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여년 집권 日자민당 몰락 이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주목
해야”

결국 ‘포괄정당’과 ‘국회대책정치’다. 서구식 용어를 쓴다면 국민정당과 합의 정치다. 박철

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써낸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서울대출판문화원 펴

냄)의 결론이다. 일본 하면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말들이 있다. ‘보수우경화’, 

‘우익의 발흥’,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 같은 단어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존재가 50년 

넘게 집권한 자민당이다.  

‘일제’라는 이미지 때문에,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자민당을, 그 자민당을 줄곧 지지해온 일본 국민을 한 덩

어리로 파악하는 게 보통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다. 그런

데 박 교수는 이런 ‘일본 일원론’, ‘일본 불변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전후 일본, 그것도 자민당 내 파벌 

싸움을 들여다보면 일원적이고 불변적이지 않다는 얘기

다.  

출발점은 요시다 시게루(1878~1967)다. 한국에서 요시

다란 인물은 전후 총리 자리를 차고 앉아 일본 보수주의

를 만들어 낸 인물이다. 그러나 요시다는 보수에 뿌리박

되 군국주의로 치닫으려 한 급진 보수를 경계한 인물이

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후 일본의 재무장을 막아냈다

는 점이다.  

미·소 대립 격화,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 발발 등의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미국은 자유진

영의 전진기지로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려 들었다. 일본 보수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이참에 

재무장해서 한국전에 참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안팎의 공세를 거부한 사람이 

요시다 총리다. 평화주의의 토대 위에 경제성장에 매진하자는 것이 요시다의 논리였다.  

이후 일본 보수주의 정치, 자민당 정치는 요시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판가름난다. 

박 교수는 몇 차례 위기 혹은 도전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고 보

는 쪽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민당이 허약해서다.  

안으로는 파벌경쟁, 밖으로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 와중에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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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정책을 가져다 써야 했

고, 그러다 보니 사회당·공산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정책까지 흡수해 버린 것이다. 때로는 자

기 파괴적으로 분열된 것이 자민당의 파벌이었지만 “확대지향적 경쟁을 벌임으로써 야당의 

입지마저 빼앗아 가는 권력 지향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하는 대목이다. 이 영향은 혁신계

의 위축으로도 나타났다. “자신의 무기를 빼앗긴 혁신계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대신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했고, 이런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 사실상 자민당에 대

한 견제자 역할에 자족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압도적이던 자민당이 왜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줘야 했을까. 박 교수는 성공 요

인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고 본다. 냉전 붕괴 뒤 사회당·공산당이 몰락했고, 자민당이 요

시다 노선으로 대표되는 온건보수 대신 급진보수 쪽으로 기울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생존에 대한 강한 갈증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교수는 “예전 자민당 위기 때 이뤄진 지도부 교체는 파벌을 바꿔 유사정권 교체와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던 데 반해, 2000년대 들어 이뤄진 지도부 교체는 주류파 내부

에서 국민적 인기에 편승해 정해지는 방식이 됐다.”고 진단한다.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교육기본법 등 국민생활과 별 관련 없는 국가정체성 문제에만 매몰돼 버렸고, 결국 유권자

들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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