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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ㅇ2006년에 접어들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에 대해 일본 국내외 

관심은 자민당 총재 경선(9.20)에 대해 높아지기 시작했음.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내외 비판과 함께 국제

문제로 비화되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

오’의 경쟁으로 압축됨.

ㅇ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2006.7.5)으로 일본 국민들

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아베 대망론’이 강력하게 재등장함. 

ㅇ아베 신조는 총재 경선(9.20)과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9.26)에서 

승리하여 첫 전후세대의 총재·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재·총리로 

등장함. 

ㅇ‘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동아시아 외교를 전

개해 나갈지 한국․중국 등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

  

ㅇ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아베정권의 등장과 특

징에 관해 살펴보고, 아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 분석한 

뒤,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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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베 정권의 등장과 특징 

1. 아베 정권의 등장

ㅇ‘일본 개혁, 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2001.4)하였던 고

이즈미 총리가 퇴임하게 되므로 5년여만에 치러지게 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2006.9.20)에 일본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음.

  - 일본의 1억 중산층 사회에서 격차사회로의 변화, 야스쿠니 신사 참

배 등에 의한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과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등

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야당․언론․미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함. 

ㅇ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고 야당으로서

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제1 야당 민주당이 거물 보수정치인 오자

와 이치로를 대표로 맞이하면서 새롭게 활력을 되찾게 됨.

  -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

성되며, 한층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음.

  - 자민당 총재 경선(9.20)은 주요 변수인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

국의 질적 변화,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국회에 진출한 소위 고이즈

미 칠드런(children)의 영향력, 자민당내의 이해관계와 모리 파벌

의 영향력,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의 영향을 

받음.

ㅇ2006년 4～5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대망론이 다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급부상하였음.

  - 아소 다로오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장관 등이 참가하였



- 3 -

으나,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으로 압축됨.

ㅇ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2006.7.5)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

안이 고조됨에 따라서 아베 신조의 지지율은 30% 대에서 재차 

40% 중반대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아베 대망론이 재차 대두

하기 시작하였음.

ㅇ이와 반대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비등하고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

지율이 급부상하였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2006.7.5)에 직면하면서 한계를 나타내었음.

  - 마침내 9·20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7.21)함.

ㅇ따라서 ‘아베 대 후쿠다’의 대결구도 속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아베 신조 관방

장관이 차기 총재·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었음.

ㅇ아베 신조는 총재 경선에서 예상대로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

(66%)를 얻어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됨.

  - 총재 당선 인사를 통해 “첫 전후 세대 총재로서 이상(理想)의 불

꽃, 개혁의 횃불을 이어 받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

가겠다”고 포부를 밝힘.

ㅇ이어, 아베 신조는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

거(9.26)에서 과반인 475표(중의원 339표, 참의원 136표)를 획득

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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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장
나카가와 히데나

 (中川秀直, 62)

당무 총괄,

관방장관과 국회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아베 신조의 후견인

총무회장
니와 유야

(丹羽雄哉, 62)
당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주재

정무조사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中川 一農, 53)
당의 정책 입안 총괄

  - 첫 전후세대의 총재·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재·총리의 등장

2 . 아베 정권의 특징

ㅇ아베 총재는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자민당 3역의 인사를 단행

(9.25)하고, 측근을 임명함(<표 1> 참조). 

  - 당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의 시도

<표 1> 자민당 3역의 명단

ㅇ아베 총리는 총리 선출 직후 즉시 <표 2>와 같은 내각을 구성·발

표하였는데, 논공행상․각 파벌 안배․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참

여․친정체제 구축 등의 특징을 나타내었음.

  - 총재 경선과정에서 자신에 반대하였던 파벌은 내각구성에서 거의 

배제

ㅇ아베 총리는 논공행상에 따른 인선을 하면서 노·장·청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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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52) 

관방(납치문제담당상 겸임)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55) 

외무 아소 다로(痲生太郞, 66) 

방위청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65) 

재무 오미 코지(尾身幸次, 73) 

꾀하는 한편, 총재 경선과정에서 충성심을 보였던 측근 인사들을 

각료로 기용하여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음.

  -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 장관에 최측근으로서 정

책통인 시오자키 외무성 부장관, 후생노동장관에 야나기사와 하쿠

오 총재선거대책본부장, 총무장관에 스사 요시히데 ‘재도전 지원 

의원 연맹(아베 지지연맹)’ 간사장 등을 기용

  - 아울러, 방위청 장관에 자민당 총무회장과 방위청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중진 ‘방위족’인 규마 후미오, 문부과학장관에 8선으로 이

부키·고가파의 파벌회장인 이부키 분메이 등을 기용 

  -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후유시바 데쓰조 전 간사장이 국토교통

장관으로 입각

  - 외무장관에는 총재경선에서 2등을 하였던 아소 다로 유임

ㅇ아베 총리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총리 관저의 조직 개편

과 더불어 총리의 정책보좌관제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측근 

소장 인물들을 총리 관저에 집중·배치함.

  - 총리 공보담당 공보관에 세코 히로시게(44세) 참의원

  - 총리관저 관방 부장관에 시모무라 하쿠분(52세) 전 부간사장 등

<표 2> 아베 내각의 각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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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담당상 오타 히로코(大田弘子, 52) 

총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57) 

경제산업 아마리 아카리(甘利明, 57) 

금융담당상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54) 

농림수산 마쓰오카 도시카츠(松岡利勝, 61) 

법무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62) 

문부과학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68) 

후생노동 야나기사와 하쿠오(柳澤伯夫, 71) 

국토교통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70) 

환경 와카바야시 마사토시(若林正俊, 72) 

국가공안위원장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64) 

행정․규제개혁 사다 겐이치로(佐田玄一郞, 53) 

오키나와․북방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高 早苗,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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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ㅇ고이즈미 정권의 대외정책은 세계 속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

어 미국 중시의 대미 편중정책을 전개한 반면, 야스쿠니 신사 참

배·영유권 문제·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한국, 중국과는 적

지 않은 갈등을 빚었음.

  - 최근 한·일, 중·일 간에는 정상회담조차 개최되지 못함.

 

ㅇ따라서 동아시아 외교의 회복은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 아베 정

권에게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임. 

  - 정치적 경륜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베 총리에게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좋

은 ‘기회의 과제’임.   

ㅇ‘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동아시아 외교를 전

개해 나갈지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는 물론, 미국도 동아시아 전

략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상 한·일관계의 개선 요망

 

 ㅇ아베 총리는 미국 중시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속의 미·일동맹 차원에서 강화 된 틀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등

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이와 같은 동아시아 외교의 틀 내에서 대한반도 정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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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

ㅇ아베 총리는 역사 인식에 있어 애매모호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음.

ㅇ아베 총리의 애매모호함이 지속되는 한,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회

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지

지기반인 보수진영을 의식하여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 전략적 모

호성을 유지하는 한 양국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ㅇ반면,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와는 달리, 독단·독선적이지 

않고, 유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총리로서 주변 측근들과 협의아래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동아시아 외교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일관계도 개선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 

  

ㅇ아베 총리는 총재 경선 과정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다니가키 

사다카즈 후보와의 논쟁에서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반성한 1995년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명백히 하

였음.

  -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및 중국과 관

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연립정권 차원에서 마련

  -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관계 개선을 주장해 온 공명

당의 입장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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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베 총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친한파 거물 정치인이었던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의 영향, 한국과의 인맥 등으로 인해 한

국에 우호적 정서를 갖고 있음.  

   

ㅇ퍼스트레이디 아베 아키에 부인도 한국에 매우 우호적 정서를 지

닌 열렬한 ‘한류 팬’임. 

  - 일반적 일본 여성과는 달리, 개성이 강하고 담대한 아베 아키에 부

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ㅇ그러나 아베 총리가 보수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헌법개정과 교육

기본법 개정에 최역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과거사와 맞물린 ‘일본 대 한국, 중국’간의 갈등이 증폭될 개연

성은 배제할 수 없음.

ㅇ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외교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

력하겠지만, ‘강한 일본’을 위한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한·일관계보다 우선순위임.

  - 따라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낙관적으로만 전망·기대할 수 없음.

ㅇ하지만 한·일관계가 아베 총리의 등장과 함께 10월 9일 정상회담 

을 개최하게 된 것은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임. 

  -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축전에 아베 총리의 답례 전화

  

ㅇ한·일정상회담(2006.10.9)에서 역사인식,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공동대응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며,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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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신사 문제 대화로 설득

  - 북한 핵실험 단행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인

식 공유

  - 노무현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 방일 

2 .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ㅇ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중시하

는 전략 기조 내에서 이를 보완하는 전략적 역할을 분담하였음.

  - 아베 총리는 당시 자민당 간사장, 관방장관 등의 위치에서 대북 강

경정책의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ㅇ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정권에서 자민당 간사장, 관방장관 등을 역

임하면서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였음.

(1)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ㅇ고이즈미 총리의 두 차례의 평양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는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일본 국내의 북한에 대한 비판이 비

등한 가운데 갈등상태를 벗어나지 못함. 

  - 북한 선박 등의 일본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성립(2004.6)

  

ㅇ북·일간 납치문제 실무자회의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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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실무자회의(2004.9)에서는 행방불명 10인을 비롯한 일본

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제3차 실무자회의(2004.11)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지면서, 

대북 여론이 한층 악화됨.

  -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 동결이 발표되고, 자민당의 5단계 대북 제

재안이 마련됨(2004.12).

    

ㅇ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대화중시 강조와 더불어 베이징에서 개

최된 제4차 6자회담(2005.9.14)의 타결을 계기로 북·일관계는 3년 

3개월 만에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게 됨.

ㅇ북·일 국교정상화 회담(2006.2)에서 일본은 ①납치 문제, ②과거

사 청산, ③핵·미사일 문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상호연계·연동시

키는 전략아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했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

지 못함. 

ㅇ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2006.7.5)으로 북·일관계는 한층 악

화됨.

  - 대북 금융제재 착수(2006.9.19)

  

(2)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전망 

ㅇ아베 총리는 소위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등장하

였음.

  - 일본인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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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

되면서 차기 총재·총리로서의 대세론 확산  

ㅇ따라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상

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측근들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주도토록 

하고 있음. 

  - 최측근으로 내각의 제2인자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이 납치

담당 특명장관을 겸직

  - 재무성 출신의 나카야마 교오꼬 내각참여(국장급 별정직)를 납치

담당보좌관으로 임명

  - 나카가와 히데나 자민당 간사장도 조총련을 통한 대북인맥을 확보

ㅇ이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이 내각에서는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

방장관 겸 납치담당 특명장관의 지휘아래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

담당 총리보좌관, 내각부의 납치문제 담당 종합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함. 

  - 당차원 나카가와 히데나 자민당 간사장의 주요 역할 

  - 대북 강경론자들의 전면 배치

ㅇ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

제를 중심으로 경제재제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 전략

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ㅇ그러므로 북한의 외무성이 핵실험 공식 발표를 하자, 아베 총리는 

즉각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과의 



- 13 -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긴급 훈령을 내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

(10.6)’ 적극 지지

ㅇ그리고 서울에서 ‘북한의 핵 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청와대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

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

라고 비판하고, 단호한 대처를 역설함.  

  - 총리 관저에 긴급 북핵 대책실을 설치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단호한 조처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  작

토록 내각에 지시함.

  - 만경호 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화물선의 입항금지, 금융제재의 대상 

확대,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 강화를 검토함.

ㅇ아베 정권은 대북 한·일공조의 긴밀화를 꾀하면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동북아 외교 차원에서 북한 핵실험 감행과 관련하여 일

정한 전략적 역할을 추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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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ㅇ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아베 정권의 등장은 한·일관계의 신

뢰회복과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일 정상회담(2006.10.9)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

ㅇ한·일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전개하여야 하고,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ㅇ한국은 가능한 한 자극적인 감성적 대일 접근은 자제하고,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이성적이고도 전

략적인 대일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임.

  - 아베 정권의 향방은 참의원 선거(2007.7) 승리 여부에 달려있기 때

문에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의 개

발은 매우 중요함.

ㅇ한국은 ‘강한 일본’의 슬로건 아래 전개되는 일본의 안보정책·대

북정책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과의 전략적 공조아래 전개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하

여야 함.

  -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일본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한·일 양자간 

차원 이상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ㅇ중국과 달리, 한국은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 열렬

한 한류팬 퍼스트 레이디의 존재 등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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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이를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며, 한류를 유용하

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개발하고 발휘해야 할 것임.

ㅇ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대북 한·일공조는 매우 중요하므로, 한

국은 북핵 관련 일본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전략적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중·일 공조 및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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