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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Ⅱ*

－패  후 일본의 연속을 변증한 ‘노모스주권론’자－

김창록**

1)2)

[국문 요약]

식민지 조선의 경성제국 학에서 16년간 법리학 교수로서 활동한 후 1944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오다카 토모오는, 제2차 세계  패 의 결과 일본을 령하고 그 통치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 신권주의  천황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 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국

민주권주의와 상징천황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국헌법｣으로 옮아간 일본 사의 요한 

환기를 맞아 ‘국체의 호지’ 여부가 미의 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야자와 토시요시의 

‘8월 명설’을 정면으로 비 하며 ‘노모스주권론’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오다카－미야자와 

논쟁을 발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697).

** 경북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chrki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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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비록 주권의 본질에 한 요한 쟁 을 부각시킨 것이기는 했

지만, 오다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오랜 일본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천황제” 속에 연

면히 흘러온 “민족정신의 피”를 국민주권주의에도 흐르게 하려는 ‘일본국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미야자와의 논리 인 추궁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쟁은 체로 미야자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된다.

오다카는, 논쟁의 과정에서 ‘강요된 헌법’이라는 실을 지 함으로써, 미야자와의 ‘8월

명설’이 애써 외면한 문제, 즉 ‘패  ’의 역사에 한 평가라는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

지만, 오다카의 평가는 주체 인 것이기보다는 소수의 군부세력에게 책임을 가하는 당시 일

본의 일반 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神國’과 ‘道義朝鮮’을 외쳤던 수년 의 자신

의 모습에 한 ‘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야자와는 ‘가공의 명’을 내세워 ‘패  ’을 잘라버림으로써  일본 헌법학이 ｢일본

국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토 를 마련했다. 오다카는 조  더 나아가 ｢일본국

헌법｣을 “경박”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민족정신의 피”를 주입하고 “붕 ”를 감았다. 하지만, 오

다카 역시 ‘패  ’의 문제상황은 소수의 군부세력의 탓으로 돌리고, ‘주어진’ ｢일본국헌법｣을 

변증했다는 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그 에서는 오다카도 미야자와와 마찬가지로 ‘패  ’

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마치 없었던 일인 듯이 제쳐버린 ‘ 후 일본’의 ‘사상  공범’이었다.

그래서 결국, 일본 근 와 의 환기에 가장 주목받은 논쟁이기에 가장 학문 인 긴장

도가 높았을 터인 오다카－미야자와 논쟁 속에서도, 그 논쟁에서의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에

서도, ‘식민지 경험’의 흔 은 발견하기 어렵다.

[주제어]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沢俊義), 노모스주권론, 8월

명설, 일본국헌법, 주권론

Ⅰ. 머리말

1899년 한제국의 부산에서 태어나, 일본의 토오쿄오(東京)제국 학과 쿄오

토(京都)제국 학에서 각각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1928년 식민지 조선의 경

성제국 학 법리학 교수로 임명되어 ‘스타 교수’로서 맞아들여졌다가, 1937년 

일 쟁 발발 후 “군국주의의 앞잽이”가 됨으로써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배척

당했던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 1899~1956)는, 1944년 5월 13일 만 45세의 나

이로 토오쿄오제국 학 교수에 임명되어 식민지 조선을 떠났다.1)

일본으로 귀환한 오다카는, 이후 1956년에 치과 치료  페니실린주사 쇼크

로 인해 만 57세의 나이로 서할 때까지, 학 내에서는 평의원, 학생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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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장, 법학부장 등을, 학 밖에서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부회장, 

국립교육연구소평의회 평의원, 외무인사심의회 원, 일본 유네스코 국내 원

회 원 등을 지내며 실로 다방면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했다. 특히 법철학의 

역에서는, 학계의 진으로서 일본법철학회의 창설과 운 을 해 진력했고, 

다수의 작을 남겼으며,2) 이노우에 시게루(井上茂; 1916~2001), 코바야시 나오

키( 林直樹; 1921~), 마쯔시타 테루오(松下輝雄; 1917~2005), 아난 세이이 (阿

南成一; 1924~), 야사키 미쯔쿠니(矢崎光圀; 1923~2004), 히라노 쯔네오(平野秩

夫; 1924~), 아오미 쥰이 (碧海純一; 1924~2013), 마쯔오 이이 (松尾敬一; 

1925~1975) 등 패  후 일본의 법철학계를 이끈 많은 법철학자들을 길러냈다.3)

그러한 오다카의 ‘戰後’ 활동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가 ‘노모스주권

론’을 통해 패  후 일본의 ‘사상  연결고리’를 변증했다는 것이다. 이하 이 

에서는 ‘노모스주권론’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헌법사상사에서 가지

는 의미를 드러내고, 아울러 그것이 그 28년간의 교수생활  16년간을 식민지 

조선 유일의 제국 학의 교수로서 재직한 오다카의 경험과 어떻게 연계되었는

지 혹은 연계되지 않았는지를 추 해 으로써, 오다카 법사상의 한 장면을 그

려보기로 한다.

 1)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 법사학연구 
46(2012) 참조.

 2) 오다카의 패  후 약력  작에 해서는, 尾高朝雄敎授追悼論文編集委員  편, 自由

の法理－尾高朝雄敎授追悼論文集－(有斐閣, 1963), 565면 이하의 ｢尾高朝雄敎授年譜｣  

｢主要著作目 ｣ 참조.

 3) 林直樹, ｢尾高朝雄先生と若き學徒たち｣, ジュリスト 960 (1990), 3면. 다만 “오다카 슐

”는 “특수한 방향성을 가진 ‘학 ’가 아니라, 각자의 연구를 각자의 방법으로 추구해가는 

일군의 문하생의 총칭이며, 그 특징은 오히려 선생의 인격을 심으로 한 모임이었다”라고 

한다. 井上茂․ 林直樹, ｢[座談 ] 尾高法哲學を語る(2)｣, 書齋の窓 47 (19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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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다카－미야자와 논쟁4)

1. ｢일본국헌법｣의 ‘출 ’5)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의 수락과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裕仁)의 ｢終

戰의 詔書｣ 발포, 그리고 9월 2일 연합국과의 항복문서 조인으로 ‘戰後’를 맞은 

일본에서,6) 미의 심사는 ‘國體의 護持’ 여부 다. 7월 26일 미국․ 국․

국의 수뇌들에 의해 발포된 ｢포츠담선언｣을 그 이틀 뒤인 7월 28일 일본 정부

가 “묵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8월 6일 히로시마(廣島)에 8월 9일 나가사키(長

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된 것도 ‘국체의 호지’가 담보되

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가 생겨난 결과 다. 8월 9일의 최고 쟁지도

자회의 결정에 따라 “(포츠담)선언은 천황의 국가통치의 권의 변경이라는 요

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연합국 측에 질의했

던7) 일본 정부는, 8월 11일 연합국 측으로부터 “항복의 시 부터 천황  일본 

정부의 국가통치권은 … 연합국최고사령 에게 종속되어야 한다(subject to). … 

일본국의 최종 인 통치형태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

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8)라는 회답을 받고서도  다시 논란을 벌

이다가, 결국 “국체 문제에 해 여러가지 疑義가 있다고 하지만, … 일말의 불

 4) 이하 본문은, 필자의 박사학 논문(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한 연구

－ 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 ’까지－｣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4) 제8장 제3 의 4(尾高－宮澤 論爭)에서,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澤俊義)의 패  

후 법사상에 한 분석의 일부로서 집필한 내용을 토 로 삼으면서, 그것을 오다카 토모오

의 패  후 법사상이라는 에서 면 으로 재검토하여 재집필한 것이다.

 5) 이 의 내용에 한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의 박사학 논문 제7장  코세키 쇼오이  

/ 김창록 옮김, 일본국헌법의 탄생(뿌리와이 리, 2010) 참조.

 6) 다만, 강화조약인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이 조인된 것은 1951년 9

월 8일이며, 그 조약의 발효일은 1952년 4월 28일이다.

 7) 外務省 편, 終戰史 (新聞月鑑社, 1952), 560~600면.

 8) Government Sectio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Political Reorientation of Japan-September 1945 

to September 1948 (1968), p.415.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II   2 2 1

안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게 의심하고 싶지 않다”9)라

는 히로히토의 최종 단에 따라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신

인 권 를 가진 권력자’인 천황의 지배를 ‘국체’로서 내걸고 식민지 지배

와 침략 쟁을 정당화하며 강행했던 일본에게 패 의 시 에 가장 요한 과제

는 다름 아니라 체 명의 기에 처한 ‘국체’를 ‘호지’하는 것이었다.

미군을 심으로 하는 연합군의 일본 령 기에는, 독일 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간 령’의 형태가 취해졌던 탓도 있어서, ‘국체’의 문제는 일단 

일본 정부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것은 법 으로는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문제 는데, 히로히토의 ｢종 의 조서｣에서 “국체는 호지”되었다고 주장

한 일본 정부는10) 헌법 문제에 해 매우 소극 으로 응했다. 하지만 1946년 

2월 1일 마이니 (每日)신문의 특종보도로 일본 정부의 개헌안이 극히 형식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 연합최고사령  맥아더

(Douglas MacArthur ; 1880~1964)는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GHQ SCAP)에 지시하여 개헌안을 작성하게 

했으며,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체의 호지’를 해 어쩔 수 없다고 단한 

일본 정부가 그 개헌안을 받아들여 ｢ 일본제국헌법｣ 제73조의 개정 차를 밟

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헌법개정 안｣(4.17)이 추 원의 諮詢을 거쳐

(1946.6.8) 천황의 詔勅에 의해 의원에 제출되었고(6.20), 의원의 수정 가결

(8.24), 귀족원의 수정 가결(10.6), 의원의 가결(10.7), 추 원의 再諮詢(10.29), 

천황의 재가(10.29)를 거쳐 11월 3일 ｢일본국헌법｣으로서 공포되었으며, 그 ｢일

본국헌법｣이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연합군의 령 아래에서 그 강한 지도를 받으면서 外國製의 원

안을 둘러싸고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에서 세계역사상 이례에 속하는”11) ｢일

본국헌법｣의 ‘출 ’12)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체

 9) 外務省 편, 앞의 책, 696~709면.

10) ｢종 의 조서｣ 문의 번역문은, 김창록, 앞의 박사학 논문, 188~189면 참조.

11) 芦部信喜, 憲法學 I－憲法總論－(有斐閣, 1992),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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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지’ 여부 다. 일본 정부의 개헌안에서는 ｢ 일본제국헌법｣의 천황주권주

의에 한 조항들, 즉 “ 일본제국은 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1조), “천황

은 神聖하여 犯해서는 안 된다”(3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總

攬”(4조 단)한다는 내용 , 3조의 “신성”을 “至 ”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던  

데 해, 최종 으로 ‘출 ’한 ｢일본국헌법｣의 前文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

음을 선언”하고 있었고, 그 제1조에서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 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 한다”라

고 명기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해 일본 정부는 제국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국체는 호지되었다고 주장

했다. 즉, “일본의 국체는” “국민 체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떨쳐 버리려 해

도 떨쳐 버릴 수 없고, 변화시키려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천황을 憧憬의 

심으로 하는 국민의 마음의 연계”,13) 그것을 기 로 해서 “일본 민족이 결성되

고, 그것에 기 하여 국가가 생겼다”14)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의 국체

는 “근본에 있어서 … 조 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15)

하지만, 주권의 원리가 바  상황에서 “근본에 있어서 … 조 도 변하지 않”

았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 다. 그래서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 논쟁 에

서는 토오쿄오 학 윤리학 교수 와쯔지 테쯔로오(和辻哲郞; 1889~1960)와 헌법

학자 사사키 소오이 (佐佐木惣一; 1879~1965) 사이의 논쟁도 이목을 끌었지

만, 패  후 일본의 “유일한 본격 인 헌법논쟁”16)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주목

12) ｢일본국헌법｣은 구헌법인 ｢ 일본제국헌법｣의 개정 차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헌법제정권

력의 교체를 동반하는 새로운 헌법이었다는 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헌법

제정권력의 교체가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에서는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종래 일본의 학자들은 ‘탄생’ 혹은 ‘생탄’이라는 단어로 그 등장과정을 설명

해왔으나, 이 에서는 보다 객 인 의미를 가지는 ‘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3) 第九十回 帝國議  貴族院議事速記  23 (1946.8.27), 241면.

14) 第九十回 帝國議  貴族院議事速記  24 (1946.8.28), 255면.

15) 第九十回 帝國議  衆議院議事速記  5 (1946.6.25), 76면.

16) 大 賀明, ｢戰前の憲法論爭の歷史的役割と限界｣, 鈴木安藏 편, 日本の憲法學(評論社, 

196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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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것은, 논리정연한 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노베 타쯔키 (美濃部

達吉; 1873~1948)의 뒤를 이어 헌법학의 권 자로 부상하고 있던 토오쿄오 학 

헌법학 교수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澤俊義; 1899~1976)와, “ 리 사회문제에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共同財”로서의 법철학17)을 내걸며 활발한 

논진을 펼쳐 주목을 받았고 미야자와의 동료로서 마찬가지로 토오쿄오 학에 

재직하고 있던 법철학 교수 오다카 토모오 사이의 논쟁이었다.

2. ‘노모스주권론’의 등장

논쟁의 첫단추를 끼운 것은 오다카 다. 패 을 맞아 자신의 동생에게 “지

이야말로 우리들 학자가 힘을 합쳐 국가의 재건과 문화의 부흥을 해 진력해

야 할 때이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용기가 샘솟는 듯한 어조로 어보”18)냈던 

오다카는, 쟁 의 공습 피해 때문에 1944년에 휴간되었다가 1946년에 복간

된 국가학회잡지 복간호  그 다음 호에 ｢법의 궁극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

의 논문 1과 219)를 연달아 발표하는 등 “ 후 일본의 법학활동의 톱 타자로

서”20) 의욕 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한 오다카가 1946년 10월에 발간된 국가

학회잡지 60권 10호에 ｢국민주권과 천황제｣21)라는 제목의 을 게재하고, 

1947년에는 그 논지를 확 한 같은 제목의 단행본22)을 출간하여 ‘노모스주권을 

제할 경우 국체는 바 지 않았다’라는 논지를 개했다. 이른바 ‘노모스주권

17) 尾高朝雄, ｢私の法哲學｣, 法律時報 22-1 (1950), 3면.

18) 尾高邦雄, ｢亡き兄朝雄の思い出｣, 文藝春秋 34-7 (1956), 292면.

19) 尾高朝雄, ｢法の窮極に在るもの(一)․(二)｣, 國家學 雜誌 60-1, 2 (1946).

20) 松尾敬一, ｢戰後の尾高法哲學｣, 神戸法學雜誌 15-2 (1965), 186면.

21)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國家學 雜誌 60-10 (1946). 이하 오다카와 미야자와의 논쟁

에 련된  는 책은 두 번째 이후 인용하는 경우 자명과 논문명 는 서명으로 표기한다.

22)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國立書院, 1947). 이하 이 에서는, 미야자와와의 논쟁과정

에서 국가학회잡지에 실었던 두 편의 도 추가하여 개 ․재출간한 尾高朝雄, 國民主

權と天皇制(靑林書院, 1954)로부터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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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주창하여 ‘국체의 호지’를 논증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때 비 의 상이 된 것이 다름 아닌 미야자와의 과 발언이었다. 

1946년 3월 6일에 일본 정부가 ｢헌법개정 안｣을 발표한 직후, 미야자와는 잡

지 세계문화 1946년 5월호에 게재한 ｢8월 명과 국민주권주의｣23)라는 제목의 

에서 ‘1945년 8월에 법률학 인 의미에서의 명이 있었다’라는 이른바 ‘8월

명설’을 내세워 ‘국체의 근본 인 환’을 주창했다. 한 귀족원 의원으로서 

귀족원의 개헌안 심의과정에서도 같은 논지24)를 펼쳤다.

미야자와에 따르면, 1945년 8월 11일 연합국의 회답에서 “일본의 최종 인 정

치형태는 포츠담선언의 규정에 따라 일본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지에 의해 

정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일본의 정치에 한 최종 인 권 가 국민의 의지

에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국민이 주권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

은 그러한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그것을 일본의 정치의 근본원칙으로 

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패 이라는 사실에 의해, 그때까지의 神權主義가 버

려지고, 새로이 국민주권주의가 채용”된 것, 다시 말해 “법률학  의미에서의 

명”이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이해에 기 할 때 “‘국체’를 천황이 神意에 기 하

여 일본을 통치한다고 하는 신권주의  천황제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국체’는 8

월 명에 의해 소멸되어 버렸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오다카는 의 논문 ｢국민주권과 천황제｣에서 우선 미야자와의 의 주장을 

직  인용하면서, “순수한 법이론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번의 헌법에 의해 메

이지(明治)헌법이 宣明한 ‘국체’가 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결

론”이며, 그 에서는 “8월 명”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인정25)했다. 즉 오다카

에게도 “통치권의 소재라는 의미에서의 국체가 변 되었다는 것은 법이론으로

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다카에 따르면, “정치상 혹은 국민감정상의 ”에서는 그 게 간

23) 宮澤俊義, ｢八月革命と國民主權主義｣, 世界文化 1946년 5월호(1946).

24) 第九十回 帝國議  貴族院議事速記  23 (1946.8.27), 241~243면.

25)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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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종  이 의 일본에서는, 국체는 국민이 죽음을 무릅쓰

고 지켜야 할 가치로서 통용”되었고,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서 천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황이 계셔서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있다는 

것이, 일본의 도덕과 정치의 공리이고, 그것이  법의 기 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국체의 변 ”을 “확실하게 해버리

는 것은 국민감정의 면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었다.26) 그래서 오다카는 “국민주권주의와 천황제의 조화 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27)에 한 고찰을 시도했다.

오다카의 고찰의 결론은 ‘노모스’에게 주권이 있다고 본다면 국민주권과 천

황제는 서로 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다카에 따르면, 국민주권이

란 반드시 실 속에서 철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의

제”, 즉 “민주주의의 궁극에 존재하는 이념”이었다.28)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천황제”도 “일본 국가의 정치의 ‘이념’”이었다.29) 그리고 “그 어느 것이나 그 

실질이 올바른 통치의지의 이념에 귀착한다는 에서는, 완 히 같은 것을 구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30)

이와 같이 오다카에 따르면, “국민주권과 천황제는 언뜻 보기에 립되고 있

는 듯이 보여도, 실은 그 근본에 있어서 귀일하는 을 가”지며,31) 그러한 “정

치의 근원으로서의 주권”은 그리이스의 시인 핀다로스가 “노모스는 모든 인간

과 신들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의 노모스, “모든 왕, 즉 일체의 지상의 권력자 

에서 그 행동을 규율하는 노모스” 다.32) 즉 “왕이 법을 마음 로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이념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가에서의 최고의 권 를 가지는 것을 ‘주권’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왕이 주

26)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0~21면.

27)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3면.

28)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34~35면.

29)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36~37면.

30)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40면.

31)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40면.

32)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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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인 것이 아니라 주권은 어디까지나 노모스에게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었다.33) 

물론 오다카에게도 “노모스를 주권의 本義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권의 

소재를 국민으로 하는지 군주에게 두는지는 실 정치에 한 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군주주권보다는 국민주권 편이 같은 이념을 표 하는 방식으로서도 

분명 합리 이고 진보 ”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천황제는 “‘만세일계의 천황’의 

통치를 본질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君民一體’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어

서, “군주와 국민 사이에 립과 상극이 반복되어 온 서양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이 이념 속에 일본의 국가구조의 특색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이것을 

살려 가면, 천황통치라는 형태 속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융성하게 만드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모스의 주권이 천황에 의해 체 되는가 국

민의 의지로서 표명되는가는, 일본에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립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 심․군민일체의 국가이념의 실질에 해서는 

… 메이지헌법과 신헌법 사이에 일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34)

요컨 , 오다카는 천황주권과 국민주권 에 보다 높은 차원의 ‘노모스주권’

이라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차이를 순치시키고, 그 연장

선상에서 ｢ 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 사이에 ‘일 성’을 부여함으로써 

‘국체의 변 ’을 부정한 것이다.

3. 미야자와의 응수

미야자와는, 오다카의 와 같은 주장에 해, 8개월 뒤인 1948년 6월에 출

간된 국가학회잡지 62권 6호에 ｢국민주권과 천황제에 한 각서－오다카 교

수의 이론을 심으로－｣35)라는 제목의 을 발표하여 응수했다.

33)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60~61면.

34)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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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와는, 우선 오다카의 “ 의 meisterhaft한 논변”을 “국민주권과 천황제

를 원리 으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주

장 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그 무엇보다 잘 만족시키는” “ 재의 일본 

학계 혹은 사상계에서 …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평가하여 주목

하며,36) 그에 한 비 을 개해나갔다.

미야자와의 비 은 간명했다. 즉, ‘노모스주권은 질문에 한 답이 될 수 없

다’라는 것이었다. 미야자와에 따르면, 국민주권을 문제 삼는 경우의 주권은 

“정치의 양태를 최종 으로 결정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는 “구체 인 내용을 

가지는 의지”여야 하며, 그러기 해 “주체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구체

인 내용을 가지는 의지의 주체는 항상 구체 인 인간이어야” 하므로, “여기에

서 말하는 주권의 주체는 구체 인 인간이어야”37) 하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오다카가 말하는 “노모스란, ‘지상의 세계에서의 최고의 권력자’

인 ‘왕’이 따라야 할 ‘법의 이념’이며 ‘최고의 권 ’” 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

면 ‘정의’” 다. 따라서 “노모스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지상의 세계

에서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은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었다.38) 즉, “노모스주권은 군주가 주권자이든 국민이 주

권자이든 그 정치의지의 결정은 노모스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

는－말하자면 자명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것이었다.39)

미야자와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지상의 세

계에서의 최고의 권력자’는 구인가”, “‘왕’은 구인가”이며, “그 ‘왕’이 노모

스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40)었다. 따라

서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군주주권인가? 국민주권인가? 이 문제에 해 노모

35)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尾高敎授の理論をめぐつて－｣, 國
家學 雜誌 62-6 (1948).

36)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2~3면.

37)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6면.

38)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16면.

39)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21~22면.

40)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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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권은 조 도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에 직면

하는 것의 회피 는 연기”41)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야자와는 아래와 

같이 단언했다. 즉 “정치의 양태는 노모스에 기 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나 노모스라는 것은 구체 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군가가 노모스의 구체 인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된다˚ ˚ .(강조는 원문－필자, 이하 같음) 그 ‘ 군가’가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의 주

체이다. 군주라는 특정인이 그 ‘ 군가’이다라고 하는 원리가 군주주권이고, 

군주나 귀족과 같은 특정한 신분을 가지는 인간이 그 ‘ 군가’의 지 를 독

하는 것을 부인하는 원리가 국민주권이다. 따라서 군주주권은 국민주권과 양

립할 수 없으며, 한 쪽의 시인은 논리필연 으로 다른 쪽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다.42)

미야자와의 비 은 이론 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정치 인 목 에 해

서까지 나아갔다. 미야자와에 따르면,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국민주권의 

채용－그것은 필연 으로 천황주권의 부정이다－에 의해 천황제에 가해진 치

명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처를 감싸, 가능한 한 그것에 과거의 외 을 부여

하는 붕 의 역할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43) 특히 국민주권과 천황제가 

이념의 면에서는 상통한다는 오다카의 주장에 해, 미야자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념의 면’에서는 모든 정치원리가 모두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

닌가?”, “‘국민이란 짐이다’라고 한 ‘태양왕’의 정치도, ‘나의 투쟁’을 쓴 ‘지도

자’의 정치도 역시 동일한 ‘올바른 통치’의 이념의 표 형태라고 할 수 있게 되

는 것이 아닌가”44)라고 되물으며, ‘노모스주권’은 천황통치와 국민주권의 차이

를 “verhüllen하는 역할”45)을 하는 것이라고 비 했다. 결론 으로 미야자와는 

오다카의 주장을 “천황제를 국민주권 으로 기 지워, 천황의 활동을 ‘국민주

41)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15면.

42)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24면.

43)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18면.

44)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23․28면.

45)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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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의의 이념과 의미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의에 불탄 나머지, 

본래 이론 으로 설명하여야 할 문제를 무 감정 ․前理論的으로 다”룬 “신

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46)라고 자리매김했다.

요컨 , 미야자와는 ‘통상 인’ 주권개념을 내세우며 오다카의 ‘노모스주권’

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내치고, ‘노모스주권’은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인 차이를 은폐함으로써 ‘상징’의 지 로 격하된 ｢일본국헌법｣의 천황제를 

옹호하려는 정치 ․감정 ․비학문 인 주장이라고 비 한 것이다. 

4. 논쟁의 귀결

1) 미야자와의 신랄한 반격에 해, 오다카는 5개월 뒤인 1948년 11월에 간행

된 국가학회잡지 62권 11호에 ｢노모스의 주권에 해－미야자와 교수에게 

답한다－｣47)라는 제목의 을 실어 “노모스주권론의 아폴로기아”48)에 나섰다.

우선 오다카는 자신의 주장이 “일종의 정치론”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즉, 

“그 목 은, 일본국헌법에 나타난 ‘상징으로서의 천황’의 지 에 단순한 임시변

통이나 한 때의 안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메이지헌법으로부터의 

변이가 ‘나무에 를 붙인’ 듯한 細工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살아있는 민족정신의 피’가 통하도록 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따

라서 자신의 의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이

다’라는 미야자와 교수의 지 은 “실로 지당”하다고 인정했다.49)

하지만 오다카는 자신의 의도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즉 “동시에 나 자신이 

공하는 법철학의 입장에서 고찰하여,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반 인 이

46)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33~34면.

47)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宮澤敎授に答う－｣, 國家學 雜誌 62-11 (1948).

48)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4면.

49)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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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일본의 국가체제라는 특수한 경우에 용하여 보고자 시도”했다고 주장

했다.50) ‘노모스주권론’은 바로 그 ‘일반 인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다카는 미야자와에 해 ‘이론 인’ 재반박에 나섰다. 오

다카는, 그 재반박을 우선 “법의 이념에 따라 改鑄되어야 하는,” 주권을 실력개

념으로서 구성하는 “낡은 형태의 주권이론”51)에 맞추었다. 오다카에게 있어서 

‘노모스주권론’은 “법철학의 입장에서의 주권개념의 비 ”52)이었던 것이다. 무

엇이 노모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인가가 문제이다라는 미야자와의 비

을 오다카는 “올바르다”라며 “승복”53)했다. 하지만, 오다카는 곧바로 “사람이 

노모스의 구체 인 내용을 정하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구체 인 노모스

의 내용은 국민의 복지라든가, 인간평등의 이념이라든가, 정의와 질서의 조화 

등과 같은 노모스의 근본원리에 걸맞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정치

를 통해 혹은 정치 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행 를 통해, 구체 인 노

모스의 내용을 ‘최종 ’으로 방향지우고 있는 것은 노모스의 근본원리˚ ˚ ˚ ˚ ˚ ˚ ˚ ˚ ”이므로, 

“그 의미에서, 군주든 국민이든, 사람들이 가지는 ‘실력’을 주권이라고 명명하

는 것은 매우 문제이다”54)라며 ‘낡은 형태의 주권이론’을 비 했다.

그래서 오다카는, “주권은 노모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의 인간이 노모스

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최종 ’인 힘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나의 주장을 다시  －쓸 데 없는 페어휠룽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

면, 그것은 주권부정론이고, 주권말살론이다”라고 단언했다.55) 그리고는 ‘노모

스주권론’에 입각한 “실력개념으로부터 책임개념으로 개주된 주권”56)개념을 

제시했다. 즉 오다카에 따르면, “내가 믿는 바에 따르면, 일본국헌법에 있

는 주권이란, 구체 인 노모스의 양태를 최종 으로 －따라서 마음 로 어떻게

50)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면.

51)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5면.

52)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8면.

53)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3면.

54)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4면

55)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6면.

56)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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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구체 인 노모스를, 즉 구

체 인 국법의 내용을 ‘인류보편의 원리’인 노모스의 근본원리에 따라 결정해 

가야한다는, 가장 한 ‘책임’이었다.” “일본국헌법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이 다른 구도 아닌 일본 국민 자신의 양어깨에 지

워져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신헌법의 이른바 국민주권”이었다.57) 그리고 

이러한 ‘책임개념으로 개주된 주권개념’에 따르면, “주체성의 면에서 본 주권

의 문제는 ‘무엇이 법인가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문제”

다.58)

이 게 새로운 주권개념을 제시하며 ‘노모스주권론’을 보강한 오다카는, 소

크라테스  소피스트라는 비를 끌어들 다. 즉, 오다카는, “나는 법철학을 

공하는 자로서, 법은 결국 마이트가 움직이는 로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어

떠한 마이트도 법의 근본원리에 의해 방향지워지는 것인가라는, 소피스트와 소

크라테스의 립 이래의 인류의 큰 문제와 하고 있”고, “이 큰 문제의 귀추

와 비교하면 ‘천황제의 아폴로기아’ 따 는 제2차 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야자와의 주장을 “소피스트의 흐름을 이어받은 법실증주

의”, “실력결정론”,59) “ 형 인 법실증주의”60)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을 마

무리했다.

2) 미야자와는 1년 이상이 지난 1949년 12월에 간행된 국가학회잡지 63권 

10․11․12호에 ｢노모스주권과 소크라테스－다시  오다카 교수의 이론에 

해－｣61)라는 제목의 을 실어 재응수했다. 

미야자와는, 주권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오다카의 주장에 해, “일

57)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7면.

58)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3면.

59)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6면.

60)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9면.

61) 宮澤俊義, ｢ノモス主權とソクラテス－ふたたび尾高敎授の理論をめぐつて－｣, 國家學

雜誌 63-10․1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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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본에서 천황의 권력에 한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평하면서, 그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즉, “헌법은 천황이 ‘국가통치의 권’

을 가지고 계신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 권’이란 서양류의 개

인주의 인 ‘권리’나 실력주의 인 ‘권력’과는 완 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황

공하게도 ‘국가의 丕基를 공고히 하고, 八洲 민생의 경복을 증진’하여야 할, 가

장 한 ‘책임’이다. 헌법이 ‘국가통치의 권’이 천황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한 책임이 다른 그 구도 아닌 上御一人의 양어깨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미야자와는 “이런 식의 

논의는 한 때 질리도록 들은 것”이라며,62) 오다카의 ‘책임개념으로 개주된 주

권개념’을 패  의 천황주권 시 의 상투 인 논리로 자리매김했다.

미야자와에 따르면, ‘주권’을 ‘책임’이라고 바꾸어 놓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부정한 것일 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을 부정한 

것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실은 진정한 주권부정론도 주권말살론도 되지 못하

고 기껏해야 주권회피론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미야자와는 다시 추궁했다. 

즉, “‘책임’이 천황에게 있다는 원리(통상의 표 으로 말하면 천황주권)는 그러

한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통상의 표 으로 말하면 국민주권)는 원리

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고.63)

한 미야자와는, “노모스주권의 이론은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의 嫡孫이고, 

그것에 반 하는 나(미야자와)의 비 은 말하자면 소피스트의 아류라고 하는” 

오다카의 공격에 해서는, “노모스주권의 이론과 그것에 한 비 의 립을 

느닷없이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립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에 해서는 나

는 강하게 반 ”한다며 반발했다. 미야자와는, 한편으로 “무릇 ‘과학 ’인 사고

방식－특히 사회 상에 한 ‘과학 ’인 사고방식－의 발달은 소피스트에게 빚

지는 이 결코 지 않고, 그 결과 그러한 사고방식  많든 든 단어의˚ ˚ ˚  올바˚ ˚
른 의미에서의˚ ˚ ˚ ˚ ˚ ˚  소피스트 인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자신

62) 宮澤俊義, ｢ノモス主權とソクラテス｣, 11~12면.

63) 宮澤俊義, ｢ノモス主權とソクラテス｣,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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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피스트 이라는 오다카의 비 을 ‘과학 ’이라는 의미라면 좋다고 받으면

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서는 것이 논리필연 으로 노모스주권의 이론에 의

한 천황제의 아폴로기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다카의 주장은 “결코 

과학 인 논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64) 

아마도 미야자와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국가

학회잡지의 다음 호인 64권 1호에 “訂正”을 실어 의 의 제목은 원래 “노

모스의 주권과 소피스트˚ ˚ ˚ ˚ ”여야 할 것이었는데 잘못 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

고는 “교정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고에 잘못 쓴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정할 것까지도 없는 듯하지만, 잘

못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일응 여기에서 정정한다”라고 덧붙 다.65) 원래의 제목

이 ‘노모스주권이 소크라테스 인가’라는 의미 다면, 정정된 제목은 ‘노모스

주권이야말로 소피스트 이다’라는 의미일 터이다. 물론 이 때의 소피스트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에서의 소피스트”가 아니라 부정 인 의미에서의 소피스

트일 것이다.

3) 논쟁은, 오다카가 1950년 4월에 간행된 국가학회잡지 64권 4호에 ｢사실

로서의 주권과 당 로서의 주권｣66)이라는 제목의 을 발표하여, “미야자와 교

수만 동의한다면, 나로서는 이 바둑을 이쯤에서 단하고자 한다”67)라고 ‘종 ’

을 요청하고, 미야자와가 추가 인 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다.

논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의 에서, 오다카는 우선 소피스트  소크라테

스라는 비유에 한 미야자와의 반박에 해서는, “두 사람 모두 양쪽의 요소

를 가지고 있다. 단지, 같은 진리의 높은 우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내가 

택한 길에는 소크라테스의 요소가 다소 많고, 미야자와 교수의 그것에는 단어˚ ˚

64) 宮澤俊義, ｢ノモス主權とソクラテス｣, 24~26면.

65) 宮澤俊義, ｢訂正｣, 國家學 雜誌 64-1 (1950), 96면.

66)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國家學 雜誌 64-4 (1950).

67)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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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의미에서의˚ ˚ ˚ ˚ ˚ ˚ ˚ ˚ ˚  소피스트  색채가 다소 강하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 

뿐”68)이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한 오다카는, “미야자와 교수가 ‘원칙’으로서의 국민주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으로서의 군주주권은 확실하게 립된 것으로서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옳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나의 ‘노모스주권론’이 

이 립을 애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에서 나의 이론은 틀렸

다”69)라며 일정한 ‘항복선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오다카는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차이를 ‘노모스’와 ‘마음가짐’과 

‘책임’ 속에 녹이려는 시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즉, 오다카에 따르면, 양자

의 차이는 “과거의 일본 국민은 천황의 통치를 우러르면 그것으로 국가  국

민이 ‘더욱 번 (弥栄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데 해, “일본국헌법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의 선명은 이와 같은 他力本願의 태도를 불식하고 정치에 한 

국민의 입장의 주도성을 높이 내건 ”이었다. 따라서 여 히 “천황주권과 국

민주권은 노모스라는 높은 산 에 뜬 하나의 달을 본다는 에서는 다름이 없

지만,” 자는 “천황의 말 에 따른다는 의식 속에서 노모스에 이르는 길을 구”

하는 데 해, 후자는 “국민 모두의 책임과 력에 의해 노모스의 높은 산에 오

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다를 뿐인 것이었다.70)

오다카는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차별을 이 에서 악하는 것은 … 단순

한 ‘원칙’으로서의 차이를 지 하는 것보다도 훨씬 한 것”71)이라고 자신의 

주장에 극 인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차별이란 천황주권과 국민주권

의 차이이기보다는 천황주권 아래에서의 국민의 마음가짐과 국민주권 아래에

서의 국민의 마음가짐의 차이일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논쟁의 마지막 순간에

서 조차, 오다카의 천황이 주체가 되는 체제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체재 사이

68)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8면.

69)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17면.

70)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25~26면.

71)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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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애매한 채로 남은 것이었다. 

Ⅲ. ‘노모스주권론’의 심층

1. 미야자와의 ‘승리’?

오다카는 “학문상의 논쟁은 바둑의 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몇 집 차이로 

어느 쪽이 이겼다라는 것은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72) 논쟁에 한 일본 

학자들의 일반 인 평가는 미야자와의 “철 한 승리”73)로 끝났다라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는 미야자와가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인 차이를 지 함으

로써”74) 오다카의 “국체불변론을 그 나름으로 비 ”75)하여 승리하 고, 그 결

과 그의 ‘8월 명설’은 “일본국헌법 성립의 법리”에 한 “통설로서 확고한 지

를 하고 있다”76)라고 평가된다.  “미야자와의 원리  차이에 한 지

은 이론 으로도 정당했고, 정치상의 근본  환을 반 하는 것이기도 했

다”77)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그러한 평가는 일단 수 할만한 것이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 ｢ 일본제국

헌법｣의 천황주권과 ｢일본국헌법｣의 국민주권 사이의 ‘법이론의 측면’에서의 

차이는 논쟁의 첫머리에서부터 오다카도 수 하고 들어간 것이었다. 미야자와

의 거듭되는 추궁에 려, 오다카는 통상의 의미의 주권을 제로 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은 ‘주권부정론’이며 ‘주권말살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국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미야자와의 비 도 오다카

72)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1면.

73) 杉原泰雄, 國民主權の硏究(岩波書店, 1971), 9면.

74) 杉原泰雄, ｢ 近の國民主權論爭とその課題 1｣, 法學敎室 20 (1982), 49면.

75) 影山日出彌, 憲法の基礎理論(勁草書房, 1975), 109면. 

76) 佐藤功, ｢宮澤俊義先生の人と學問｣, 法學セミナ－ 260 (1976), 7면.

77) 針生誠吉․橫田耕一, 國民主權と天皇制 (現代憲法大系 1)(法律文化社, 1983),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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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로 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힘’ 신 ‘책임’으로 재구성된 오다카의 주권개념은, “국민의 양식의 향상과 

정치에의 심의 극화와 국민의 표자들의 책임감의 강화가 수반된다면, 정

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반 의 경우에는 반 의 결과가 된다고 

하는, 극히 평범한 진리”78)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학문 인 내용을 담지 못

한 것이었다. 그 ‘책임의 주체는 구인가’라는 미야자와의 재추궁에 부딪 , 

당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귀일’에 심을 두었던 오다카의 논조는, 비록 자

신의 ‘노모스’와 ‘책임’과 ‘마음가짐’을 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

 다르다”79)라는 결론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논쟁의 단을 오다카가 

요청했다는 까지 더하여, 이 모든 에서 ‘미야자와의 승리’라는 정은 설득

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미야자와가 오다카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는 은 지 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의 양태를 최종 으로 결정하는 힘”이라는 미야자와

의 주권개념에 해, 오다카는 “마이트 이즈 라이트라는 명제를 진리로서 

정”하는가, “법은 과연 정치의 뜻 로 움직이는 괴뢰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주

권이란 법을 생각하는 로 움직이는 정치 인 최고결정력이라고 해석해도 좋

은가”80)라고 주권의 본질에 해 집요하게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야자와는 

단지 ‘ 가 정치의 양태를 최종 으로 결정하는가’가 문제라고 되받을 뿐이다. 

그 에서 “양자의 논의가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인상”81)은 피할 수 없다. 그리

고 그 ‘엇갈림’은, 미야자와가 법을 “ 나라한 힘의 계와 종이 한 장의 거리

에 있는 것으로서 악”하여, “‘이기면 장군’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정하지만 진

리이다라는 입장을 취”한82) 데 기인하는 이 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권의 본질에 한 탐구는 ‘논쟁 이후’로 남겨지게 되었다.

78)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4~25면.

79)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26면.

80)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3면. 

81) 高見勝利, 宮澤俊義の憲法學史的硏究(有斐閣, 2000), 339면.

82) 芦部信喜, 憲法制定權力(東京大學出版 , 1983),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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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

‘신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라는 미야자와의 오다카 비 은 확

한 것이었다. 이 은 논쟁 과정에서 오다카 자신이 거듭 수 한 것이기도 하

지만, 애당  오다카의 목 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47년 中秋”

라고 집필시기가  있는 국민주권과 천황제 의 머리말에서, 오다카는 

이미 분명하게 자신의 목 을 밝혔다.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있던 무렵, 많은 사람들은 신헌법이 채용하려고 하는 국민주권주

의와 일본 고유의 천황제는 물과 기름처럼 융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헌법의 안은 명목상으로는 천황제를 존치시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지 까지의 그것

과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 국민주권의 원리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통 존 의 

제스 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과연 신헌법 성립의 유래나 그 배경에는 어쩌

면 그러한 고려가 작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들어진 일본국헌법을 일본 국

민이 우리들의 헌법으로서 받아들인 이상, 그 게 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일본인 독특의 ‘물 흐르는 로 바람 부는 로’식의 태도로 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일본 건설의 출발 인 국민주권주의와 오랜 일본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천황제는, 신헌법 속에서 나무에 를 붙인 것처럼 임시변통으로 연결해놓았을 뿐인 것

인가 아니면 그 매듭을 통해 양자 사이에 살아있는 민족정신의 피가 통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신헌법이 진정한 ‘일본국헌법’으로서 국민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해서는, 이 문제를 두 번째 가능성의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83)

그러한 목 에서 오다카는, ‘노모스주권’을 내세워 “천황의 통치를 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체를 국민주권과는 氷炭不容의 척 인 원리로 보는 것은 오

83)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의 ｢はしがき｣,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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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피상 인 견해”이며, “국민주권과 천황의 통치는 정치이념의 표 으로서

는 근 에서 깊이 상통하는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헌법｣의 등장을 

“‘국체의 변 ’이라고 하여 天地鳴動할 문제인 듯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다.84) 요컨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천황제 정에 한 강한 傾

斜”를 “주장의 배후”에 두면서, “국민주권과 천황제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의 표 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85)

하지만, 의 인용문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다카의 ‘아폴로기아’는 

단지 ｢일본국헌법｣에서 ‘상징’으로 격하된 천황제를 상 으로 옹호하기 한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다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랜 일본 역사를 짊어지

고 있는 천황제” 속에 연면히 흘러온 “민족정신의 피”를 국민주권주의에도 흐

르게 하려고 시도했다.

오다카에게 “보편 인˚ ˚ ˚ ˚  옳은 정치의 규 을 천황의 마음(大御心)이라는 특수˚ ˚
한̊ 형태로 악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일본민족 고유의 역사  통으로서 

존 되어야 할 것”이었다.86) 그래서 ‘상징’으로서의 천황제에는 극 인 의미

가 부여되었다. 오다카에 따르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에 의해 결정된 정치의 

방침을 단순한 다수당의 정치방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총의에 의한 정치방

침으로서 행한다고 하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형태가 없는 형

태이며 모습이 없는 원칙이어서, 그 로는 아직 무나도 추상 ”이므로, “이 

원칙에 형태가 있는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구상의 세계에 명확하게 제시하

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인데, “신헌법에서는, 이 형태가 없는 원칙이 천황

이라는 형태가 있는 형태를 통해 구상화되게 된 것”이었다.87) 그리하여 상징천

황제는 “민주정치가 신념이 없는 수의 정치로 低落하는 것을 막기 한 지표”

로서 격상되었고, “그 의미에서 보편 인 민주주의의 원리와 특수한 천황제의 

84)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151~152면.

85) 林直樹, [新版] 憲法講義 上(東京大學出版 , 1980), 160면.

86) 尾高朝雄, 法の窮極に在るもの [新版](有斐閣, 1965), 242면.

87)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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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화”가 “일본의 ‘국내법의 궁극에 있는 것’”88)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게 오다카는, “일본인이 단히 경박한 국민이 아닌 한, 오늘날이 되어 

오히려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국민정신의 류에 2천년간 이어져온 통이라

고 생각되고 있는 국가조직의 근본성격을 여기에서 완 히 바꾸어 버리는 것

에 ”해 가질 수밖에 없는 “무언의 반발”89)이라는, “실로 可憐․純情”하지만 

“無智․非科學的인”90) 태도를 ｢일본국헌법｣의 상징천황제에 극 으로 ‘ 붙

인’ 것이었다.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사에 있어서의 

일회 인 요한 사건의 의미를 미니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도’의 핵심이 

있었”91)던 것이었으며, “신헌법에 의한 ‘국체의 변 ’을 두려워하는 천황제 옹

호론자를 안하고 격려하는 것”92)이었다. 오다카의 문하에서 배운 코바야시 

나오키가 “일본 앙시앙 짐의 가치체계의 殘像이 선명하게 투 된” 것으로서 

“타 의 폴리시로는 몰라도 이론 으로는 도 히 인정하기 어렵다”93)라는 엄

혹한 평가를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3. ‘강요’된 헌법의 주권

한편 논쟁을 통해 오다카는 미야자와의 ‘8월 명설’이 감은 ‘ 실’에 리

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오다카는, 주권은 ‘힘’이라는 미야자와의 논리를 깨기 해, “어떤 나라의 정

88) 尾高朝雄, 法の窮極に在るもの [新版], 242면.

89)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1면.

90)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165면.

91) 口陽一, ｢｢魔力からの解放｣と｢解放のための魔力｣｣, 杉原泰雄 외편, 論爭憲法學(日本

評論社, 1994), 14면. 

92) 石田雄, ｢天皇制の諸問題｣, 現代日本の思想 (岩波講座 現代思想XI)(岩波書店, 1957), 103면.

93) 林直樹, 法理學 上(岩波書店, 1960), 191면. 한 코바야시는 “헌법학  개념을 정서

인 불확정개념으로 치환함으로써 리얼한 사실을 덮고, 體制의 지속을 주장하고자 한 것

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도 비 했다. 林直樹, 日本における憲法動態の分析(岩波書店, 

1963), 97면.



2 4 0    法史學硏究 第48號

치의 양태를 정하는 것은, 그 나라가 표면 으로는 독립국이고 주권국가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실은 특정 ‘외국’인 

경우도 있을 것”94)인데, 그와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의 힘’과는 무릇 동떨어진 

것”에 의해 정치의 양태가 정해지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단순한 장식이거나 

기껏해야 법 인 픽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 했다.95) 오다카의 

이 지 은 주권을 사실로서가 아니라 당 로서 악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

온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미야자와가 애써 외면했던, 하지만 설명하지 않

으면 안 되었던 요한 실이 담겨 있었다.

필자가 이미 분석한 것처럼, 미야자와의 ‘8월 명설’은, 실 속에 명이라

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 의 사실”에서 “법률학  의미에

서의 명”을 도출하고, 다시 그 ‘가공의 명’을 실체인 듯이 내세워 ‘ 명 ’

의 과거, 즉 ｢ 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의 ‘만세일계의 천황’과 그 천황을 심

으로 한 일본의 역사에 한 평가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가치의 환을 수반하

지 않는 명’의 주장이었다.96) 1945년 8월에 일본 국민에 의한 근본 인 가치

의 환으로서의 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헌법 안은 연합국총사

령부가 만든 것을 ‘강요’당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 에서, “단지 자연스러운 

과정에만 맡겨두었다면, 과연 일본 국민의 ‘힘’으로 이 정도의 민주주의 인 헌

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면, 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의문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만일 패 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 수 있다는 따 의 생각은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음에 틀림

없다”97)라는 오다카의 지 은 확하다. 

94)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9면.

95) 尾高朝雄, ｢事實としての主權と當爲としての主權｣, 10면.

96) 김창록, 앞의 박사학 논문, 287면. 나가오 류유이 에 따르면, “‘8월 명설’은 당 의 정

을 넘어서 GHQ가 일탈한 부분에 해 처음부터 그러했다고 하는 역사  거짓말을 포함하

고 있으며, 당시의 권력자가 지나치게 덤비다 지른 실수를 사후 으로 정당화한 것”이었

다. 長尾龍一, 神と國家と人間と(弘文 , 1991), 138면.

97)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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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야자와의 ‘8월 명설’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라 당 , 실의 

힘이 아니라 이념을 강조한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실질 으로는 ｢일본국헌

법｣의 ‘출 ’이라는 사실이 내포한 규범 인 맹 을 보다 많이 고려에 넣은 주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미야자와가 ｢ 일본제국헌법｣이라는 나

무와 ｢일본국헌법｣이라는 를 명이라는 거친 논리로 붙여 놓았을 뿐인 데 

해, 오다카는 거기에 ‘노모스주권론’이라는 붕 －물론 그 붕 는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라는 편향성을 가진 것이었지만－를 감았던 것이다.

4. ｢일본국헌법｣에 한 아폴로기아의 ‘공모’?

그런데 실은 미야자와도 천황제 지지의 입장에서는 오다카와 큰 차이가 없

었다. 논쟁의 과정에서 미야자와는, “나는 결코 재 천황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 로 신헌법이 정하는 천황제에는 贊

意를 표하고 있는 자이다. 단지 오다카 교수가 노모스주권론에 의해 그것에 부

여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 부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98)라고 명확하

게 밝혔다. 미야자와는 이미 1946년의 시 에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지 는 메

이지헌법과 신헌법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다. … 천황은 메이지헌법 아래에서

도, 아니 그 이 부터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지 를 가지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여,99) 오다카와 유사한 천황제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양자는 모두가 

“천황제의 아폴로기아”로서100) “일본국헌법에서의 천황제의 자리매김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상 으로만 다른 수법을 사용하여 근”101)한 데 지나

98) 宮澤俊義, ｢國民主權と天皇制とについてのおぼえがき｣, 34면.

99) 宮澤俊義, ｢新憲法の性格｣, 日本國憲法－解說と資料－(時事通信, 1946), 34~35면. 影山

日出彌, 앞의 책, 114~115면에서 재인용.

100) 카게야마에 따르면, “사사키․미야자와의 패턴은 천황주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구별과 

립을 지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와쯔지․오다카의 패턴이 문제 삼은 상징천황제와 국

민주권의 조화론과 같은 틀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다.” 影山日出彌, 의 책, 112면.

101) 大 賀明, 앞의 ,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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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02) 비유하자면, 미야자와의 ‘8월 명설’은 ｢일본국헌

법｣에 명기된 ‘顯敎’를 그려낸 것이었던 데 해,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그 배후에 숨어 있던 ‘密敎’를 드러낸 것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오다카의 ‘천황제 지

지’의 입장은 분명히 보다 강했다. 그 다면, 왜 오다카는 굳이 ‘천황제의 아폴

로기아’를 자임하고 나선 것일까?

이 지 에서, 오다카가 자신의 ‘노모스주권론’을, ｢일본국헌법｣이 “갱생 일본

의 기본체제가 정해진 이상은, 이것에 가능한 한 건설 인 의미를 부여하여 앞

으로의 일본의 진로에 분규가 생길 염려가 없도록”하기 한 것,103) “신헌법이 

일본의 민주정치의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정치 ’인 노 심의 표 ”104)으로 자리매김한 이 주목된다. 오다카의 그 “노

심”은 패  의 “ 건 ․보수 ”인 “동향이 다시  표면에 나타나, 재 

시류를 타고 실제로 정치사상을 지도하고 있는 경향과 격돌하는 일이 결코 없

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105)다는 인식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본체제

가 정해”져 버렸다고 하는 실, “처음에는 빌린 물건인 듯이 생각되는 헌법도, 

일본 국민에 의해 체로 매우 발 된 훌륭한 ‘우리들의 헌법’이라고 생각되게 

되었다”106)는 실을 제로 한 입장으로서, “법률을 ‘실재’로서 고찰’”한다는 

오다카의 방법론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7) 하지만 다른 한 편으

102) 미야자와와 오다카는 1945년 12월에 총장으로 취임한 난바라 시게루(南原繁 : 1889~1974)가 

설치한 토오쿄오 학 헌법연구 원회에 각각 원장과 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기

도 했다. 我妻榮, ｢知られざる憲法討議－制定時における東京帝國大學憲法硏究委員

報告書をめぐって－｣, 憲法問題硏究  편, 憲法と私たち(岩波書店, 1963) 참조.

103)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2~23면.

104)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면.

105)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1면.

106)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0면.

107) 오다카의 이러한 ‘ 실주의’는, “ 실의 세계에서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실력으로부터 분리된 일체의 평화 논의는 탁상공론이고 사상 각

이다”(尾高朝雄, ｢平和の哲學｣, 國際法外交雜誌誌 47-3․4 (1948), 198~201면), “탁월한 

실력을 가지는 국가가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표자라고 하는 형태로 국제법의 집행에 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국의 정치상의 주권성이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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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패  의 천황신권주의가 다시 힘을 얻는 일이 없도록 ｢일본국헌법｣의 상

징천황제에 한 극 인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그 다면 오다카는 ‘패  ’을 부정 으로 평가한 것일까? 오다카에 따르면, 

‘노모스주권론’은 “패 을 기회로 이루어진 과거의 일본의 정치조직에 한 심

각한 반성”108)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것은, “태평양 쟁의 참담한 패배가 천황 

통치라는 미명 뒤에 숨어 있던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를 백일하에 드러”냄으로

써, “분별이 있는 국민”으로서 “천황제를 지 까지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109)게 된 결과 다.

하지만 오다카의 “반성”은 주체 ․ 면 인 것이 아니었다. 오다카에게 반

성해야 할 부분은, “국민에 한 놀랄만한 기만과 일본 정치의 수습할 수 없는 

탄의 원인”이었던 “국민의 이목과 비 으로부터 차단된 소수의 사람들의 의

지와 단”이었다.110) “천황통치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정치의 흑막 뒤에서 춤

추는 자들의 손에 의해 쇼오와(昭和)의 암흑정치로 바 었다”111)라는 이었다. 

이것은, ｢ 일본제국헌법｣ 1조에서 “ 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

다”라는 천황주권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천황의 책임은 배제한 

채, 토오쿄오재 을 통해 소수의 군부세력을 단죄하는 것만으로 ‘반성’을 끝냈

던112) ‘ 후 일본’의 주류  사고에 불과하다.

다만 ‘패  ’을 통째로 잘라내어 버렸던 미야자와에게서는 그 정도의 ‘반

성’도 읽어내기 어렵다. 그 다면 오다카가 그나마 ‘한정된 반성’을 한 것은 

어쩌면 식민지의 실을 실제로는 보고 있으면서도 애써 을 돌리고 있었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해서는, 특정한 국의 경제상의 헤게모니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尾高朝雄, 法の窮極に在るもの [新版], 275․284~285면)라는 ‘국제법의 궁극에 

있는 것’에 한 그의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108)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21면.

109)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면.

110) 尾高朝雄, ｢國民主權と天皇制｣, 36~37면

111) 尾高朝雄, ｢ノモスの主權について｣, 22면.

112) 이에 해서는 우선, 김창록, ｢토오쿄오재 에 한 법사학  고찰－‘문명의 심 ’  ‘승

자의 심 ’ 그리고 아시아－｣,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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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제국 학 교수 출신의 “잠재 인 죄의식이 재화”113)한 것이

었을까?

‘노모스주권론’을 통해 ‘군민일체’라는 이념을 매개로 ｢ 일본제국헌법｣과 ｢

일본국헌법｣의 연속을 변증하는 오다카의 모습은 1941년의 에서 그 로 발

견된다. 오다카는 1941년의 시 에서, “‘천황 심’은 일본 국체의 根本義의 제

1”이고, “大日本은 神國이고 천황이 신의 후 로서 연면한 皇統을 이어가고 계

시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국민신앙”이며, “게다가 일본의 국체는 ‘천황 심’과 

함께 나아가 ‘군신일체’를 제2의 근본의로 하”므로, “ 체와 부분의 協成和合, 

법과 힘의 혼연일체, 인간 諸目的의 종합․조화는 실로 皇國에 진정한 道義國

家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다.114)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정신이 조선반도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반도 2천 4

백만 민 이 마음속으로부터 골수까지 완 한 일본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道

義朝鮮의 건설”115)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법철학의 입장”을 강조한 논쟁 

속의 오다카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단순한 ‘사상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오다카도 ｢일본국헌법｣과 원리 으로 충돌하는 ‘패  ’을 잘라버린 

것은 미야자와와 마찬가지 다. 자르는 지 이 ‘조 ’ 달랐다는 것은 평가에 있

어서 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칼’일 뿐이다.

Ⅳ. 맺음말

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제2차 세계  패 의 결과 일본을 령하고 

그 통치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 신권주의  천황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 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국민주권주의와 상징천황제를 내용으로 하는 

113) 長尾龍一, ｢日本法哲學についてのコメント｣, 法哲學批判(信山社, 1999), 146면.

114) 尾高朝雄, ｢国家哲学｣, 岩波講座　倫理学 第七册(岩波書店, 1941), 87~89면.

115) 尾高朝雄, ｢道義朝鮮と徵兵制度｣, 朝鮮 326 (194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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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으로 옮아간 일본 사의 요한 환기를 맞아 ‘국체의 호지’ 

여부가 미의 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다카는 미야자와의 ‘8월 명설’을 

정면으로 비 하며 ‘노모스주권론’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오다카－미야자와 

논쟁을 발했다.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비록 주권의 본질에 한 요한 쟁 을 부각시

킨 것이기는 했지만, 오다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오랜 일본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천황제” 속에 연면히 흘러온 “민족정신의 피”를 국민주권주의에

도 흐르게 하려는 ‘일본국헌법의 천황제에 한 아폴로기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미야자와의 논리 인 추궁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쟁은 체로 미야자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된다.

오다카는, 논쟁의 과정에서 ‘강요된 헌법’이라는 실을 지 함으로써, 미야

자와의 ‘8월 명설’이 애써 외면한 문제, 즉 ‘패  ’의 역사에 한 평가라는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오다카의 평가는 주체 인 것이기보다는 

소수의 군부세력에게 책임을 가하는, 당시 일본의 일반 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神國’과 ‘道義朝鮮’을 외쳤던 수년 의 자신의 모습에 한 

‘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야자와는 ‘가공의 명’을 내세워 ‘패  ’을 잘라버림으로써  일본 

헌법학이 ｢일본국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토 를 마련했다. 오

다카는 조  더 나아가 ｢일본국헌법｣을 ‘경박’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민족정

신의 피’를 주입하고 ‘붕 ’를 감았다. 하지만, 오다카 역시 ‘패  ’의 문제상

황은 소수의 군부세력의 탓으로 돌리고, ‘주어진’ ｢일본국헌법｣을 변증했다는 

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그 에서는 오다카도 미야자와와 마찬가지로 ‘패  

’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마치 없었던 일인 듯이 제쳐버린 ‘ 후 일본’의 

‘사상  공범’이었다.

그래서 결국, 일본 근 와 의 환기에 가장 주목받은 논쟁이기에 가장 

학문 인 긴장도가 높았을 터인 오다카－미야자와 논쟁 속에서도, 그 논쟁에서

의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에서도, ‘식민지 경험’의 흔 은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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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taka Tomoo’s Theory of Nomos Sovereignty

Kim, Chang-Rok*

116)

After returning from the 16 years life as a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colonial Chosun, Otaka Tomoo opened the ‘Otaka-Miyazawa debate’ in which he 

criticized Miyazawa’s theory of August Revolution by his own theory of Nomos 

Sovereignt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 identity’ in the change process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purpose of Otaka’s theory was to make ‘the blood of national geist’ flow in the 

national sovereignty just as it had flowed in the Tenno system from time immemorial. 

Because the theory was ‘an apologia of the Tenno system in the Constisution of Japan’, 

it could not stand Miyazawa’s theoretical criticism. As the result, the debate ended in 

‘Miyazawa’s victory’.

On the other hand, by pointing out the reality of ‘the forced constitution’, Otaka 

brought the weak point of Miyazawa’s theory into relief, that is the problem of the 

evaluation on ‘the history before defeat.’ However, as the most Japanese in that time, 

Otaka just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a few military members.’ We cannot find out 

the ‘self-reflection’ of Otaka, who shouted ‘a divine land’ and ‘moral Chosun’ just some 

years ago.

Miyazawa paved the road for the Japanese modern constitutional study to start from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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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Japan by cutting ‘the history before defeat’ away through ‘the 

fictional revolution.’ Otaka went forward by injecting ‘the blood of national geist’ into 

and putting a bandage around the Constitution of Japan. However, he was ‘an 

ideological accomplice’ in that he, like Miyazawa, also demonstrated ‘the given 

Constitution of Japan.’

After all,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experience of colony’ in Otaka’s theory of 

Nomos Sovereignty, which was a part of the most noticeable debate at the turning point 

in modern Japan.

[Key Words] Otaka Tomoo, Miyazawa Toshiyoshi, Theory of Nomos Sovereignty, 

Theory of August Revolution,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ories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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