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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후쿠다 내각이 50%대 이상의 국민 지지율을 받으며 출범하였으나,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 ‘여소야대’의 구도 아래에서 야권의 견제에 

의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

◦조기 총선과 관련, 여권은 후쿠다 내각에 대한 낮은 국민 지지율로 

인해 위기감을 느꼈고, 마침내 후쿠다 총리는 2008년 9월 1일 전격

적으로 사임을 표명함.

  

◦후임 총재를 둘러싼 경선은 자민당이 민심 장악 및 지지율의 반전

을 위한 전략적 정치흥행몰이를 도모하는 가운데 ‘아소 대 반아소’

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고, 아소 다로 간사장이 제23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됨.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는 민주당의 오지와 이치로 대표와의 경쟁에

서 중의원 결정을 존중하는 헌법 규정에 의해 제92대 총리로 선출됨.  

◦아소 내각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는 선거정국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중의원 총선을 지향한 정책논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

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계 재편도 예상됨.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소 정권의 등장배

경 및 국민들의 평가, 내각 구성의 특징 등에 관해 분석한 뒤, 대외

정책노선 및 대북전략을 고찰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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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소정권의 등장 배경

1. 후쿠다 총리의 전격 사임 

◦후쿠다 총리는 야권의 견제와 그로 인한 국정 주도력의 저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등으로 리더십의 발휘에 한계를 나타내었음.

- 제1야당 민주당의 정책 비협조와 견제,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

보험제도에 따른 노년층의 분노, 휘발유세의 잠정 부활에 따른 

청장년층의 불만 등 국민들의 불만·비판 증폭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까지 나타났음.

◦그러므로, 후쿠다 총리의 취임 초 지지율은 1996년 자민당 정권의 

부활 이후, 역대 정권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낮은 지지율

이 아니었는데, <그림 Ⅱ-1>처럼, 2008년 4월에 접어들어 20%대

로 급락한 후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함. 

<그림 Ⅱ- 1>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 추이

  출처: 아사히신문 ,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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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총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고 정국 운영의 새로운 전

기를 만들기 위해 홋카이도(北海道)의 도야코 주요 8개국(G-8) 확

대정상회의 이후에 약간 상승된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2008년 8월 

1일 당·정 개편을 단행함. 

- 2008년 8월말에는 민심회복을 위해 물가고 및 경기악화에 대한 

처방전인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함.

◦그러나, 야권의 견제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후쿠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지지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음.

- 여권 내에서는 조기 총선과 관련, 후쿠다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함.

 

◦따라서, 조기 해산 및 총선을 주장하던 연립여당 공명당은 후쿠다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게 되고, 자민당도 이에 동조하게 되면서 후

쿠다 총리는 2008년 9월 1일 사임을 표명하게 됨. 

◦후쿠다 총리는 국정 각 분야의 정책에서 사사건건 강경하게 반대

하는 야권에 항의하여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항의의 사임’

을 함.

2. 자민당의 침체 탈피 전략과 총재 경선

◦아소 다로의 대중 정치적 인기는 후쿠다 총리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

당 대표보다도 훨씬 높았고, 따라서 2008년 8월 1일 당정개편에서 

간사장으로 발탁될 때, 이미 후쿠다 총리의 후임자로 예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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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8년 8월 17일 ‘TV아사히’의 프로그램

에서 차기 총리 문제에 대해 아소 간사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그러나, 자민당은 민심 장악 및 지지율의 반전을 기하여 총선의 승

리를 꾀하기 위하여 대중적 인기가 있는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

담당장관,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청 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무조사회장 등을 총재후보로 내세우

고, 총재 경선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였음.  

 

◦ 2008년 9월 22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아소 다로 자민당 간

사장이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부각되었으므로, 자민당

은 ‘아소 대 반아소’로 경쟁구도를 만들면서 최대파벌인 무라마치

파의 분열을 연출하며 정치적 흥행몰이를 전개하였음.

- 무라마치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및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은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청 장관을 지지 표명,  

- 무라마치파의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아소 다로 간사장을 지지 

표명.

◦ 2008년 9월 22일 자민당 총재선거는 ‘경제·재정정책’을 대립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주요 후보의 약력, 경제정책노선 등은 <표 Ⅱ-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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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주요 후보의 약력 및 경제정책

성 명(연령) 약 력 경제·재정 정책노선 비 고

아소 다로 간사장
(67)

ㅇ중의원 9선
ㅇ외무장관, 총무장관  

ㅇ경기부양 중시파
ㅇ재정투입 적극적 
  - 증세 신중 

ㅇ아소파
ㅇ대중적 인기를 기반
  으로 각 파벌에서
  지원 확보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장관(70)

ㅇ중의원 9선
ㅇ관방장관, 통상산업

장관   

ㅇ재정 재건 중시파
  - 증세 적극적
ㅇ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반대

ㅇ무파벌
ㅇ정책력으로 각 파벌
  의 지지세 규합

고이케 유리코
전 환경성장관(56)

ㅇ중의원 6선
ㅇ방위청 장관, 환경

장관

ㅇ고이즈미 구조개혁노선
  계승
ㅇ재정지출 신중, 증세 신중
  - 재정안정속 성장 중시

ㅇ마치무라파
ㅇ고이즈미 전 총리
  등 마치무라파의
  다수 지원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조회장(51)

ㅇ중의원 6선
ㅇ정조회장, 국토교통

장관

ㅇ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
  계승

ㅇ야마자키파
ㅇ야마자키파를 중심
  으로 지지세 확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장관(51)

ㅇ중의원 7선
ㅇ장래에는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

ㅇ츠시마파
ㅇ츠시마파를 중심
  으로 지지세 확보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소 간사장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장관, 고이케 유리코 전 환경성장관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전개되었음.  

- 아사히신문이 동년 9월 10～11일 전국 유권자 1,086명을 상대로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 아소 다로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 후보 5명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1위를 차지(42%). 

◦ 2008년 9월 22일에 치루진 선거의 결과는 <표 Ⅱ-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아소 다로 간사장이 예상대로 66.9%의 압도적 지지로 제

23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됨.  

- 351표(국회의원표 217, 지방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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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원 득표수 지방표 계 득표율

아소 다로 217 134 351 66.9%

요사노 가오루 64 2 66 12.6%

고이케 유리코 46 0 46 8.8%

이시하라 노부테루 36 1 37 7.0%

이시바 시게루 21 4 25 4.8%

<표 Ⅱ- 2>  20 0 8년 9 ·22 자민당 총재 경선 결과  

3 . 총리선거와 중의원 결정 우선주의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2008년 9월 24일 제92대 총리선출을 위한 

국회지명선거가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 대 민주당의 오자와 이

치로 대표’로 전개됨.  

-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 지명,

-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 지명.

◦중·참의원에서 총리 후보가 각기 다르게 지명되어 복수로 됨에 따

라, 중·참의원 양원협의회가 구성·개최되고, 단일화를 위해 협의함.

- 양원협의회의 위원은 중의원·참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된 후보측

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총리 지명자의 단일화를 합의하는 것

이 매우 어려움.

◦양원협의회의 총리 지명자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중의원 결정을 

존중하는 헌법규정에 의해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가 제92대 총

리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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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 성  명 비  고

간사장 호소카와 히로유키(細川博之)
전 관방장관

(고이즈미내각)

총무회장 사사가와 다카시(笹川 ) 유임

정무조사회장 호리 고스케(保利耕輔) 유임

선거대책위원장 고가 마코토(古賀誠) 유임

Ⅲ. 아소 정권의 출범과 특징

1. 아소 총리의 출범과 국민평가

◦자민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 침하로 인해 민주당의 정권교체 의욕

이 어느 선거의 경우 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일본정국의 최대 관심

사는 중의원 해산·총선거임. 

- ‘아소 대 오자와’의 리더십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  

◦그러므로, 아소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민심회복을 통한 국민 지지

율의 상승과 총선의 승리임.  

- 총선의 결과는 아소 총리 및 연립정권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

◦아소 다로 총리는 총선을 대비하여 당·정의 장악 및 정국 주도를 

위한 당인사 및 내각 구성을 단행함.   

-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표 Ⅲ-1>과 같이 당4역 임명, 

- 총리 취임 직후, <표 Ⅲ-2>와 같은 연립내각을 구성·발족.   

<표 Ⅲ- 1>  자민당 4역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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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아소 내각의 각료 명단          (2008.9.24)

직  위 성  명 연령 주요경력

총  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68  간사장·외무장관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65 문부과학장관  

외무장관
나카소네 

히로부미(中曾根弘文)  
62

문부과학장관
과기청 장관

방위청장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52 방위청 부장관

재무·금융장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55 당 정조회장·농수산장관 

경제재정담당장관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69 관방장관 유임

총무장관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60 법무장관

경제산업장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69 당 총무회장 유임

행정개혁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59 경제산업장관

농림수산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51 방위청장관

법무장관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60 후생노동성 부장관

문부과학장관 시오노야 류(鹽谷立) 58
관방 부장관·문부과학 

 부장관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58 유임

국토교통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65 문부과학장관

환경장관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56 공명당 정조회장 유임

과학기술·소비자 
행정장관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48 우정장관 유임

소자화(少子化)담당
장관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34
중의원·문부과학성 

 정무관

국가공안위원장
오키나와·북방 

담당장관
사토 츠토무(佐藤勉) 56 총무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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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정권의 출범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평가는 아소총리에 대한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후쿠다 총리 사임 전후에 20%이던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아

소정권 출범 직후, 내각의 지지율은 48%, 자민당의 지지율은 34%

로 상승되어 나타났음.    

<표 Ⅲ- 3 >  아소정권의 국민지지율

구  분 출범 이전의 국민 지지율 출범 직후의 국민 지지율

내  각 25%(후쿠다 총리 사임 직전) 48%(9.24～25조사)

자민당 29%(9.10～11조사) 34%(9.24～25조사)

민주당 19%(9.10～11조사) 23%(9.24～25조사)

2. 아소 정권의 특징 

◦아소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중의원 해산과 그에 따른 총선 승리이

므로, ‘선거내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음. 

◦아소 정권의 당·정의 주요 인사의 기용과 관련, ‘친구내각,’ ‘세습내

각,’ ‘명망가 내각,’ ‘세도가 내각,’ ‘귀족내각’ 등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음. 

가. 친구내각 

◦아소정권의 당·정인사에는 아소총리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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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경선시 지지해준 인사들이 기용됨.  

- 파벌의 영향력보다 개인적 신뢰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자민당 3역 인사와 관련, 아소 다로 총리는 총선 대비와 당의 원활

한 운영에 가장 중요한 간사장직에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이면서

도 개인적 신뢰가 깊은 호소가와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을 기용함.

  

◦아소 다로 총리는 총재선거에서 추천인으로 도와준 인사를 각료에 

기용함. 

- 하토야마 총무장관, 아마리 행정개혁장관, 나카가와 재무장관, 

하마다 방위장관 등. 

◦아소 다로 총리는 문부 정무차관과 당 문교부회 회장을 역임했는

데, 이 당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용됨.

- 가와무라 관방장관, 나카야마 국토교통장관, 하토야마 총무장관, 

나카소네 외무장관, 요사노 경제재정장관 등은 문부과학 장관 

역임자, 

- 시오노야 문부장관, 오부치 소자화 담당장관 등은 문부성 정무관 

역임자.

나. 정치명망가·세습 내각

◦아소 총리는 일본 정계의 소위 명문가 출신임. 

- 전후 일본정치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자인 동시

에 스즈키 젠코 전 총리의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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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내각의 각료들도 역내 내각의 각료에 비해 정치명망가의 후손 

및 세습의원이 많음.   

- 17명의 각료 가운데 약 절반이상이 세습의원,  

- 특히 나카소네 외무장관, 오부치 소자화 담당장관은 부친이 총리, 

하토 야마 총무장관은 조부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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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소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1. 대외전략노선 

가.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의 기조 유지

◦아소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강경론자이지만, 공적 차원에서는 개인

적 소신이나 신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인물이므로, 차기 중의원 

총선을 고려하며 전략적 행보를 할 것임.

- 지난 외무장관 시절에도 주변 국가를 자극하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신중한 행보를 하였고,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옹호론자이면서도 2008년 8월 15일에는 

후쿠다 총리의 방침에 따라 참배를 유보하였음.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

진의 공명(共鳴)이였고, 아시아 외교의 핵심은 한국·중국과의 관계 

개선인데, 아소 총리도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기조를 계승할 것임. 

- 아소 총리는 2008년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중국이 중

요한 파트너임을 강조,

- 나아가 아소 총리는 유엔총회의 연설 직후, 일본기자단과의 회견

에서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주장.  

◦그러므로, 아소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중시 등을 추구하는 국익 우선의 실용

주의 대외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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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경제력의 전략적 활용 추구 시사.

나. ｢자유와 번영의 호( 自由と繁榮の弧)｣의 전략 구상의 투영

◦아소 다로 총리는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 재임시,  대외정책의 비

전으로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전략 구상을 발표

한 바 있는데, 이 구상도 대외정책노선의 기조에 투영될 것임.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의 핵심내용은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 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동유럽, 

중동, 인도대륙, 동남아, 동북아를 연결하여 구축되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구상에 따라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

하여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

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그림 

Ⅳ-1>과 같은 자유와 번영의 활형을 형성･구축한다는 것임. 

- 외무성내 지미파 그룹에 의해 주도되어 작성, 

- 미·일동맹을 보완·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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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  자유와 번영의 호( 弧)

우크라이나

인도

 캄보디아

아 가니스탄

2. 대북전략

◦아소 총리는 2008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한 핵 불능화 

과정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

이라고 역설했고, “일본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음. 

- 대북전략이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을 의미.

- 9월 26일 나카야마 쿄코(中山恭子) 전 납치문제담당 장관을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

◦그러므로, 아소 정권의 대북전략은 대체로 (1) 미·일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내에서 전개될 것이며, 아울러 

(2)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노선을 계승하여 일정 부분의 성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개될 것임. 



- 15 -

◦미·일동맹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아소 총리의 대외전략 기조를 고

려해 볼 때, 아소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상황 전개 및 미국의 대북

전략 변화에 따라 대화와 협상에 비중을 둔 후쿠다 정권의 대북전략

보다 한층 강경한 대북전략을 전개할 수도 있음.

  

◦다시 말해, 아소 정권은 2008년 8월 선양(瀋陽)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합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에는 미국의 대북조치에 전략적이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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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략적 고려사항 

1. 아소 정권의 한계와 총선 후 정계 재편의 가능성 

◦현재 아소 정권은 선거 대비 잠정정권이고, 일본 정국은 선거전으

로 진입하였음. 

- ‘아소 대 오자와’의 치열한 리더십 대결 예상.

◦아소 총리 및 내각은 총선을 최우선하는 정치적 및 정책적 행보를 

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음.   

- 출범 10일만에 지지율 48% → 41%로 하락.

◦아소 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차기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달려있

는데, 현재의 중의원 의석수(306) 보다 감소하는 것은 명백함. 

- 과반수(240석 이상) 획득이 관건.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정계는 재편될 가능성 있음.

- 자민당의 과반수 획득 실패시, 정계 재편의 가능성. 

2. 일본 정치권에 대한 전략외교 및 한·미·일 공조강화 

◦총선 후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결

과에 따라 정계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

주당 등 야권에 대한 정치외교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아소 총리는 전후 일본정치의 거물인 요시아 시게루 전 총리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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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라는 사실을 정치적 자산으로서 전략적인 활용을 추구할 것이

며, 이는 대외정책의 기조에도 투영될 것임.

-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노선이 전후 일본

의 건설에 기여한 지대한 영향력 등은 아소 총리의 국가전략관 

및 대외전략관에도 전략적으로 투영될 것임.

◦아소 총리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로서 미·일동맹의 강화

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대외전략을 추구할 것인 바, 한국 역

시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냉철한 대일 전략외교를 추

진해야 할 것임.

 

◦아소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하는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

한 핵문제의 상황 전개 및 미국의 대북전략에 응하여 대북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한국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한·일 전략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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