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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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력국가로서 공공외교를 펼치
는 일본의 규범 권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본의 퍼블릭 디플
로머시(Public Diplomacy)에 대한 정치적 의
미가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외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맞추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폐색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내
부적 각성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를

명분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외부적
교훈으로부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공공외교를 해외광고,
문화의 교류, 인적교류, 국제기구를 통한 협
력, 문화와 관련된 무상자금협력 등으로 분류
하고 각 영역에 외교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타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
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의견을 갖게 만드
는 방식의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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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공공외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본의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다변화되고 있는 국
제사회에서 어떠한 외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
회에서 그 역할에 걸맞은 세계여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긍정적 이미지와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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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가치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듯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가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외교만으로는 지식을 매체로
하는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공공외교
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타국의 대중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정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Melissen 2005). 이러한 형태의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와 ‘네트워크’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다
(김상배･이승주･배자영(편) 2013).
일본도 상대국의 정부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민을 주 대상으로 가치나 제도 등의
소프트파워의 정치와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제반 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손열 2009). 이러한 일본의 전환적 사고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폐색감으로부터 탈피하려
고 하는 내부적 각성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를 명분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서 얻게 된 외부적 교훈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일본은 공공외교를 해외광고, 문화의
교류, 인적교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문화에 관계되는 무상자금협력 등으로 분류
하고 각 영역에서 외교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공공외교를 대내
외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소통외교, 외교 전담부처의 전통적인 역할론을 넘어서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네트워크외교,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는 쟁점을 조율하고 각자의 이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에 중심성을 제공하는 공익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공외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방적 환경에서 서로 협업하는 정치 행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실태에 대해서
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은 변형적 현실주의에 기반으로 공공외교를 더욱 정교화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외
교는 군사안보나 정치경제와 달리 비제로섬(non zero-sum) 게임의 분야로 통용되
고 있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이 분야에서도 치열한 매력경쟁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타국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그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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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의견을
갖게 만드는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규범 권력의 전파로서 공공외교를 전개하
고 있다. 여기에서 규범 권력이란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위해 ‘무엇이 표준이 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nners 2002, 253).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본이
공공외교를 상대국 국민에게 어떻게 발신하고 정책적으로 투영되는지를 조명하려
고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매력국가로서 규범권력을 설명하기 위한 일본의 공공
외교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일본의
공공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형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징과 딜레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다.

Ⅱ. 매력국가론
공공외교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여론에 영향을 주어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외교 전략이다. 이 용어는 1965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냉전 후 영국에서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라고 하는 말로서 국가 이미지 개선에 활용되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자국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회복의 노력으로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공공외교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자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외교 방식이 아니라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그 목적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는 ‘퍼블릭 디플로머시’, ‘소프트파워’,
‘대외발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 공공외교를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일본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레토릭의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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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일본의 공공외교를 설명하고 있다.
길보아(Gillbora 2008)는 공공외교를 기본적 냉전 모델(Basic Cold War model),
비정부-초국가 모델(Non-state Transnational model), 국내 광고 모델(Domestic
PR model)이라고 하는 3가지의 모델을 구축하여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먼저
기본적 냉전 모델은 미국의 국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축한 국가주
도의 기본형이다. 이에 반해 비정부-초국가 모델은 비정부 행위자의 중요성을 근거
로 국경을 초월한 비정부조직 간의 연계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는 네트워크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광고 모델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관련국
의 국민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국의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인지형이다. 이러한
길보아의 3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컬(Cull 2009)은 공공외교를 청취(listening), 옹
호(advocacy),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교류외교(exchange diplomacy), 국
제방송(international broadcasting)이라는 5대 구성 요소의 분석을 강조했다. 이들
구성 요소는 냉전기의 국무성에서 집행한 국가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프로그램으로 공공외교의 이론화 작업을 한층 정교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 틀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다수
의 기존의 논의들은 공공외교의 필요성, 의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이론의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의 이미지의 증진과 국가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논의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金子雅史 2007; 三上貴教 2007; 市川紘子 2009). 이들의
논의를 세분화해 보면, 첫째, 정책 담론을 둘러싼 소프트파워에 대한 공공외교의
연구(岩渕功一 2007; Lam 2007; Ogawa 2009; 渡辺靖 2011; Saraiva 2013); 둘째,
추진 체계에 대한 국가 전략으로써 공공외교의 연구(星山隆 2008; 久田和孝 2012,
2017; 久田和孝・緒方義広 2014; 金子将史・北野充 2014); 셋째, 교류 활동과 연관
된 대상 분석에 대한 공공외교의 연구(Hirano 1996; Akiyoshi 2008; Eldridge
2014; 李炅澤 2015)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외
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패러다임의 접근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 공공외교
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담론 차원의 논의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교화된 이론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매력국가론’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일본이 전개하
고 있는 공공외교정책을 설명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매력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
어지고 일반적인 국제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 사회-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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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고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Wendt 1995). 이렇게 형성된
매력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도하는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여 정책과 통치 담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도 매력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
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매력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 권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일본의 공공외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의 핵심적인
열쇠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규범 권력의 전파
를 통해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편승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권력의 전파를 동기화된 상황적 개념으로 일본의 매력국가론에
대한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긍정적인 이미지 확대이다. 2002년 뉴아메리카재단의 더글러스 맥그레이
(Douglas McGray)는 ‘일본의 국민총매력(Japan’s Gross National Cool: GNC)’을
언급하면서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었다. ‘국민총매력’이란 조어로 일본의 이미지를 설명하게 된 국내적 배경
에는 소프트파워의 정책서클이 매력국가 담론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흥미롭게도 그 중심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経団連)이 있었다.
1996년 경단련(経団連 1996)이 주창한 ‘비젼 2020’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화,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화, 환경과의 조화라는 21세기 문명의 이행에 맞추어 ‘매력 있는
국가의 창조’를 위해 끊임없는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비젼의 핵심은 ‘세계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일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경단
련의 매력국가론은 2000년 1월 오부치(小渕) 수상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져
‘21세기 일본의 구상’이란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프런
티어(frontier)는 일본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소프트파워의 창조를 통해
매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経団連 2000). 더욱이
2003년 경단련은 매력국가론을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본이란 키워드를 사용하
여 재차 주창했다. 이른바 ‘오쿠다 비젼’이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국제공헌을 넘어 환경입국으로서 자국의 환경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표준화를 통해 대내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일본경제의 긍정적 이미지
를 발신하는 취지였다(経団連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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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발신 능력 강화이다. 2005년부터 외무성은 ‘매력 있는 일본 팔기를 위한
닛폰프로모션’을 주창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생활양식의 리더로써 정체성이 확
립되어 ‘21세기형 쿨’로 표현되는 문화교류의 평화국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발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같은 해 총리관저 정책심의회에서는 문화외교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일본어 보급 강화와 일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작업,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영화, 음식 등 현대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신시키는
작업,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재양성 작업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신 능력을
강화할 것을 보고서로 제안했다(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 2005). 같은 맥락
에서 2007년 해외교류심의회의에서는 일본어 및 일본 문화 발신을 정교화하기 위
해 5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발신할
해외 자원봉사자 파견 제도를 신설함, 일본어 교육 거점을 100개 이상으로 확장하
여 일본 문화 ‘만남의 장’으로 지정함, 해외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와
매력 있는 프로그램을 IT 미디어를 통해 송출함, 일본인의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를
통해 지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일파를 육성하여 일본의 목소리를 세계에 반영
함, 젊은 지도자를 초청하는 대일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러한 발신
능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2013년 6월 각의결정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중심으
로 하는 ‘쿨 재팬’을 넘어 일본의 지역, 브랜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민간 부분 간 총체적 협력을 도모하는 ‘올 재팬(All Japan)’의 개념
을 강조하는 일본 재부흥 전략으로 드러났다(Abe 2014).
셋째는 가치 외교 확립이다. 2006년 아베 총리는 제165회 국회에서 표명한 소신
연설에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美しい国, 日本の魅力)’을 천명하였다(首相官
邸 2006). 이것은 문화･전통･자연･역사를 소중히 하는 나라, 자유로운 사회를 토대
로 규율을 존중하는 늠름한 나라, 미래를 향한 성장 에너지를 가진 나라, 세계로부
터 신뢰와 존경･사랑을 받는 리더십 있는 나라로서 외국 국민이 일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매력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가치 외교를 확립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라는 외교
구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麻生太郎 2007). 여기에는 동쪽의 미국, 호주, 중앙의
인도, 서쪽의 EU, NATO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편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을 만드
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
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코커서스, 동유럽, 발트 3국을 연결하는 긴 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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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풍요로운 경제와 안정된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데
새로운 외교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외교청서에서는
‘일본 외교의 신기축’으로써 매력국가를 전면에 내걸고 가치 외교 확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듯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유엔 외교, 근린제국과의 관계
강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외교에 더하여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와 번영의
질서 구축에 공헌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Ⅲ. 공공외교정책의 변형
일본은 2003년 4월 ｢새로운 시대의 외교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역할: 세계여론
형성에 일본의 본격적인 참가를 지향하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외교정책
을 알리기 시작했다(国際交流研究会 2003).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사회는 IT혁
명의 실현, 시민사회 조직의 존재,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정보
공유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세계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외교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여론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정책을 보다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는 대외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각국의 주요 여론 주도층 및 일반 대중에 대하여 일본의 생각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설명함으로써 우호적인 현지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육성이나 인적･문화 교류 등 여러 수단을 조합하
여 세계여론을 담당하는 주요 그룹이나 CSO 네트워크에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이 공공외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에
조세프 나이(Joseph Nye 2004)의 소프트파워 담론이 ‘국제시민의 힘(global
civilian power)’으로써 주목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이(Nye)의 소프트파워란 개
념은 일본의 매력국가론을 수행하는 전략 구상으로 불리어지는 ‘쿨 재팬(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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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쿨 재팬’을 통해 일본 문화에 내포된
평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공외교정책으로 활용했다. 공공외교정책으로
서 ‘쿨 재팬’을 한층 정교화하기 위해 2005년 경제산업성은 ‘쿨 재팬실’을 설치하였
고, 내각에서도 ‘쿨 재팬’ 담당 대신이 설치되어 일본 문화산업의 세계 진출 촉진
국내외에 발신 등의 정책을 기획 입안 및 추진하도록 하였다. 쿨 재판 전략의 기저
에는 일본의 주력산업인 자동자, 가전, 전자, 기기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2차 산업에서 의식주와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 등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을 중심
으로 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매력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변형시켜 판매하는 문화산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쿨 재팬’의 전략적 기저는 2010년 경제산업대신인
아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가 일본이 미래에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인프라,
환경, 에너지, 의료, 간호, 건강, 육아 첨단 분야와 더불어 패션, 콘텐츠, 음식, 관광
등의 문화산업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비전 2010(産業構造ビジョン2010)’을 통해 더
욱 선명하게 알리고 있다.
2013년 일본은 국가 매력을 산업화하고 해외 수요를 확장하는 동시에 리스크
머니(risk money) 공급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쿨 재팬 기구(Cool Japan Fund)’를
창설했다(経済産業省 商務情報政策局 2016). 이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산업
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공공외교 사슬(public
diplomacy chain)’을 재구축하는 것이다(Leonard and Alakeson 2000, 86-98).
이를 위해 ‘쿨 재팬 기구’는 대중문화의 매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미디어산업 및
전자상거래사업에 투자, 물류사업의 확장을 위해 베트남에 냉동체인 설비 투자,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를 ‘쿨 재팬’ 확산의 거점으로 채택하여 상업시설사업에
투자, 중국 낭보시(寧波市)에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대규모상업시설사업에 투
자 등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공공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민간
기업과 연합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강성우 216, 229).
아베정권은 ‘쿨 재팬’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 7월 17일에 발간
된 The Economist에 의하면,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 2020으로: 시작해야 할
시간(Japan Towards 2020; Time to get started)’라는 회의에서 아베정권의 ‘쿨
재팬’ 담당 장관인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는 일본의 쿨 재팬 전략에 대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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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확대’시켜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The Economist, 2014/04/17). 이는 일본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쿨 재팬’
전략을 도쿄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매력국가론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공공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매력국가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쿨 재팬’의 지표와 방법론은 규범 권력의 전파를 측정하려는 작업들에 원용되어
공공외교정책의 변형성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공공외교정책은
어떻게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이 물음은 변형되고 있는 일본의 공공외교정책
을 둘러싼 구성체계의 분석을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중견국 리더로서의 역할 확대이다. 일본은 중견국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서 주요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의지를 관철시기 위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강대국과
약소국들 간의 갈등 중재, 강대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두 약소국 간의 분쟁을
중재, 약소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과 같이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간의 불평등
한 정치, 경제 등의 관계를 조율하는 가교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김우상 2013,
335). 이러한 일본의 도전은 20세기 중반의 태평양 전쟁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와 전범국가의 이미지로부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중견국 리더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은 공공외교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10월 일본은 내각의 각의결정을 통해 ‘기본 방침과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대외홍보 강화’라는 시책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홍보
를 국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공공외교 예산은 전년보
다 3배 증액시킨 520억 엔(약 4,700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매력국가론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공공외교정책은 중견국 리더십을 어떠한 형태로 주도적으
로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는 추진 체계의 통합화이다.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행정법인, NGO와
연계하여 공공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8월 일본은 최초로 공공외교전담
부서로 대신관방 산하에 홍보문화교류부를 신설하고 산하 부서로 공공외교 전략부
및 문화산업부를 설치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대외홍보 및 문화교류 업무를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할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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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일본은 대신관방 산하 ‘외무보
도관’과 ‘국제교류문화심의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공공문화외교전략과’가 2부서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외교정책의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外務省 2016). 아래의 <그림 1>은 현재 일본 공공외교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일본 공공외교정책의 추진 체계

* 출처: 박창건. (2017), p. 34.

여기에서 주목할 부서는 ‘공공문화외교전략과’이다. 공공문화외교전략과는 담당
부서 간 업무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외무성 내 다른 부서 및 다른 정부부처와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국제홍보강화연락회의’와 ‘퍼블릭 디플로머시 전략본부’
를 관할하고 있다.1) 더욱이 일본은 대상국에서 재외공관과 그 산하 공보문화원이
1) ‘국제홍보강화연락회의’는 외무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를 포괄하는 정부 일체의 국제정보발
신능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회의체로서 외무성 대신관방의 주재 하에 개최되고 있으며, 대

일본의 공공외교 101

국제교류기금 현지사무소, 정부관광국 현지사무소 등 관련 독립법인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공공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무성 해외 홍보 문화 교류 정책을 현지에서 전개하는 재외공관은 189개소이며,
이 중 공보문화원이 47개소 존재한다. 이처럼 일본 공공외교정책은 공공문화외교
전략과를 중심으로 대외공보와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총괄하고,
대상국 현지의 해외공관과 그 산하 공보문화원이 국제교류기금현지사무소, 정부관
광국현지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새로운 국가브랜드 전략의 구축이다. 영국 BBC 월드서비스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7개국 국민들에게 세계 13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여론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54%는 일본
을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답했다. 반면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이 과거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했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영국 외무성 홍보
고문이었던 사이먼 안홀트(Simon Anholt)는 국가브랜드 지수(National Brand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했다. 그는 한 국가의 수출, 거버넌스, 문화, 사람,
관광, 이주･투자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그 지표를 조사하여 각국의 브랜드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근거에 의해 평가하면, 일본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의 다음 순인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국가브랜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평화’,
‘안정’,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근거로 한 문화외교 발전의 길을 촉구했다. 예컨대
2009년 3월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콘텐츠･일본 브랜드전문조사회는 ‘일본브랜드 전
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와 음식, 패션 등의 소프트파워
산업을 재생산하여 일본의 브랜드로서 전략적으로 창조･발신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渡辺啓貴 2011, 169). 다시 말하면 일본은 문화외교를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정책을 통해 새로운 국가브랜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신관방 산하 홍보문화전략과 및 국제 홍보실이 공동사무국으로서 본 회의 기획입안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퍼블릭 디플로시 전략본부’는 외무성 내 전략적 홍보문화외교 추진
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로써 외무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홍보문화전략과가 관할하고 있다.

102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Ⅳ.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과 딜레마
일본이 정부 주도로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시작한 시기는 노다
내각에서 외무성 산하에 ‘공보문화외교의 제도적 방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2012
년 1월~2012년 7월/ 총6회의 회함)’를 공식적으로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이 간담회
에서는 ‘NGO’, ‘교류’, ‘협동’, ‘쌍방향성’ ‘이노베이션’, ‘파트너십’과 ‘국제공헌’ 등과
같은 어휘가 사용되었고, ‘우호정신’과 ‘새로운’ 공공외교의 다양한 주체들의 쌍방적
인 발･수신의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다 정권의 공공외교가 새로운 형태
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2012년 12월 일본의 정권
교체 후 성립된 아베 2차 내각은 노다 정권의 공공문화정책을 이어 받는 동시에
‘국제공보강화연락회의(国際広報強化連絡会議)’를 설치하여 일본의 공공외교를 한
층 발전시켜 나아갔다(首相官邸 2013).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산업부흥플랜, 전략
시장창조플랜, 글로벌전략이라고 하는 3가지 행동계획 아래 경제부흥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와 같은 국제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일본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근거로 일본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공외교가 자국의 국익 추구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
은 물론이고 적극적 평화주의에 의한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외 이미지가 군사력에서 경제력을 거쳐, 이제는 문화
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것을 상대국민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익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탈산
업사회 시대를 선도하는 ‘포스트모던 일본’의 새로운 보편적 문화 규범을 중시하기
보다는 공공외교를 단지 외교재와 산업재로 인식하고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려
는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공공외교의 특징과 딜레마에 대한
맥락에서 분석해 보면, 일본의 공공외교는 ‘신뢰하는 국가로서 국가 이미지’를 어떠
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Fukuyama 1996). 이
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공외교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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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것이 어떠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징
일본의 공공외교에서 대일 이해의 촉진과 좋은 국가 이미지의 전파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및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일본문화
소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본문화의 종합적･전략적 전파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 동시에 전통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애니메이션, 패션 등의 이른바 문화외교를 통해 규범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JAPAN EXPO 2013｣에서 외무성
은 일본국제교류기금, 관광청 국제관광진흥기구, 자치체 국제화협회 등과 연계하여
참여하고 일본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양면을 소개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신하고 있다(日本外務省 2014).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공공외교는 관계 구축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에 집중하고, 자국의
독자적 문화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문화교류를 중시하고, 사업의 실시에서
지역별, 국가별로 차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안세영 2011).
일본의 공공외교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외교환경의 변화이다. 구체적인 변화
요인은 정부 당국에 의한 정보 독점의 시대 종결, 외교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부-행위자의 역할이 증대, 외교의 투명성 강화, 탈 전쟁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파워의 경쟁 가속화, 외교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직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수용하여 일본은 자국의 대외정책이 용이하게 실현 가능
하도록 국제환경을 만드는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래 아베(安
倍) 총리 집권 2기에 들어선 일본의 공공외교는 과거의 ‘반응적’에서 보다 ‘전향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김태환 2015). 이는 일본이 ‘경제부흥’과 ‘보통국가화’라는
2가지 핵심 쟁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자는 아베노믹스(Abenomics), 후자는 ‘적극
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기반으로 한 공공외
교를 전개하고 있다(Nye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대미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무대로의 문화 권력을 확장한다(桒原響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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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본의 공공외교는 세계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
적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 근린제국과의 협력관계 중시,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경제외교의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미 공공외교에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여 국제사회에서 문화 권력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외무성 산하
재팬파운데이션(JF)과 사사카와(笹川) 재단 등이 대미 공공외교에 쓰는 연간 예산
은 드러난 것만 1070만 달러(US$) (약 117억7000만원)로 한국의 8배를 뛰어 넘고
있다. 이러한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은 미국 내에 지일파 지식인들을 후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문화 권력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는
소위 ‘국화클럽’으로 불리는 일본의 우호 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학계
내 일본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내 일본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럴드 커티스(Gerald Curtis) 컬럼비아대 교수, 켄트 칼더(Kent E. Calder) 존스홉
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리처드 사무엘스(Richard Samuels) MIT 교수가 원로그
룹에 속하며,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CSIS 일본 석좌연구원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중견그룹 주자들이다. 게다가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Richard Armitage)와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정책 조율에 앞장서고 있다. 사사카와재단 워싱턴사무소 대표를 맡은
데니스 블레어(Dennis C. Blair) 제독은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이자 안보전문가이
다. 이처럼 동아시아를 다루는 싱크탱크에 일본 전문가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국화클럽의 구성원은 일본이 주창하고 있는 영토 보전과 역사 인식을 포함
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점 창출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기본 방침과 대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매력경쟁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규범을 선도한다(Fukushima 2011). 일본
의 동아시아 외교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발전을 일본의 경제성장과
직결시키려는 전후 일본의 일관된 전략에 세계의 성장 센터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
시아의 내수시장을 일본경제의 활력과 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ASEAN, ASEAN+3, ASEAN+6, APEC, RCEP, TPP 등과
같은 지역구상의 협력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영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ODA(공적개발원조)와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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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 등 협력 사업을 통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전범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대외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했다(Hall and Smith 2013,
5). 그 과정에서 일본의 문화적 매력을 역내 국가에 전파시켜 경제협력의 지역규범
을 선도하는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예컨대 2013년 1월 아베총리는 대 ASEAN
외교 5원칙을 세우고 그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함께 지키고
키워나갈 것을 표명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 직속의 ‘아시아 문화교
류 간담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ASEAN+1(일본)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시아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년까지 7년을 목표로 ‘문화의 WA 프로
젝트~알아가는 아시아’라는 제목의 문화교류 정책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일본
의 공공외교는 동아시아 지역규범을 선도하는 매력경쟁을 발산하고 있다.
셋째는 문화의 소통으로서 네오-쟈포니즘(neo-Japonism)을 수출한다. 쿨 재팬의
원류격이며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일본 붐을 일으켜 매력국가로 발돋움시킨 것이
‘쟈포니즘’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취미’로 번역되는 쟈포니즘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유럽의 국가에서 확산된 일본미술의 열기를 말한다. 쟈포니즘
은 매력경쟁에서 일본의 문화 규범으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게이샤, 기모노,
일본정원, 후지산 등과 같은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전파시키
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쟈포니즘’이 ‘네오-쟈포니
즘’으로 변형되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갖춘 문화적 행위 주체로 주목받
기 시작했다. 특히 네오-쟈포니즘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쿨 재팬은 탈산업화 시대를
선도하는 포스트모던 일본의 새로운 문화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네오
-쟈포니즘은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일본의 대중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Katsumata 2012). 쟈포니즘이 일본 문화의 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최초의 정의였다
면, 쿨 재팬은 ‘네오-쟈포니즘’으로서 일본의 문화외교, 산업정책의 중심 아젠다이
고, 현재적 의미에서 일본 공공외교의 실체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공공외교는
문화 소통으로써 ‘네오-쟈포니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2. 딜레마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는 한결 나아지고 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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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안정성의 회복, 아베노믹스의 추진, 2020년 도쿄올림픽개최 결정, 적극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적절
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모습을 세계에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화 규범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金子雅史 2014, 39).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외교의 방향성
에 대한 경계론은 영토 주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나 주장이 타국 국민과 국제여론
에서 이해를 확보하려는 도전으로부터 파생된다. 아베정권은 영토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무성은 센카쿠열도와 독도에
관해 일본의 주장을 설명하는 팜플렛과 동영상 등과 같은 자료를 11개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외무성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발신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대외홍보의 중요성은 위기관리의 홍보로 이어졌고, 그 후 부흥을
향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단계를 거쳐, 일본의 국가브랜드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6월에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에서도 언급
하고 있는 ‘쿨 재팬’ 사업을 통해 위기관리와 극복을 향한 일본의 국가 이미지 향상
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동일본대지진 대응으로부터 재난
극복과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본 브랜드의 발신과도 직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외교의 성패가 정권의 안정성과 대외정책의 지속성,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요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규범 권력의 전파를 둘러싼 딜레
마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상업화형’의 모델로 변형되고 있다. 일본식
공공외교의 핵심은 시장운영 규칙에 따라 각국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민간의
비공식 루트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외국 사회 각계와의 교류 확대, 협조, 소통 강화,
일본에 대한 외국 정부관료 및 대중의 편견과 오해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모델을 통해 대중의 정치 주의력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반감은 피하는 동시에 각국의 대일 정책에도 적절하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강력한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공공외교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공공외교는 일본국제교류기금 등을 통한 위탁외교 외에 주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과 여행 관광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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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계로 엮인 상업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더욱이 대외무
역에서 외국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함께 무역협회,
이사회, 각종 기금회 등 정부 성격의 혹은 반(反)관영 성격의 조직을 형성하고
일본 실업계의 역량을 집중해 공공외교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일본 기업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즉각 도쿄 본사에 보고하여 현대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 획득한 관련국 경제무역정책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해외공관과
대표기구가 협조하여 상업화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이처럼 일본의 공공외교
가 ‘국가 이미지’의 증진이라기보다는 ‘국가 이익’의 확대에 주안점을 맞춘 상업화형
모델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정치적 파워로 문화 권력을 전파하려
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편적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51
년 12월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정보문화국을 설치해서 대내외 홍보 및 외국과의
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했다. 여기에서는 패전 전과 같은 요란한 국위선양 문화외교
는 지양했지만,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국제적 문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예를 들면, 1957년 도쿄 국제
펜클럽대회,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1972년 삿포로 동계올
림픽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일본의 대외이미지를 구축
하고자 했다.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군사력에서 경제력을 거쳐, 이제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 문화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가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
은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역사수정주의의 형태로 대미 공공외
교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 등 한일 간의 민감한 외교쟁
점이 되는 현안들을 비롯해 외교･안보분야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논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국의 차세대 정책전문가에 대한 교육･초청프로그램인 ‘가케하
시(架け橋) 이니셔티브’와 박사급 이상 전문가와 언론인들의 교류 프로그램인 ‘아베
펠로십’을 비롯해 사회과학 분야의 인적교류와 정책연구 사업을 공격적으로 펴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0). 다시 말하면,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범국가’ 혹은 ‘경
제동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문화단위의 국가로써 자리매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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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공공외교가 정부의 주장을 전달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 냉전의 붕괴
와 함께 시작되었던 이라크 전쟁은 ODA 중심의 일본외교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기에 공공외교의 노선에도 전면 수정을 가져왔다. ‘걸프 쇼크’라고
불리어지는 이라크 전쟁의 충격은 경제원조에 주력해온 일본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국제 공헌에서 일본의 역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공공외교는 자긍사관을 바탕으로 역사와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강화하는 ‘주장하는 외교’로 맥락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아베(安倍) 정권이 공세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통국가화 정책은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국방군으로 개편, 비밀보호법안 등과 같은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탈피와 긴밀한 대미관계를 통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역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주도
했다(박창건 2016). 일본은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2015년 4월 말 이전에
TPP와 미일 안보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미일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전략적 접근이다. 아베 정권
은 과거사 도발을 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들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는 공공외교를 펼쳐왔다. 예컨대 아베 정부는 2017년 우선 런던, LA,
상파울로 등 3개 도시에 ‘재팬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했다(아시아경제, 2017/05/25).
이것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부의 방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일본의 공공외교는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달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Ⅴ. 맺음 말
지금까지 일본의 공공외교를 규범 권력의 전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매력국가론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향
하고 있는 매력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 권력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공공외교가 긍정적 이미지 확대, 발신 능력
강화, 가치외교 확립이라는 동기화된 상황적 개념들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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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창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고령화
와 저출산에 따른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폐색감으로부
터 탈피하려는 내부적 각성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를 명분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외부적 교훈에서 비롯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쿨 재팬’을 통해 일본 문화에 내포된 평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전후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일본의 주요한 공공
외교정책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매력국가론을 중견국 리더로서
역할 확대, 추진체계의 통합화, 새로운 국가브랜드의 구축이라는 형태의 공공외교
정책을 둘러싼 변형 과정의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는
소프트파워와 같은 협애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앞세운 권력변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외교의 본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공공외교를 설계권력
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미지 전략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
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대미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무대로 문화 권력을
확장하려는 시도, 매력경쟁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규범을 선도하려는 모습, 문화의
소통으로서 네오-쟈포니즘을 수출하려는 구상을 전략적으로 채택하려는 공공외교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문화 규범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과거사와 영토 주권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입장이나 주장이 타국 국민과 국제여론에 이해를 확보하려는 도전으로부터 파생될
갈등과 대립은 공공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행위자와 구조의 동시적 파악을 통해서 매력경쟁의 세계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공공외교가 직면한 딜레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공공외교가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상업화형’의 모델로 변형되고
있으며, 보편적 문화국가로 성장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을 전달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범 권력의 전파가
지향하는 낙관론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매력국가로써 공공외교를 펼치는 일본의 규범
권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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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
는 문화 권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커다란 기여
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석된 일본의 공공외교가 여전히 매력경쟁으
로써 ‘소프트파워’ 혹은 ‘네트워크파워’ 논의로 직결되어 이론화를 구축하지 못한
단절된 형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의 공공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한
이론화는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투고일 : 2017.09.20.
심사완료일 : 2017.11.08.
게재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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