등의 전쟁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육해공군은 통상의 관념에서 생각하면 군대의 형태이며, 이렇게 정의짓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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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에 대한 실력적인 전투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물적 수단으로서의 조직

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국내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과 구별된다. ‘기타의 

전력’은 육해공군 이외의 군대나 또는 군이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에 필적하는 실력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목적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

는 인적, 물적 수단으로서의 조직체를 말한다. 

이렇듯 헌법의 규정은 지금의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실

적으로 자위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조직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견

해가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전력을 다르게 해석하여 사실

상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즉 초기에는 “자국의 독립, 안전은 물론 국민의 힘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 스스로 지킬 힘을 점증(漸增)하고, 점증한 결과 전력에 이르는 경우에 국민의 총

의를 물어 이를 결정하기 까지는 전력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일응 일본의 독립안전을 

지킨다”고 하여, ‘전력에 달하지 않은’ 힘의 존재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위대가 창설되고,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견

해를 수정하여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고, 이를 넘어선 실력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해석하여 

자위대를 합헌으로 주장했다. 즉 자위대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실

력조직이므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라고 하여 금지되지 않는 실력의 한계는 구체적으

로는 그때 그때의 국제정세, 국제환경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견해는 국제정세의 

전개 여하에 따라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실력의 정도를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정하게 

되어 종전의 견해와 같이 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을 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해석과 학계의 해석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은 무엇인

가. 바로 자위권의 개념이다. 자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무력을 수반하는가 수반하지 

않는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위권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헌법 제정 초기에는 실

질적으로 자위권을 포기, 부인하 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

의 도래와 한국전쟁의 격발로 일본의 안전보장과 대미 협력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무력없는 자위권이라는 견해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자위력 보유를 정당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1954년의 자위대법의 제정을 통해 드디어 ‘무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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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자위권 및 무력 없는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일본국헌법 하에서 결코 확고부동한 지

위를 점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후 일본의 헌법사와 정치사에서 나타나는 역사

적·정치적인 관념이다. 이는 국제법상의 일반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 또한 독립주권국가인 이상 자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바에서 

변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관하여 더욱이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상

의 자위권은 어떠한 성격과 의미내용을 가지는가, 그리고 일본국헌법 제9조와 전문의 

평화주의에서 실질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위권론자의 인식에 기저에 깔린 것은 이러한 자위권은 국가의 자연권의 하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자위권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

리의 하나이지만, 그 의미는 19세기 이전과는 다르다. 즉 오늘날에는 자연법적 권리라

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정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존재한다.

또한 개인의 정당방위와 국가의 자위권을 연관시켜 개인의 정당방위가 불가침이듯

이 국가의 자위권도 불가침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는 근본적인 문

제가 있다. 바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은 그 자체가 자기목적이지만, 국가의 존재 

자체는 자기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자위권을 이러한 개인의 정당방위권과 간

단히 동치할 수 없는 이상, 국가의 자위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의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위권의 내용으로 파악되는 자위전력에서 처음부터 자위력이라는 실력을 

제거하고 경찰력에 국한하면서도 그 자위권 개념을 고집하는 다수설과는 달리 자위권이

라는 개념은 일정한 객관적인 의미와 역할을 역사적으로 가져왔으나, 지금에 이르러서

는 그러한 개념을 무시하고 전부 ‘자위권’으로 표현하여 근거 없이 새로운 의미내용을 

가지게 하는데, 이는 법학의 개념으로는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자위권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군사력에 의한 국가방위의 발상과, 전적으로 비군사적인 형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발상은 역사적·사상적으로도 이질적이며 그러한 

이질적인 개념과 함께 자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차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고, 또한 숨기는 것이므로 현행 헌법은 자위권 개념을 포기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즉 다수설에 따르면 헌법상 용인되는 자위권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

인 ‘자위력 없는 자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수설의 전통적 용법과 다른 ‘자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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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자위권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그러한 개념을 고집하여 용

어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국헌법이 자위권을 포기하 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가 

발족하여, 지금과 같은 해석개헌의 체제를 마련하 다. 또한 현행 헌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며, 새로운 자주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개헌론이 등장하 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헌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헌법은 시대의 향을 통해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평화라고 하는 숭고한 이상을 규정한 일본국헌법 

제9조의 조항은, 이미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정한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그러한 평화주의 사상이 나타났음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자

주헌법’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단순히 군비 확장을 도모하는 정치적 제스추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연구에서 주로 지적되는 견해로는, 제9조의 개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의 안

보공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처럼 군사적인 대응, 국가적인 대응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 오히

려 일본의 개헌움직임과 군비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오히려 동북아 국제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군비의 무한확장이라는 쳇바퀴를 돌릴 뿐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요시다 수정과 GHQ 강압론의 등장, 그리고 최근의 국민투표법 제

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저지하고, 헌법을 수호해 온 

것은 오히려 국제외교적 움직임이나 정부 차원의 옹호가 아니라 민간세력과 야당세력의 

움직임이었다. 정부는 헌법 해석을 유도하고, 자위대를 공식화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도록 발판을 삼았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안전 보장이 더욱 위태

해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사실상 절실해지는 것은 민간차원의 움직임, 즉 전후(戰後) 일본국헌

법 체제 60여 년 동안 헌법을 지켜온 일본 국민, 그리고 지식인의 움직임이 헌법을 지

키고 정당한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헌법 왜곡 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이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 속에서 다시금 일본의 평화

주의를 살리고, 이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선구(先驅)의 기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과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을 주목할 수 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미 양국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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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모습으로 민중이 제안하고, 전후 40년의 민중운동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일

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은 광고운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일본의 평화주의

를 통해 세계평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은 “헌법이 시대에 따라잡혔다”는 발상에서 출발하여, 그

저 지키기만 하고 바꾸지 않는 것에 만족하던 호헌의 발상에서, 구체화하고 진정한 헌

법질서를 회복시키는 헌법활용의 방향으로 호헌 논리를 재확립하고, 정책을 통해 규범

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여 국제기준을 먼저 기획하는 헌법으로 완성해 가고자 하 다.

이는 자위대를 새로이 최소한도에 달하는 방위력으로 재편하고,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적 기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해석개헌에서 나타난 자위대의 현황의 문제

점과 정부 해석의 문제점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이 국제공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외치던 자민당의 뒤를 이어 동북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는 민주당 하

토야마 정권이 출범했지만, 민주당 또한 헌법 개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

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헌법 상황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정확히 인식하고 한국에서 

그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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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주국(合州國)257) 사이의 평화우호조약 (초안)258)

전문(前文)

일본국 및 아메리카 합주국은 일본국 시민 및 아메리카 합주국 시민의 총의에 기초하

고,259) 일본국헌법 및 아메리카 합주국 헌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장

기(長期)에 걸쳐, 대립으로 가득 찬 국제관계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이 국제관계 및 일미관계에서 존

수(尊守)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260) 민주주의가 각국의 정치제도의 기조(基調)가 되

어 온 것을 환영함과 함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확

인하고,261) 국제사회가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며,262) 일미 

양국 및 양국민이 이상의 국제적 원칙의 존중 및 여러 과제의 해결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며,263) 양국간의 평화우호관계를 새로운 기반의 위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자 전권위원을 임명한다. 

이들 전권위원은 상호가 그 전권위임장을 보이고, 이가 양호타당하다고 인정된 뒤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257) "United State of America"를 직역하면 합중국(合衆國)이라기보다 합주국(合州國)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

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초안 원문에서는 합주국으로 표현되었다.

258) 市民意見広告運動 편, 전게서, 120~123쪽. 이하 각주는 모두 원문에서 인용.

259) 국가간 조약의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삽입하 다고 한다.

260) 일중평화우호조약(“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을 차용. 국제연합이 미국에 

악용되어 온 것을 생각하여 국제연합헌장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헌장의 원칙 

그 자체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억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국제연합 및 그 여러 원칙에는 반대할 수 없

는 것에 착안하면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을 상회한다고 하겠다.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이란 헌장의 전

문, 제1장을 가리키나, 이른바 ‘5대국 일치’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1) 냉전 후의 국제관계에서 최대의 위협은 미일 공동의 패권체제가 스스로 주장된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일지배층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는 ‘국제관계의 민주화’의 원칙을 외친다면 어떨까 하는 취지.

262) 이른바 글로벌 이슈라고 불리는 환경, 공해, 인구, 식량, 기아, 빈곤, 에너지, 에이즈, 에볼라, 남북문제 등의 여

러 문제의 해결이 국제사회 공통의 중요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취지.

263) 세계 1위, 2위의 대국의 관계는 이상의 원칙과 과제를 분리된 단순한 양국가의 관계로 위치지을 수 없다는 것

을 분명히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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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______________

아메리카 합주국 ______________

제1조

① 양 체약국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평등 및 호혜와 평화적 공존

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평화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양 체약국은 전기(前記) 및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에 기초하여 상호의 관계 및 국

제관계에서 모든 분쟁 및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

을 행할 것을 서약한다.

③ 전기(前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주국과의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이 조약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한다.

제2조

① 양 체약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타 어떠한 지역에서도 패권을 차지할 의도는 없고, 

또한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다른 어떠한 국가에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② 양 체약국은 국제분쟁의 대다수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기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직시하고, 이들 분쟁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이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그 해결

에 따른 부흥을 위하여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약속한다.

제3조

① 양 체약국은 국제적 상호 의존이 깊은 가운데 국가간의 민주적인 관계의 발전 및 국

제 평화 및 안전의 진정한 확립을 위하여 일미 양국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

식하고,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양국 국민을 포함한 국제사회전체의 복지에 합치하도록 규

율하는 것을 약속한다.

② 양 체약국은 국제경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선진 제국(諸國)과 도상(途上) 제

국(諸國)과의 사이의 경제관계가 금후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

여 양 체약국은 국제무역기관,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세계은행그룹, 국제연

합의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제적 조직의 근본적 검토를 포함해 한층 개선이 긴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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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① 이 조약은 비준된 것으로서, ○○○에서 행해지는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는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

하기까지 효력을 존속한다.

② 어느 일방 체약국도 1년전에 타방(他方)의 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 예고하는 것에 의

하여 최초의 10년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이 조역에 서명조인한다.

200X년 ○월 ○일에 ○○○○에서 같은 정문(正文)인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한 문서 2

통을 작성한다.

일본국을 위하여 ______________

아메리카 합주국을 위하여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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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평화기본법안 요강264)

전문(前文)

우리들은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헌법에서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결의하며”라고 선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

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고 하였으며, 

더욱이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이라 하여 안전보장의 이상 및 목표를 정하였다.

일본국민은 시종일관하여 이 헌법의 이념을 지지하고, 그 달성에 노력해 왔으나, 시행 

후에 생긴 국제정세의 대립구조에 의하여 긴 기간동안 그 충분한 실현을 방해받아 왔다.

오늘날 냉전 구조가 종언(終焉)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은 상황에 조우하여, 우리들은 

개선된 헌법 본래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향하여 공헌하여야 한

다. 이상의 실현은 일본국만이 아니라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도 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에 일본국헌법 및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을 지준으로 삼아 평화기본법을 정하고, 안

전보장의 목적을 명시하며, 기본원칙을 재확립함과 함께 헌법에서 창설유지되어 온 자위

대의 개편축소를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진실로 헌법에 걸맞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확립하

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좇아 일본국의 외교 및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적 이념 및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및 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전세

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창조함에 일본국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64)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편, 전게서, 51쪽~62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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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안전보장의 기본원칙

제2조 (신뢰 양성, 평화외교의 원칙)

① 일본국은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의 이념에 바탕하여 국제사회에서 평화

와 안전을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외교를 행하도록 한다.

② 일본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을 존수하고, 국국

제연합의 활약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한다. 단 무력의 행사를 수반한 국제

연합의 활동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③ 일본국은 특정한 국가 또는 동맹을 가상의 적(敵)으로 상정하지 아니한다. 특정 국가 

또는 동맹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조약, 협정 등을 일본국이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근대 제국(諸國)과의 신뢰 양성을 향한 것으로, 지역에서 평화적 협력

조약 등의 체결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견지의 원칙)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 ‘비핵 3원칙’, ‘무기 수출 3원칙’, ‘해외파병 금지’, ‘공격적 병기

의 보유 금지’, ‘우주개발의 평화 목적 이용’, ‘문민통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등 

일본국이 견지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은 금후에도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집단적 자위권의 금지)

① 일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다,

② 무력의 행사를 하는 군사조직 등에 대하여 병기활동 또는 후방지원활동도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로 본다.

제5조 (핵병기에 관한 기본원칙)

① 누구도 일본에서 핵병기를 개발 또는 제조하거나 보유, 더욱이 일본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②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 핵병기를 즉시 폐절(廢絶)하고, 외교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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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제6조 (무기에 관한 기본원칙)

① 국제분쟁이나 지역분쟁의 조장을 회피하기 위하여 누구도 일본에서 개발·제조된 「무

기」를 수출할 수 없다.

②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 무기의 제조나 수출을 삭감, 폐절하는 외교를 주체적이고 적극

적으로 행하기로 한다.

제7조 (우주공간 평화적 이용의 원칙)

① 일본국은 우주공간에서 어떠한 군사적 활동도 할 수 없다.

② 일본국은 우주공간이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적

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한다.

제3장 조직의 재편

제8조 (방위성과 자위대의 재편)

①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좇아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설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방위성(防衛省)을 안전보장성(安全保障省)으로, 자위대(自衛
隊)를 안전보장대(安全保障隊)로 하고, 그 아래에 국토경비대(国土警備隊), 평화대기대(平和
待機隊), 재해구조대(災害救助隊)를 둔다.

② 누구도 그 뜻에 반하여 안전보장대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국토경비대의 조직과 역할)

① 일본국에 대하여 주권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별표에 따라 자위대의 일부

를 국토경비대로 재편한다.

② 국토경비대는 일본국헌법에서 금하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

본의 영해를 넘은 지역에 대한 공격능력 또는 타국에 위하를 주는 무기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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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경비대는 일본국 외에서 행동할 수 없다.

④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국토경비대 또는 그 구성원이 군대로서 조직 또는 훈련되거

나 군대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토경비대는 안보대와 연안경비대로 구성되며, 일원적으로 운용된다.

⑥ 국토경비대는 필요에 응하여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재해구조대 등과 협력할 수 있

다.

제10조 (평화대기대의 임무)

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에 일본국이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라 자위대의 일부를 평화대기대로 재편한다.

② 평화대기대는 어떠한 군사적 임무 및 장비를 가지지 아니한다. 분쟁대처활동에 종사하

지 아니한다.

③ 평화대기대는 이하의 각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행하기로 한다.

  1. 인간의 안전보장 실행활동

  2. 해적행위 등 공해(公海) 상의 범죄, 국경을 넘은 집단범죄 등 지역적 공동경찰활동

  3. 국제연합의 요청에 기초한 분쟁 예방, 회피 활동, 평화구축활동, 전후부흥활동

④ 전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지역적 공동경찰활동을 행할 때에만 평화대기대의 정원은 자

기 또는 자기와 함께 행동하는 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범위에

서 소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평화대기대는 인간의 안전보장 실행활동을 행할 때에는 NGO나 재해구조대 등과 연

계·제휴·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재해구조대의 임무)

① 본국 및 해외에서의 자연재해, 특수재해, 인위재해의 구조를 위한 조직으로 별표에 따

라 자위대의 일부를 재해구조대로 재편한다.

② 재해구조대는 재해구조활동을 행할 때에는 NGO나 평화대기대 등과 연계·제휴·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에 대한 통제)

①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에 대하여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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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을 가진다.

② 안전보장대신은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의 행동을 통괄한다.

③ 정원, 예산, 장비, 행동 등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각이 매년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토경비대나 평화대기대가 무기를 휴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사

전에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도 국회에서 폐지의 의

결이 있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당해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폐지의 의결이 행해진 경우에도 내각총

리대신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는 없다.

제13조 (상세한 규정)

안전보장성, 안전보장대, 국토경비대, 평화대기대, 재해구조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 등에서 정하기로 한다.

[별표]

1. 제1기 (즉시 착수할 정책)

① 이른바 「신 테러 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의 해외파병법의 폐지 및 개정

② 불필요하게 된 대형 장비품의 발주 정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폐지. 대원 신규 모

집의 삭감.

③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해외파병 자위대 부대의 철수(PKO 협력법에 의한 부대는 국

제연합과 협의 후에 조치).

④ ‘미사일 방위’의 공동개발참가 중단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실시. 영역 외 연습·활동

의 중단. 「일미지위협정」의 개정과 이른바 「배려예산특별협정」의 폐지.

⑤ 「군축 가이드라인」의 작성.

⑥ 「동아시아 공통의 안전보장」의 작성

2.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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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위대 축소 기본계획의 실시. 3분할 작업의 본격화.

② 자위함대, 항공총대의 해산. 공격적 병기의 폐기.

③ 「방위계획의 대강」을 대신해 평화기본법에 근거한 「일본의 안전보장대강」의 채택과 

그 철저한 주지(周知).

④ 「동아시아 공통의 안전보장」의 추진.

3. 제3기 (근린 국가와의 ‘지역협력기구’의 성숙도를 보아 실시하는 최종단계)

① 일본열도 영역에서만 기능하는 최소한 방어력으로의 완전한 이행 달성.

② 부전국가 일본의 탄생. 헌법에 기초한 국제활동의 전면 전개.

③ 안전보장의 중심을 군사력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기구’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

으로의 협력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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