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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020년에 일본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야말
로 ‘격동의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쿄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무산되면
서 일본 외교는 부침을 겪었고, 경제면에서 구조 개혁의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사회를 들여다보면 혐한 분위기와 대중문화 중심의 한일 교류가 병존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2020년 일본의 동향 및 변화를 추적하
고자 『일본정세 2020』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본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일본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연표·최신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2020년의 일본 사회의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동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2021년의 일본을 전망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정세 2020』은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자로 참여
하신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소속의 중진 및 신진 연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자
분들의 학문적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중간·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 전문가 분들, 이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외교안보연구소의 오영주
소장님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2. 일러두기
이 책은 2020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 성과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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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0년 일본의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와 사회문화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이
루어진 내각 교체를 통해,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부정적 징후는 각각
민주주의의 동요, 국제주의의 선택적 적용, 경제위기의 심화, 감염증 대응의 미숙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정치면에서는 민의의 왜곡과 경시에 대한 비판이 아베 내각 퇴진과 스가 내각
출범이라는 사건을 통해 분출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국제주의와 독자적 활로 모색 또
는 일방주의 사이의 간극 또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장
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가시화되었으며, 감염증이라는 사
회적 재난에 취약한 사회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0년에 막을 내린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아베노믹
스의 부분적 성공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상징하듯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미일동
맹 강화와 대한･대중 강경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관저주도에 의한 권력집중이 지적되어 왔고 아베 정권이 장기화될수록 관료들에 의한
촌탁 행위, 언론 장악,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해석 개헌’ 강행 등 과두제 정치
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한 아베 총재가 가지는 정권 구심력의
원천은 관저에 집중된 권력 제도였다. 이는 즉 정당, 관료, 언론, 경제계 등이 체제
유지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경쟁이 아닌 결탁을 통해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카르텔의 형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탁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가
아베 정권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2020년 8월의 아베 사임 표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지율 하락을 허용한 것도 사실이다.
위기의 아베 정권을 이어받아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우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입각
직후부터 코로나19 제3파 확산,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문제 등의 문제로 출발이 순조
롭지 못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서 키워 온 당 내외 입지와 정치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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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동원하여 당내 구심력 유지와 여론의 지지 확보에 나설 것이고 다가오는 총선에도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2020년 연두 기자회견을 비롯한 몇 차례의 회견과 소신표명 등을
통해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구호로, 러일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
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 목표들은 1월 16일에 일본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뒤 3월 들어 늘기 시작해서 4월 들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
한 코로나19(일본어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新型コロナウイルス)로 크게 차질을
빚었다. 무엇보다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연기되었으며, 예정했던 시진핑 국가주석
의 방일이 무산된 것이 일본 외교에는 큰 손실이었다. 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세계를
부감하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전개되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상회담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외교의 아베’ 이미지에 큰 실점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코로나19 정국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대응을 둘
러싼 아베 내각과 자민당-공명당 여당 지도부의 혼란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 하락
으로 나타나 아베 총리 퇴진의 배경이 되었다. 이어 등장한 스가 내각에서 내각과 자민
당의 지지율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2020년 연말 시점에서도 코로나19 대
응을 최우선 과제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제시된 일본
외교의 과제들은 코로나 팬데믹,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총리 취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수행되거나 혹은 미뤄지거나 하게 되었다. 특히 ‘전후 외교의 총결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과제, 북일관계 개선과 러일평화조약 체결은 거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9월에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는 한일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등에서 약간의 변
화가 모색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근린 외교’에서
변화의 기점이 마련된 해로도 기록될 수 있다.
2020년 일본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아베노믹스, 코로나19, 스가 정권으로 볼 수 있
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 세계 국가·지역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감속을 경험
하는 가운데, 2020년 일본경제에도 코로나19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코로나19가
일본의 경기, 고용, 기업상황 등에 미친 영향과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
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분석이 2020년 일본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적 내용이 된다.
한편 2020년 9월 만 8년에 가까운 재임 후 아베 총리가 퇴임하였다. 아베 정권의 퇴임
은 아베 정권 장기지속의 근간이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의 과제를 주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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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믹스는 어떠한 내용적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일본경제에 아베노믹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을 이어받은 스가 정권은 구조개혁의 경제정책 지향
과 디지털 개혁의 구체적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스가 정권의 경제정책 목표와
계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는 향후 일본경제의 체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COVID-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도쿄올림픽은 사
상 초유의 1년 연기라는 혼돈 속에 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그다
지 적극적이지 않지만, 아베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올림픽 개최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며 개최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드라마, K-POP, 한국문학의 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4차 한류’에 주목
하고, 코로나19로 양국간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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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정치
손석의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1. 개관
2012년 12월 26일부터 7년 9개월에 걸쳐 지속된 제2차 아베 정권은 2020년 9월
16일 갑작스레 막을 내렸다. 2009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던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 자
민당은 2012년 9월에 실시된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선출하였고 2006년
에 이어 또다시 당을 이끌게 된 아베 총재는 ‘일본을 되찾는다’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워
12월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을 주도하였다. 이후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와 미일동맹
강화를 주축으로 경제성장과 강경외교에 매진하였다.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제2차 아베
정권은 전후 자민당 체제의 완전한 종언을 완성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권의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일본의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아베노믹스의 부분적 성공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상징하듯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미일동맹 강화와 대한･대중
강경책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관저주도에 의한 권력집
중이 지적되어 왔고 아베 정권이 장기화될수록 관료들에 의한 촌탁 행위, 언론 장악,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해석 개헌’ 강행 등 과두제 정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한 아베 총리가 가지는 구심력의 원천은
관저에 집중된 권력 제도였다. 이는 즉 정당, 관료, 언론, 경제계 등이 체제 유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결탁을 통해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탁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가 아베 정
권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2020년 8월의 아베 사임 표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지율
하락을 허용한 것도 사실이다.
위기의 아베 정권에 이어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우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입각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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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코로나19 제3파 확산,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문제 등의 문제로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서 키워 온 당 내외 입지와 정치적 기법을
총동원하여 당내 구심력 유지와 여론의 지지 확보에 나설 것이고 다가오는 총선에도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우선 2020년에 들어 ‘아베 일강’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한 문제들
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관저-관료 간 촌탁 행위와 코로나19를 둘러싼 정치적 파동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 아베 총리 사임과 자민당 총재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 스가 내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야당세력과 지방정치
의 분열/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2. ‘아베 일강’체제의 변화와 관저주도정치의 폐해
(1) 모리토모학원 문제

2016년 6월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소재하는 평가액 9억5600만 엔 상당의 국유지
가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에 8억 엔가량 감가된 1억3400만 엔에 불하된 사실이 드러
났다. 앞서 2016년 4월 6일 오사카 항공국은 토지의 쓰레기 제거 비용으로 모리토모학
원 측에 1억3176만 엔을 지급하였으나 4월 14일 오사카 항공국은 긴키재무국에 쓰레
기 제거 비용으로 8억2000만 엔이 추가로 발생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6월 17일 사가
와 노부히사(佐川宣寿) 관세국장이 이재국장으로 지명되자 6월 20일 국가와 모리토모
학원은 1억3400만 엔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거래금액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가된 배경에 모리토모학원의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와 아베 총리 부부 간의 친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보도가 아사히･
마이니치신문에서 나왔다. 가고이케 이사장이 초등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 건립’이란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은 사실도 알려졌고 2015년 9
월에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가 직접 ‘아베 신조에게 전달받았
다’며 100만 엔의 기부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파격적 토지거래가 가고이케 이사장과 아베 총리 개
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아니었는지 추궁하였으나 아베 총리는 이를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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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인해왔고 만약 본인이나 부인이 학원 설립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면 총리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재
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토지거래 관련 결재문서와 모리토모학원 문제가 부각된 직후 국
회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는 차이가 있다며 공문서 개찬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아베 내각은 2017년 7월에 국세청 장관으로 임명된 사가와 장관의 청문회
출석에 동의하였다. 증인으로 국회에 선 사가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정하였고 사건을
맡은 오사카지검 특조부도 사가와 장관과 관계자 38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개찬의 실무를 맡았던 재무상 긴키재무국 직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가와 장관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 가케학원 스캔들
비슷한 시기에 가케(加計)학원 문제도 부각되었다. 2017년 1월 수의대 신설을 노린
가케학원이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학원의 가케 고타로(加計孝太
郎)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라는 점이 고려된 부정 청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2017년 5월 17일 아사히신문은 수의대 신설 계획에 있어 가케학원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총리의 의향’이라는 문부과학성의 문서를 보도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축하였으나 5월 2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선정과정을 총괄하던 마에카와 기
헤이(前川喜平) 전 문화성 차장이 해당 문서에 대해 “확실히 존재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리고 담당 부서인 전문교육과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당시 수의대 신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관저의 최고레벨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총리의 의
향’임을 명시한 문서를 접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와 관저는 개인적인 사유
로 가케학원 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였고, 가케학원이 선정된 것은
문부과학성과 가케학원이 소재하는 이마바리시가 내린 결정임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부각된 두 학원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은 ‘모리카케 문제’라는 별명을
얻어 아베 정권의 허점이 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모리토모학원 관련 공문서 개찬에
가담해 2018년 3월에 “모든 것이 사가와 국장의 지시였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긴키재무국 직원의 아내가 국가와 사가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고소인 아카기 마사코(赤木雅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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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에 규명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018년 6월에 종료된 내부조사에서 재무성 측은
이재국장 정직 3월, 이재국 차장 및 긴키 재무국장 계고, 총무과장 정직 1월, 국유재산
기획과장 20% 감봉(3월), 국유재산 심리 실장 20% 감봉(2월)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아카기 마사코는 2020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6월에는 3개월
만의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제3자 위원회에 의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35만여 명의
서명을 내각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3) 벚꽃 모임
모리카케 스캔들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에 큰 비판을 받은 문제는 소위 ‘벚꽃을 보
는 모임’(桜を見る会)이다. 이 모임은 1952년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처음
공적 행사로 개최한 이래 매년 4월경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황실, 외국 대사, 국회
의원, 문화예체능 분야의 공로자 등을 초대하여 수상과의 시간을 갖는 장으로 알려져
왔다. 매해 1만여 명 정도의 참가자들을 국가 예산으로 초대해왔다.
2019년에는 이 공식행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선 5월 개최된 중의원 결제행정감사위원회에서 4월에 실시된 2019년도 벚꽃 모임
에서 애초 배당된 1,766만여 엔의 예산을 크게 웃도는 5,200만 엔의 예산이 지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계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공로자들을 위로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의 초대권을 행사하
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5년에는 2,744명이던 초청객 수가 2019년에는 8894
명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공헌ㆍ재난복구 등에 관한 공로자의 초대객 수는 2005
년의 406명에서 2019년에는 18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초청객
중 850명이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로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집단 상경한 사실
이 드러나자 공사 구분을 못 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 예산이 사적인 ‘후원회
위로’에 쓰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것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초대객 선별은 내각부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포괄적으
로 결정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아키에 여사마저 초청객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
졌고 더구나 아키에 여사의 지인 회사가 모임의 식사 제공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 비
판이 이어졌다. 5월에는 야당이 초청객 명단과 예산집행에 관한 상세자료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내각부가 즉시 관련 기록을 분쇄기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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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둘러싸고 2020년 초부터 국회에서 야당이 연일 문제 제기를 계속하였다.
특히 2019년도 벚꽃 모임 참석을 위해 야마구치현에서 상경한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
계자 800여 명이 전날 1등급 호텔인 ANA 콘티넨털에서 식사･숙박을 하였는데 이들의
참가비가 5,000엔에 불가했는데 나머지 부족분을 아베 총리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부담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야당에서는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정치
자금규정법에도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호텔과의 계약은 참가자
개개인이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호텔 측이 개개인과 계약한 사실을 부인하자 아베 총리는 후원회가 주최한 사실
은 인정하되 수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과 호텔의 계약으로 판단된다는 궁색
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초대객의 ‘공로’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벚꽃 모임
참석자 가운데 반사회세력,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연예인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아베 총리는 2020년 모임을 취소하겠
다고 밝혔고 아베 후임인 스가 총리도 2021년도 이후 벚꽃 모임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했다.

(4) 검찰청법 개정안
7년 9개월 동안 지속된 아베 내각 종반에 접어든 2020년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정치적 사건은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싼 내각과 야권 세력 간의 공방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
행의 63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정(지방검찰청장)
의 직무(役職)정년을 63세로 정하되 특례규정으로 차장검사, 검사장에 대해서는 내각
이, 또한 검사정에 대해서는 법무상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한 것이다. 검사총장의 정년은 개정안 발의 전부터 65세이며 총장은 2년 정도
임기를 지내면 퇴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앞서 2020년 1월 31일 아베 내각은 ‘검찰청의 업무 수행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로
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당시 62세) 도쿄고등검찰청장의 정년을 6개월간 연장하는 각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로카와 청장이 만 63세가 되는 2월 8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퇴
임이 미루어진 셈이었다. 당시 이나다 노부오(稲田伸夫) 검사총장(7월생)의 퇴임이 7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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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정된 상황에서 구로카와 청장의 정년 연장에 차기 검사총장으로 내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구로카와 청장을 앉히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펼쳐졌다. 애초 이나다 총장의 후임으로는 하야시 마코토(林眞琴) 당시 나고야 고급검
찰청검사장(7월 30일생, 당시 62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구로카와 청장을
선호하는 내각이 이를 막으려고 내각결의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구로카와 청장의 정년 6개월 연장을 결정한 내각결의의 불법성이 지적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법적 근거로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 입헌민주당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桜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년 연장은 검사관에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1981년 정부 입장을 내세워 문
제 삼았다. 이에 인사원(人事院) 마츠오 에미코(松尾恵美子) 급여국장도 1981년 정부
입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답변해 해당 내각결의의 불법성을 시인하였다. 문제가
커지자 마츠오 국장은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고 아베 총리 역시 법 해
석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했으나 의혹을 풀기에 미흡했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정
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와 긴급사태선언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던 4
월 16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중의원 본회 심의가 시작되었고 5월 8일 중의원 내각위원
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만이 참석하였다. 이에 검찰 인사에 정부가 자
의적으로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위터상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전직 검사총장을 포함한 유력 검찰관계자 14명이 반대의견서를 법무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에 힘을 입은 야당은 검찰관의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특례가 삭제되
지 않으면 내각위원장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
당이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5월 15일에
열린 내각위원회에서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야당은 내각위원회의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내각위원장 다케다
료타(武田良太)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서 개정안 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불신임결의안에 이어 내각위원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심의가 길어져 국회가 열릴 마지막 날인 6월 17일까지 개정안 통과가 어
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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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폐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은 5월 17일에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15%, 반대의견이 무려 6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한 달여 만에 41%에서 33%
로 급락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월 조사에서 6% 오른 47%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
지율이 2% 하락한 37%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 상승한 45%로 나타
났다.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정부 내부에서는 개정안 보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
오기 시작하였고, 6월에 예정된 2차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생길 우려마저 거론되자 5
월 18일 아베 총리는 검찰청법개정안 보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태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급변하였다. 5월 20일 유명 주간지인 문춘온라인이 구로가와 검사장의 불법
도박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외출 자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구로가
와 검사장이 신문 기자들과 도박 마작을 했다는 보도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마저 구
로가와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구로가와 검사장은 일련의 의혹을 인정하며 5월
21일 사표를 제출하였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수습에 나선 아베 총리는 6월 17일 애초
보류 결정을 내린 검찰청법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리가케 학원을 둘러싼 청탁 의혹, 벚꽃 모임 문제, 나아가 검찰청법개정안 사태에
서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는 장기정권과 관료 간의 유착과 관료들의 촌탁 행위이다. 인
사권을 쥐고 있는 관저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 없이도 관료들이 관저의 의향을 파악
하여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관저-관료
간 유착은 아베 정권의 장기화를 가능케 한 요소 중 하나로 뽑힌다.

3. 코로나19를 둘러싼 일본 국내정치적 대응
2020년 일본 정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된 사태는 코로나19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에서도 역시 국가의 지도력과 긴급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이 절에서는 일본 정부가 예측 불가능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또한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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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주석 국빈방문 연기
아베 총리는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
의 방일을 중국 측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실현된다면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의 방일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국빈 방일이었다.
애초 중일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4월 6일 전후 일정으로 조정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중국
지도부가 3월 5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도 이례적으로 연기 결
정을 내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3월 5일 중일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연기하는 성명을 내었고 가을 이후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방문의 결과로서 새로
운 중·일 관계를 정의하는 ‘제5의 정치문서’ 작성에 의욕을 보여 왔으나 이 역시 재고되
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 연기가 발표된 3월 5일 저녁에 열린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
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2월 초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 온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늦은 조
치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3월 3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적 고려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망설임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 발표 직후에 전면적인 입국 제한이 내려진 점을 두고 일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을 둘러싼 움직임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에 숨겨진
딜레마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은 자민당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다. 우선 자민당과 아베 내각의 지지기반이자 대중강경파인 보수 세력으로부터 시
진핑 주석의 방일이 ‘국빈급’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중국 어선과의 충돌이 국내
적으로 대중인식을 악화시켰고, 2020년 6월 30일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비난결의안을 논의하여 시진핑 주석의 방일은 연기가 아닌
취소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 결의안을 7월 8일 스가
관방장관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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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18년 이후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의 지역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아베 내각은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중‧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었다.

(2) 도쿄올림픽 연기
2020년 7월 24일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도쿄올림픽은 2020년 3월 24일 1년 연
기가 결정되었다. 애초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2020 도쿄 대회가 예정대로 진
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3월 11일 WHO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하자
연기 혹은 취소를 고려 않은 IOC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IOC는 3월 30일 도쿄올림
픽을 1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려 공식 일정을 2021년 7월 23일 개최로 변경하였다.
반면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는 도쿄올림픽준비위원회는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림픽 연기/취소설에 대해 계속해서 그 검토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선수선발 예선 일정에 차
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격리조치 등으로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3월 중순에 캐나다, 호주가 올림픽 불참을 표명하였고 이어 영
국, 독일 등도 2020년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아베 총리는 3월 13일에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
다”고 말해 “연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를 제안한 것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하면서도 “취소는 선택지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3월 16일에 열
린 주요 7개국(G7) 정상 화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실행하겠다는 다
짐에 대해 G7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해 ‘완벽한’ 모습이 ‘연기’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
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연기나 취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켰고 2020년 개최라는 시기
는 무려 8년간 자민당과 일본 정국을 이끈 아베 총리의 마지막 ‘꽃길’이 될 것이란 시나
리오가 있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통상국회 모두연설에서 19번이나 ‘도쿄올림픽’을
언급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9년에 거쳐 아베 내각이 북한 문제, 일‧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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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약체결 문제, 개헌 등 국가적 현안뿐 아니라 모리카게 문제와 벚꽃 모임 등을 둘러
싼 개인 스캔들을 돌파하여 임기를 마무리하는 유일한 퇴로로서 올림픽의 정치적 중요
성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연기를 2년 아닌 1년에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에 끝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IOC의 토마스 바흐 회장은 “아베 총리로부터 2021년 개최가 마지막 옵션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일본 측 관계자는 부인). 즉 2021년 8월에 올림픽 및 패럴림
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다면 곧바로 9월 말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지원금을 둘러싼 연립정권 내 갈등
4월 3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부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
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엔의 현금 지급을 논의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
雄)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가
인정되는 세대에 한해 가구당 최대 30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베 총리
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약 1,300만 세대를 대상으로 3조 엔 규모
의 현금 지급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시다 정조회장의 발언에는 비판이 이어졌다. 우선 인당 10만 엔의 일률지
급을 제안한 연립여당 공명당이 기시다 정조회장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민주당이 주도한 정책 제안에서도 일률 10만 엔 지급이 논의되었고 자민당 내에서
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10만 엔의 일률지급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 대상이 50% 이상 소득이 감소한 세대로 한
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세적이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만 엔 한정 지급에 대한 반대의견이 50%에 달했다.
애초에 일본 정부가 제한적 30만 엔 지급을 고집한 이유는 일률지급이 실현될 경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소 타로(麻生
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현금 지급이 경제회복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지급된 정액지원금의 대부분이 소비 증가에 연결되지 않았다며 일률지
급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10만 엔 일률지급 요구가 여당 내외에서
끊이지 않자 기시다는 일단 30만 엔의 한정적 지원을 시행하되 추후 정부로서 일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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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의향을 시인한 바 있다.
반면 니카이 간사장은 4월 14일 국민 여론과 당 내외에서 일률지급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게 10만 엔의 일률지급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발언은
먼저 30만 엔 한정 지급을 실행한 후 2차 추경안에서 일률지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
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즉시 반응
하였다. 공명당은 원래 일률 10만 엔의 현금 지급은 자신들이 주장한 제안이라며 사전
합의 없이 자민당이 정책안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공명당은 니카이 간
사장의 발언 곧 다음날 15일 9시에 긴급임원회의를 열었고,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
男)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와의 면회를 요구하여 1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아베 총리
와 야마구치 대표의 회담이 실현되었다. 이 자리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여당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부에 긴급사태선언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률적
으로 10만 엔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30만 엔의 제한적 지급을
백지화하여 각의결의한 보정예산안마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던 연립정당의 강경한 태도에 아베 총리는 양당의 정조회장
들이 만나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양당 간 합의 과정에서 자민당은 30만 엔
의 제한적 지급 백지화는 1차 추경안 폐기를 의미함으로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공명당 측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명당
측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회 심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자민당에 견고한 의
사를 전달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합의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현재 사태는 연립정권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큰 결단을 내려달라”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16일 아소 부총리, 기시다 정조회장,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공명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률 10만 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재검토와 당내조
정을 요구했다. 이 결정은 긴급사태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된 4월 16일 발표되었다.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연립정권 내의 갈등에서 아베 총리를 포함한 자민당
지도부가 공명당의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히 서둘러 30만 엔의 제
한적 지급안을 언론에 노출했다가 결국 철회하게 된 기시다 정조회장의 입지가 흔들었
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아베의 후계자’로 오랜 기간 주목을 받아온 기시다 정조회장
은 2020년 9월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외면을 당했고 당내에서도 본인이 이끄는
기시다파 외에는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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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노마스크 문제
2020년 4월 1일에 열린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마스크
공급 부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스크 1,500만 개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고,
이와 더불어 세탁 가능한 천마스크 1억 개를 전국 5,000만 세대(가구당 2개)에 배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베 총리와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탁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천마스크를 전국 전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
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천마스크의 예방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세웠을 뿐 아니라 천마스크 공급에 무려 466억 엔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발표
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천마스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생
계지원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고 실제로 지급이 시작되자 천마스크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관리체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또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4월에 시작된 천마스크 조달이 중소도시에 도달한 시점은 시중의 마스크공
급이 안정화된 5월 중순쯤에야 이루어진 점도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5월 20일 시점에
서 천마스크의 전국 배부율은 11.2%에 불가했다.
아베노마스크와 관련하여 마스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 큰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부
조달 사업으로 진행된 천마스크 공급은 그 ‘긴급성’을 이유로 입찰 아닌 수의계약 방식
으로 진행되었는데 천마스크 공급 계획이 발표된 4월 1일보다 훨씬 전인 2월 말에 정
부가 업체 측에 생산을 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회민주당 소속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의
원이 후생노동성에 마스크 제조업체와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4월 21
일 대기업 상사인 고와(興和), 이토츄 상사(伊藤忠商事), 마츠오카 코퍼레이션와 각
54.8억 엔, 28.5억 엔, 7.6억 엔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또한, 추가로 비
공개 기업과의 계약체결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 비공개 기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늦어지자 야당은 공공조달사업의 투명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4월 27
일 스가 관방장관은 비공개 기업이 후쿠시마시 소재의 중소기업 유스비오란 사실을 뒤
늦게 발표했다. 이후 보도에서 이 유스비오란 종업원 5명에 불가한 소기업인 데다 정부
와의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공급에 관한 업적이 없는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발
표된 고와나 이토츄 등의 대기업들 가운데 규모나 사업성이 알맞지 못한 유스비오가
선정된 배경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 회사가 연립정당인 공명당 관계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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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7월 27일 보도에서 정부가 천마스크 8,000만 개를 추가 발주해
영양병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5,800만 개의 천마스
크는 시장에서 마스크공급이 안정화된 6월 하순에 발주된 사실이 드러나자 천마스크
추가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정부는 추가
배포를 철회하였다. 이와 같이 아베노마스크 문제는 아베 정권의 코로나 19 대응책이
국민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5)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이 느슨했다는 지적을 받은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비되면
서 지방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강한 리더십을 내세우며 높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긴급사태선언을 단행한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鈴木 直道)
지사, 독자적인 지원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오사카 및 도쿄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① 홋카이도
홋카이도에서는 1월 28일 우한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첫 감염사
례로 보고되었다. 이후 1월 31일에서 2월 11일까지 열린 ‘삿포로 눈 축제’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랐고 21일에는 10세 미만 아동의 감염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25일까지 확
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아동, 교사, 급식 배달원, 등교 버스 운전기사 등 교육 기관 관
련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화상은
스즈키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제 휴교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스즈키 지사
는 곧바로 “과한 대책이란 비판도 있겠으나 정치 판단은 결과가 전부”라며 홋카이도
교육위원회에 공립학교의 일제 휴교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휴교령 검토 요
청에는 중앙 정부관계자들이 일제 휴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살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2월 27일에는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행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스즈
키 지사는 28일 법적 근거가 없는 ‘긴급사태선언’을 발의하였다. 이는 3월 19일까지
외출자숙을 요청하는 조치이자 전국 첫 긴급사태선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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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발표에 앞서 스즈키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암시적으로나마 동의
를 얻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긴급사태선언 이후 홋카이도에서 감염 확산세는 안정화되
었고 3월 17일에는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스즈키
지사는 “폭발적인 감염확산이나 의료체계 붕괴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예정
대로 3월 19일에 긴급사태 종식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홋카이도의 독자적인 일제 휴교 조치와 긴급사태선
언은 중앙정부의 느슨한 코로나19 대책에 대비되며 큰 지지를 받았다. 반면 홋카이도
의 사례는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던 중앙정부가 일제 휴교나 경제활동 자숙 등의 격한
대책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 위한 ‘시험대’가 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② 오사카
오사카부에서는 2월에 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
다. 2월 15일 미야코지마구(都島区) 소재의 소규모 라이브하우스에서 15명의 감염사례
가 보고된 것을 비롯하여 이를 포함한 라이브하우스 4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였다.
이후 3월 12일까지 총 83명의 관련 감염사례가 보고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클러스
터로 확대되었다. 감염 대책에 비상이 걸리자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곧바로 “감염 경로가 명확한 이 시점에서 감염을 차단시키기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라이브하우스의 점포명을 공개하여 방문객에게 신속한
검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PCR검사는 물론 집단감염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앙정부와 대비되며 여론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3월 19일
오사카부는 일주일간 라이브하우스 관련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클러스
터 종식 선언을 발표하였고 요시무라 지사는 라이브하우스 영업 재개, 휴교 해지 등
경제활동 회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후생노동상이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조용한 집단감염’이 확산
되고 있다며 오사카부가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4월 3일까지 3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요시무라 지사는 전격적으로 오사카부 시
민에게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숙하도록 요청하며 감염대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발표하
였다. 이와 동시에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료종사자를 위한 기금 설치, 어린
이를 대상으로 도서구입 카드 배포 등 독자적인 정책을 줄줄이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책
에 나섰다. 4월 15일 요시무라 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만엔, 또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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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50만 엔의 일률 지급안을 발표하며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신
속하게 지원금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은 대책으로는 ‘오사카 모델’을 들 수 있다. 오사카 모델이란 감
염 확산과 수습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오사카부 특유의 지표 및 기준으로 (1) 시중감염
의 확산 상황 (2) 신규 확진자수 (3) 중증환자의 병상 이용률의 세 가지 항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초록, 노랑, 빨강 단계의 ‘경계 신호’를 발신함으로서 자숙 요청/해제의
기준을 명시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오사카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츠텐카구(通天
閣)를 ‘신호’의 발신지로 감염 확산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조명하는 등 독특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큰 지지를 얻었다.
③ 도쿄
도쿄도에서는 1월 24일 우한에서 여행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남성이 첫 확진 판
정을 받았다. 2월 13일 70대 택시 기사의 감염사례가 도쿄에서의 첫 일본인 확진자로
보고되었고, 이외에도 택시회사가 주최한 판옥선 신년회 모임, 도내 종합병원, 소극장
에서 잇따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3월 24일까지 누적 확진자수가 171명을
기록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확산되었고 같은 날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가 결정되자 이
틀 뒤인 3월 26일 도쿄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5월 15일에는 누적 확진자수가 5000명을 웃도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7월 재선선거를 앞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는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3월 27일에는 “감염폭발의 중대
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불요불급의 외출 자숙 요청과 더불어 82개의 도립공원 일부 폐쇄
조치를 내렸고 황금연휴를 앞둔 4월 23일에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생명을 지
키는 STAY HOME 주간’으로 지정하여 유흥업체,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영업중단을 요청하였고 초･중･고등학교에 원칙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다. 음식점에 대
해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배달, 포장 외의 영업은 오후 8시까지(술 판매는 7시)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중소 자영업들에 대해 도쿄도는
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50만엔, 두 점포 이상의 경우 100만 엔의 지원금을 독자적으
로 지급하였다.
4월 16일에 발동된 긴급사태선언이 종식된 5월 25일 이후에도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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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도쿄 경보”(東京アラート)는 오사카 모델
과 유사하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발신하는 경계정보로 하루 확진자수가 34명을 기록
한 6월 2일 처음으로 발동되었다. 도쿄 경보 해제를 위해서 고이케 도지사는 (1) 하루
확진자수가 1주일 평균 20명 이하, (2) 감염경로가 알려진 사례가 1주일 평균 50% 미
만, (3) 증가비율이 1미만(전 주보다 감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시킨 6월 11일에 고이케 도지사는 도쿄 경보를 바로 해제 시켰다. 이 배
경에는 고이케 도지사가 도지사 선거 출마선언 시기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0일에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였고 12일에는 영업중
단 요청단계를 완화 시키며 노래방 등 시설의 영업 재개가 허용되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고이케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마선언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이케
도지사는 왜 오늘 출마선언에 나섰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래 ‘이날에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 추경안이 처리 되었고, 도쿄 경보도 해제되었고, 휴업 요청도 완화된
것을 감안하면 도정의 순서를 생각할 때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
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출마선언에 맞추어 도쿄경보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으나 도민의 반응은 고이케 지사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366만 표를 얻어 고이케 도지사가 압승한 도지사 선거 출구조사에서 무려 74%가
‘고이케 도정’을 평가한다고 답했고, 63%는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의 느슨한 대응과 대비되
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오사카와 도쿄의 사례는 자민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
방 정당이 이끄는 지방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민당 대 야당이라는 경쟁
구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반면 정권 여당의 후원으로 지사직에 당선된 홋카이도 스즈
키 지사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면밀한 사전협의를 토대로 ‘시험대’적 성격의 대책들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재정 격차뿐만 아니라 지방정
부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속출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중앙 관계마저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자민당 정권에 또 다른 변수도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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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 내각 사퇴와 자민당 총재선거
(1) 아베 총리 사임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
본인을 둘러싼 스캔들과 코로나19 사태에 국정운영이 난행을 겪고 있던 2020년 8월
28일 아베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로 국정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태를 피
하고자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8월 24일에는
연속재임 일수 2,799일을 기록하여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가 기록한 2,798
일을 넘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아베 총리의 전격 사임은 곧바로 후임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자 자민당 내 유력 인사들이 총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아베 총
리는 니카이 간사장에게 선출 방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혀, 이에 니카
이 간사장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며 당원투표 없이 국회의원 투표(총 393표)와 자
민당의 도도부현연이 각 3표(총 141표)를 투표하는 양원의원총회 선출 방식으로 총재
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비판이 쏟아졌다. 원칙대로라면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이 각 한 표씩 집행하는 의원표와 이와 같은 표수(현재 기준으로 393
표)가 전국 당원에 주어지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니카이 간자장의 이러한 결정은 당원
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비주류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겨냥한 전략이란 지적이 쏟
아졌을 뿐 아니라, 당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소한 기회를 무
시한 채 진행되는 총재 선출은 정당조직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다. 이에 니카이 간사장은 지방조직의 목소리는 자민당 현연이 각 도도부현 단위로
집행하는 3표에 충분히 반영될 것임을 강조하며 양원의원총회 방식으로 선거를 지르게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재빨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지
지를 밝힌 니카이 간사장에게 총재선출방식 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
기되었다.
특히 당원투표 여부를 두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자민당 청년부는
8월 31일 당원투표를 요구한 국회의원 143명과 지방의원 40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자민당 지도부에 제출하였고 10여 개에 달하는 현연이 당원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총재선거 진행방식을 공식 결정하기 위해 9월 1일에 열린 자민
당 총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당원투표 생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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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당 지도부와 이에 반대하는 젊은 의원들의 의견이 격돌하면서 결국 양원의원총
회 방식을 밀어붙인 지도부에 반발하며 각 도도부현연에서는 우편투표 방식 등을 동원
하며 예비선거를 시행한 현연이 스가 관방장관의 출신 지역인 아키타현을 제외한 46개
에 달했다.

(2) 후보자 및 선거 결과
총재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유력 인사들 가운데 제2기 아베 정권 7년 9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지낸 스가
요시히데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밝힌 다음 날인 29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니카이간사장은
바로 니카이파의 지지를 약속하였다. 47명의 의원이 소속된 니카이파를 비롯하여 자민
당 5대 파벌인 아소파(54명), 다케시타파(54명), 이시하라파(11명), 그리고 98명의 국
회의원이 속하는 최대 파벌이자 아베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까지 줄줄이 스가 장관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베정권 계승’을 앞세워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주장하며
자민당 내 지지를 확보하였다.
<표 I-1> 자민당 파벌 세력도
파벌명

인원

호소다

98

아소

54

다케시타

54

니카이

47

이시하라

11

무파벌

64

기시다

47

이시다

19

오랫동안 아베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받아 왔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도
8월 30일 출마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의원은 본인이 이끄는 기시다파(47명)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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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최대파벌인 호소다파(소속의원 98명)와 아소 부총리가 이끄는 아소파(54명)에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31일에는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으나 아베
총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면서 명백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
었다. 기시다파에서 다케모도 나오가즈(竹本直一) 정보통신기술상이 스가 장관의 추천인
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파벌 내에서도 결집력이 떨어진 채 고전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2012년 자민당 총재선거 이래 아베의 경쟁자로 불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도
9월 1일 출마 선언을 하였다. 앞서 2020년에 들어 니카이 간사장과의 관계 심화를 모
색하던 이시바파는 애초 차기 총리 선거에서 니카이파의 지지를 기대하였다.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시바파에게 당원투표 없이 시행될 총재선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 장관 지지를 재빨리 발표함에 따라 승산을 잃
은 이시바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제26대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8일 공지된 후 7일간의 공식 선거기간을 거쳐 14일
에 실시되었다. 총 534표(국회의원 393표, 47도도부현연 141표) 중 스가 장관이 70%
를 넘는 377표(의원표 288, 지방표 89)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어 기시다
정조회장이 89표(의원표 79, 지방표 10), 이시바 의원은 68표(의원표 26, 지방표 42)
를 기록하였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으로 무파벌·비세습 의원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1996년 첫 당선 직후에는 헤이세이연구회(현 다케시다파)에 소속되었으나 1998년 총
재선거에서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 관방장관 지지를 내세워 탈퇴하였고, 2000년
에는 고치회(현 기시다파)에 가입하였으나 2009년 총재선거에서 역시 고노 타로(河野
太郎)를 지지하며 탈퇴한 이후 무파벌 신분을 유지해 왔다.
<표 I-2> 제26대 지민당 총재선거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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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표

지방표

총득표

스가 요시히데

288

89

377

기시다 후미오

79

10

89

이시바 시게루

26

42

68

계

393

141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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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가 내각의 정책 추진 방향
(1) 스가 내각의 구성
2020년 9월 16일 스가 내각이 출범하였다. 앞서 내각 인사에서는 ‘아베 내각 계승’
과 ‘파벌 간 균형’이란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20명 각료 중 아베
내각에서 8명이 유임되었고 3명이 보직변경으로 남게 되었다. 자민당 내 주요 5파벌
중 최대 규모인 호소다파(98명)에서 첫 입각 두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이 지명되었고, 아
소파에서는 부총리 겸 금융상으로 유임된 아소 타로를 비롯하여 두 명이 입각하였다.
다케시타파에서 유임 2명, 아베의 사임 표명 이후 재빨리 스가 지지를 호소한 니카이파
는 간사장 직을 이어간 니카이 외에 8선 의원이자 오랜 기간 ‘입각 대기’ 중이던 히라사
와 가쓰에이(平沢勝栄)가 부흥상 자리에 앉게 되었다. 11명의 소규모 파벌인 이시하라
파에서도 1명, 무파벌 의원도 3명이 입각하였다. 총재선거에서 스가를 지지하지 않았
던 기시다·이시바파에서도 각각 2명, 1명이 입각함에 따라 모든 파벌에 보직을 배분하
는 균형 인사라고 불렀다. 또한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가 방위상으로 임
명되는 등 사임 이후에도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표 I-3> 스가 내각 구성
직위

이름

소속파벌

전직

당선횟수

무

관방장관

중8

아소

유임

중13

총리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부총리, 금융상

아소 타로
麻生太郎

총무상

다케다 료타
武田良太

니카이

전)방재특명대사

중6

법무상

가미카와 요코
上川陽子

기시다

전) 법무상

중6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츠
茂木敏充

다케시타

유임

중9

문부화학상

하기우다 코이치
萩生田光一

호소다

유임

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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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름

소속파벌

전직

당선횟수

후생노동상

다무라 노리히사
田村憲久

이시바

전)후생상

중8

농림수산상

노가미 코다로
野上浩太郎

호소다

신임

참3

경제산업상

가지야마 히로시
梶山弘志

무

유임

중7

국토교통상

아카바 가즈요시
赤羽一嘉

공명당

유임

중8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
小泉進次郎

무

유임

중4

방위상

기시 노부오
岸信夫

호소다

신임

중3 참2

내각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다케시타

후생상*

중6

부흥상

하라사와 가쓰에이
平沢勝栄

니카이

신임

중8

국가공안위원장

오코노기 하치로
小此木八郎

무

전)국가공안위원장

중8

행정개혁담당
특명대신

고노 타로
河野太郎

아소

방위상*

중8

일억총활약담당
특명대신

사카모토 테츠시
坂本哲志

이시하라

신임

중6

경제재생담당
특명대신

니시무라 야수토시
西村康稔

호소다

유임

중6

디지털개혁담당
특명대신

히라이 타쿠야
平井卓也

기시다

전)정보통신기술
특명대신

중7

도쿄올림픽 및
여성활약 담당
특명대신

하시모토 세이코
橋本聖子

호소다

유임

참5

만박담당
특명대신

이노우에 신지
井上信治

아소

신임

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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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가 내각이 추진한 주요 정책 (소신표명연설)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40일이 넘은 시점인 10월 26일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
나섰다. 보통 소신표명연설은 총리지명을 받은 뒤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
데 스가 총리의 뒤늦은 국회 등장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203회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8가지 정책영역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첫째,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의 ‘병행’이다. 스가 총리는 “폭발적인 감염 전파
를 막으면서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베노
믹스 계승과 개혁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버블경
제 붕괴 이후 경제 수치가 최고치에 달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면서 고용보장, 사업 지
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고 투 트래블(Go To
トラベル) 사업에 대해서도 2500만 명이 숙박 등의 혜택을 이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감염자는 수십 명 규모의 발생에 그쳤다며 감염대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업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둘째, 디지털 사회의 실현이다. 스가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이
행정서비스 및 민간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 뒤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 과제가 부각 되었
다며 디지털화를 비롯한 규제개혁을 실현하여 위드(with)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새
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통일
화, 표준화를 달성하여 마이넘버카드의 보급률을 높이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를 진전시
키겠다고 표명하였다.
셋째, 그린사회의 실현이다. 스가 총리는 이제 온난화 대책은 경제성장의 제약이 되
지 않는다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 ‘탈 탄소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 추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겠다
고 덧붙었다.
넷째, 활력이 있는 지방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본인이 아키타현 농가 출신이라며
‘활력이 있는 지방 만들기’는 본인의 정치적 과제라고 강조하여 지방활성화를 통한 경
제부양책을 내세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농림수산성이 해외 국가
들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본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정책으로는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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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교류 촉진, 해외 금융 전문가 유입을 통한 ‘국제금융센터’ 설립, 이를 위한 재류자
격 완화 등의 대응책을 내세우겠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 외국인, 중도채용 등 기업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대기아동 문제 해결, 불임치료비
국민보험 적용, 소득여건 완화 등 저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 고용 활성화, 취업 빙하
기 세대 고용 촉진, 고령자 의료 재검토 등의 대응을 토대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하였다.
일곱 번째,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재해대책이 논의되었다. 스가 총리는 “후
쿠시마의 부흥 없이 도호쿠의 부흥이 없다. 도호쿠의 부흥이 없이 일본의 재생은 없다”
면서 속도감 있는 부흥･재생 대책을 약속하였다. 또한,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토강인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는 외교 및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G7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심화를 먼저 언급한 뒤 납치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김정은 위
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하면서 “건전한 한일관계를 되찾기 위해 일본의 일
관된 입장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스가 총리는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그리고 유대
(絆)가 본인이 이상으로 여기는 사회의 모습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대개 아베 정부가 지향해 온 정책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제
3기 아베정권’이라는 별명까지 등장하였다. 실질적으로 스가 총리가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개혁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인데 이에 어
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일본학술회의 문제
스가 내각이 출범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문제는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사건이다.
일본학술회의는 210명의 정규회원과 2000여 명의 연계회원이 활동하는 일본의 국립
아카데미로 내각부 산하의 특별기관이다. 정회원 및 연계회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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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반의 회원이 새로 임명을 받는다. 회원은 특별직, 연계회원은 일반직 공무원 직책
을 받게 되고 2005년 이후에는 각 분야에 현 회원이 차기 회원을 추천, 이를 내각부가
승인, 임명하는 방식으로 회원 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2020년 9월 16일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2주가 지난 10월 1일 가토 가쓰노부(加藤
勝信) 관방장관은 일본학술회의의 추천을 받은 105명 중 일부를 내각이 임명하지 않기
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6명을 제외한 99명이 회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역사학자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 교수를 비롯한 6명이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다 (표4). 일본
학술회의 측은 임명 거부는 전례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해 10월 3일 스가
총리에게 임명 거부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6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결의
안을 내각부에 송부하였다.
<표 I-4> 스가 내각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인사
아시나 사다미치
芦名定道

교토대 문학연구과 교수

안보관련법 반대

우노 시게키
宇野重規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헌법개정 반대

오카다 마사노리
岡田正則

와세다대 법무연구과 교수

안보관련법 반대

오자와 류이치
小沢隆一

지케이카이 의대 교수

헌법개정 반대

가토 요코
加藤陽子

도쿄대 교수

비밀보호법안 반대

마츠미야 다카아키
松宮孝明

리츠메이칸대 법무연구과 교수

헌법개정 반대

임명 거부 대상이 된 교수들이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
법행위’라고 말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와세다대 교
수는 “회원의 적부(適否)를 정치 권력이 정하게 되면 학술회의의 독립성은 파괴된다”고
우려를 표했고 아시나 시다미치(芦名定道) 교토대 교수는 “이번 임명 거부 문제는 일본
과학기술의 본연의 자세를 정부 개입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부각되었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토 교수는 “관료에 의한 과학의 통제와 지배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실이 못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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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10월 5일에 열린 내각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임명거부에 대해 “일본학
술회의의 종합적, 부감적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하였으나 개개인의 거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또한, 스가 총리는 10월 말에 열린 국회에
서 “민간출신이나 젊은 학자가 적고, 일부 출신대학이나 소속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제가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10월 중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술회의가 8월 31일
에 제출한 105명 후보의 명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애초 내각부가 9월 24일에 작
성한 기안서에는 99명의 이름만이 있었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야당은 누가 6명
의 후보자를 명단에서 삭제하였는지에 대해 공세를 가했다. 내각부의 위법성 행위가 도
마 위에 오르자 스가 총리는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재에 이르기까지 추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제 생각을 내각부과 공유한 후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였
다”며 설명을 다소 변경하기도 했다. 더불어 스가 총리는 가토 교수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이름과 관련 업적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최측근인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
방부장관에게 총리 취임 전부터 학술회의 회원의 임명방식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왔으
며 취임 이후 스기타 부장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99명의 임명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
였다. 이에 야당은 6명의 임명거부에 대한 상세 과정을 아는 인물로서 스기타 부장관의
국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내각은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1983년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학술회의 회원 임명은) 학계나
학술 집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형식적으로 임명할 뿐... 실질
적으로 총리의 명으로 임명이 거부되거나 그러한 상황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또한, 학술회의의 임명 방식이 현행의 현직 회원에 의한 추천방식으로 변경
된 2004년 당시 총무성이 작성하여 내각법제국에 제출한 문서에는 “학술회의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해 수상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2018년에 작성된 내각부 문서에는 “수상이 추천대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아베 총리는 학술회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학술회의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나 후보자에
난색을 표하며 증원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2017년에는 105명의 교체인원을 ‘선발’
하기 위해 내각이 학술회의 측에 정원 이상의 명단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일본학술회의 문제’는 스가 내각 출범과 동시에 거론된 관저-관료 간 결
탁행위이자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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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각지지율
집권 8년 차에 접어든 아베 정권은 여러 정치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기에는
40%대 중반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여론의 지지가 지속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문제제기를 불씨로
5월 이후 긍정과 반대 여론이 반전되면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크게 웃돌기 시작하
였다. 결국 여론 악화로 인해 아베 내각이 사퇴한 후, 스가 내각은 첫 여론조사에서
62% 지지라는 큰 기대감 속에 출범하였다. 반면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 재확산과 고
투 트래블 캠페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일본학술회의 문제 등이 여론의 이탈을 가속시
켜 새 내각에 대한 평가는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36%를 기록하였고 연초 아베 내각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수준까
지 내려앉은 상황이다.
<그림 I-1> 2020년 내각 지지율 추이

출처: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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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당 재편과 지방정치
(1) 입헌민주당과의 통합: 국민민주당과 사민당
2017년 민진당(民進黨)과 희망의당 통합과정에서 분열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은 2019년 하반기에 들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0년 연초 중의원 해산
설이 돌자 2019년 12월 양당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가 “정권교체를 함께 이루어내기 위해 협력해 달라”고 호소하자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도 “통합야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통합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에다노 대표는 국민민주당 측
에 “보수, 진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는 정당을 지향한다” 는 내
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정당의 명칭을 ‘입헌민주당’으로 하겠다
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타마키 대표를 비롯한 국민민주당 측은 합당이 아닌
합병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에다노 대표에게 정당명을 입헌민주당 외의
명칭으로 할 것, 정책요강에 ‘개혁 중도’라는 표현을 넣을 것, 그리고 대등한 임원 인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에다노 대표는 이에 호응하지 않아 결국 1월 협의는 무산되었다.
에다노 대표 측 입헌민주당은 빠르면 2019년 말에는 합당에 관한 기초적인 흐름을
만들려는 의도를 보였는데 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통상국회가 소집되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본인이 연루된 벚꽃모임 문제 등으로
정권이 구심력을 잃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총선에 대비하여 합당을 서두른 것이었다. 그러
나 국민민주당은 영향력 저하를 경계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정당명 변경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초에는
두 대표가 나흘 연속으로 독자회담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2020년에 들어 IR사업 관련 자민당 의원 체포 등 여러 악제가 부각되어 아베 총리
가 중의원 해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양당 합당 논의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였다.
1월 협의 결렬 이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간사장 레벨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9월 15일 국민민주당 소속의원 40명과 무소속(구 만주당계) 의원 22명이 입헌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양원에서 150명 규모의 제1야당이 출범하게 되었다. 중의원에
30

Ⅰ. 국내정치

서는 2009년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달성한 선거 직전의 민주당 세력에 필적한 규모로
자민당 정권의 대립 축으로 성숙할 수 있을지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결당대회에
서 에다노 대표는 “합류신당은 정권교체의 발사대가 될 만한 규모가 되었다. 정권에 선
택지를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여 총선에 대한 결심을 표하였다.
반면 타마키 대표를 포함한 국민민주당 의원 중 22명 (중의원 9명, 참의원 13명)은
입헌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문제로 타마키 대표는 ‘이념과 정
책 차이’를 들었는데 특히 원전 문제로 양당이 갈렸다. 입헌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제
로’(原發zero)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민주당에 속하는 의원들 중에는
‘전력총연’과 ‘전기연합’과 같은 노조 출신 의원들이 존재하고 선거에서 지지를 받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원전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입헌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는 지적이다.
또한, 이념 차이에 대해서는 공산당과의 선거협력에 적극적인 입헌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였다. 민주당 정권시기 외무상으로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의원
도 국민민주당에 잔류한 의원 중 하나이다. 마에하라 의원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비자민, 비공산이란 ‘보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해 왔다”며 “선거나
국회활동에서 공산당과의 협력이 진행되는 점에 불편함을 느껴왔다”고 털어놨다. 또한,
앞으로는 일본유신회나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진보적 보수’ 그룹을 규합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민주당 대표로 잔류한 타마키 대표도 “여야당 상관없이 좋은 정책에는
협력하고 동의 못하는 정책에 관에서는 반대해 가는 것이 소수양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 ‘벤처 정당’으로서 정권 여당에 협력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1월 14일 국회의원 4명이 소속하는 사민당 의원 중 후쿠시마 미즈호(福
島瑞穂) 대표를 제외한 3명이 입헌민주당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 입헌민주당과 사민당
은 2019년부터 합당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후쿠시마 대표만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480여 명 지방의원들이 입헌민주당에 합류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들의 향방이 향후 선거협력의 효율성, 입헌민주당의 지지기반 확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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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도지사 선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기만료로 인한 도쿄도지사 선거가 7월 5일 실
시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 통합리조트(IR) 유치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된 도지사 선거는 2016년 처음으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도지
사의 신임을 묻는 선거라고 평가되었다. 총 22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고이케 도지
사는 59.7%의 득표율을 보이는 압도적 지지로 재당선되었다(투표율 55.00%).
<표 I-5>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
후보자

소속/지지 정당

득표수

득표율

고이케 유리고

무

3,661,397

59.70%

우츠노미야 켄지

무

844,151

13.76%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

652,277

10.72%

오노 다이스케

일본유신회

612,530

9.99%

사쿠라이 마코도

일본제1당

178,874

2.92%

다치바나 다카시

N국당

43,912

0.72%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2019년 3월 고이케 도지사 재출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
울 것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이에 2017년 도쿄도의회선거에서 고이케 도지사가 이끄
는 도쿄도민퍼스트회에 참패를 당한 자민당 도쿄도연은 크게 반발했다. 자민당도연은
독자적 후보를 모색하였으나 난항을 겪었고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본격적인 대립 후보
를 내세우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2일에는 독자 후보를 내세우지 않겠다
고 발표하여 자주투표 방침을 선언하였다.
반면 야당은 통일 후보 선정과정에서 충돌이 생겨 결국 후보가 난립하는 모습을 보이
게 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야당
통일후보 옹립에 뜻을 같이 하였으나 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0
년 5월에는 공산당과 사민당이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인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
児) 전일변연(日弁連)회장을 지지하기로 결정, 이에 입헌민주당이 호응하였다. 그러나
고이케 도지사가 창당한 도민퍼스트회와 전 희망의 당 출신 의원들이 소속하는 국민민
주당은 우츠노미야 전 회장 지지에 난색을 보이며 결국 자주투표 방침을 발표하였다.
32

Ⅰ. 국내정치

또한 애초 야당 통일후보로 거론된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郎)는 본인이 대표직을 맡는
레이와신선조(れいわ新選組)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야마모토 대표는 우츠노미야
후보와의 회담에서 정책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 등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우츠노미야 후보 측과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되
었다. 이 외에도 일본유신회 도쿄지부는 구마모토현의 오노 다이스케(小野泰輔) 부지사
를 지지하는 등 야당 분열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의 출구조사에 의하면 고이케 도지사는 자민당 지지층의 73%, 공명당
지지층의 89%를 비롯하여 입헌민주당 지지층의 36%, 무당파의 52%의 지지를 확보하
는 등 견고한 지지를 얻었다. 6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자에서 70%의
도쿄도민이 고이케 도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다’고 답변했는데 선거결과는 코
로나19 사태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인해 현직 후보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3) 오사카 ‘도’ 구상 주민투표
일본유신회가 발의한 오사카 ‘도’ 구상 승인을 결정짓는 주민투표는 11월 1일 실시
되었다. 결과는 찬성 49.37% 반대 50.63% (투표율 62.35%)로 5년 전 실시된 첫 번째
주민투표와 비슷한 박빙의 차이로 부결되었다.
오사카 ‘도’ 구상이란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이 추진한 유신회의
대표 정책으로 오사카의 ‘이중행정’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2015년
주민투표로 부결된 구상안은 2019년 오사카 도지사･시장 선거에서 유신회 후보로 나
선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전 오사카 시장과 마쯔이 이치로 (松井一郎) 전 오사카
도지사가 각각 도지사･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오사
카 ‘도’ 구상에 대한 제도안은 (1) 오사카시를 폐지하여 4개의 특별구로 재편 (2) 특별
구장 및 구의회의원은 공직선거로 선출 (3) 오사카부가 성장전략 등 광역행정을 일괄
관리하여 주민서비스는 특별구에서 담당 (4) 오사카부는 10년간 연 20억 엔을 각 특별
구에 지불 (5) 2025년 1월 1일부터 이행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 제도안은 2020년
8월 28일 오사카부 임시의회에서 유신회, 공명당, 그리고 일부 자민당의원의 찬성으로
통과하였으며 이어9월 3일 오사카시의회에서도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쯔이 시장은
11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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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인기로 오사카 부의회의 과반수와 시의회의 제1정당
입지를 확보한 이래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도’ 구상을 대표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
러나 유신회의 등장에 강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던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등 기존
정당 세력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오사카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유신회는 오사카시 폐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공명당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공명당에게 공명당 후보를 상대로 국정선거 소선거구에서 유신회 후
보를 내세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을 키웠다. 이에 공명당은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오
사카시 폐지에 관한 법안 통과에 협조했지만,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소극적인 협조
에 그쳐 2015년에 실시된 제1차 주민투표에서 오사카 도구상이 0.8% 격차로 부결된
바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2019년 4월에 실시된 오사카 부의회선거에서 88의석 중 51석을
확보하였고 시의회에서 83의석 중 40의석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인 인기를 유지해 왔
으며 ‘도’구상 안에 찬성한 공명당의 힘을 얻어 주민투표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지방 레벨에서는 오사카 자민당과 깊은 갈등을 펼지는 반면 국정 레벨에서 아베･
스가 내각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온 만큼 유신회의 ‘도’ 구상 실현의 첫걸음인 오사
카시 폐지에 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공명당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고 5년 전보다 젊은층의 지지가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결과에 대해 마쓰이 오사카 시장은 “후회는 없다”고 말하면서 시장 임기가 끝나
는 2023년 4월에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요시무라 지사 역시 “도 구상에
재도전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7. 총괄
2020년은 무엇보다 아베 정치의 종언과 스가 내각 출범이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한 해였다. 7년 9개월간 지속된 ‘아베시대’는 본인이 연루된 여러 유착 의혹과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휩싸여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
태 확산 이전에는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마지막 ‘꽃길’로 퇴로를 모색하던 장기정권
에게 세계적 팬데믹이 뜻밖에 시나리오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아베 총리의 사퇴가
어디까지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스가 정권의 탄생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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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처한 아베 정권이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성이 있는 선
택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재선거의 파벌역학이나 소신표명연설에
서도 드러났듯이 분명 ‘스가 정권’은 아직까지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과
거 자민당이 총재 얼굴을 많이 바꾸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해 온 역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자민당 내 호소다파의 압도적인 우세는 당분간 자민당의 다양성 상실과
고착된 정치개념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무파벌인 스가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당과
정권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관건은 2021년 10월 전에 실시될
총선이다. 이 선거에서 스가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지에 따라 스가
정권이 장기화 될지, 혹은 ‘중간계투형’ 내각에 그칠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정당의 현황과 야당세력의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는 강경
해 보이는 자민당의 ‘일강체제’는 아베 총리 사퇴로 인해 큰 도전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2년 민주당 붕괴 이후 분열의 징크스에 빠신 야당세력들이 점점 통합에 나서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자민당 대 ‘중도보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
우 야당의 분열로 인해 의석수의 과대확보가 가능했던 자민당의 국회 세력은 최소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민당이 여당의 입지를 잃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
지만 중도보수과의 대결이 심화될 경우 자민당이 중도적 지향의 여론을 포섭해 나갈
것인지, 반대로 우파 결속을 위해 국가주의적 정책을 거듭 강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에 리더십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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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교안보･한일관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1. 개관
2020년 일본사회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해를 맞이하여 ‘일본의 신시대 개막’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2020년 연두 기자회견(1월 6
일)에서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기대와 포부를 피력했다. 2020년을 “일본의 신시대를
개막하는 1년(日本の新時代を切り拓く一年)”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미일동맹은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60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반’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동아시아 정세가 그 언제보다도 엄혹한 상황 하에서, 미일,
미일한의 긴밀한 연계는 물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일한의 연계 속에서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중국이 러
시아 다음으로 언급되었다는 것도 특징이었다. 그 다음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하여, 북
한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었다. “북한과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해서 모든 문
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은 흔들림 없다”라
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 볼 생각”임을 피력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경제권’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TPP 가맹국 확대, RCEP 교섭 등, 일본이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미일동맹의 강고
한 기반 위에, ‘지구본을 부감’하면서도 유럽, 인도, 호주, 아세안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임을 밝히는 대목에서는 한국의 이름이 빠
져 있었다.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전후 일본 외교를 총결산하고 그 위에 새
로운 시대 일본 외교의 지평을 열어 나간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1월 20일의 시정방침연설에서도 ‘레이와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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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했다. 예정되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명명하고, 그 성공이
일본을 새로운 시대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꿈을 피력했다.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에 전후 외교를 총결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이 이를 위한 분기점(正念場)의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서 가장 먼저 제시한 외교 과제가 북일관계로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다음으로 미국,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
를 강조했다. ‘근린 국가와의 외교’를 논의하는 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원래 기
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부
활시킨 것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일 간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렇기에 더욱이나
(であればこそ)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구축할 것을 절
실히 기대한다”라고 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표현도 포함시켰다. 그다음 러일관계와 관련
해 평화조약 체결의 의지를 피력했으며, 중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신시대의 성숙한 중일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주목할 언급은 2020년 봄에 항공자위대에 ‘항공작전대’를 창설
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었다. 나아가 사이버, 전자파 등 신영역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
한 능력 제고와 체제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미일동맹의 강고함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에 대해서도 신년기자회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목할 것은 종래 인도
태평양 전략, 또는 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국제사회의 여러문제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자유무역의 확대, G20에서 밝
힌 ‘블루 오션 비전’(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환경문제(온실가스 삭감) 등에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여,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의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외교 목표들은 1월 16일에 일본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뒤 3월 들어
늘기 시작해서 4월 들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일본어로는 신형 코로
나바이러스, 新型コロナウイルス)로 크게 차질을 빚었다. 무엇보다도 도쿄올림픽 패
럴림픽이 연기되었으며, 예정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이 무산된 것이 일본 외교에
는 큰 손실이었다. 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세계를 부감하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전개되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상회담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외교
의 아베’ 이미지에 큰 실점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코로나19 정국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대응을 둘
러싼 아베 내각과 자민당-공명당 여당 지도부의 혼란은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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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아베 총리 퇴진의 배경이 되었다. 이어 등장한 스가 내각에서 내각과 자민
당의 지지율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2020년 연말 시점에서도 코로나19 대
응을 최우선 과제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제시된 일본
외교의 과제들은 코로나 팬데믹,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총리 취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수행되거나 혹은 미뤄지거나 하게 되었다. 특히 ‘전후 외교의 총결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과제, 북일관계 개선과 러일평화조약 체결은 거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9월에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는 한일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등에서 약간의 변
화가 모색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근린 외교’에서
변화의 기점이 마련된 해로도 기록될 수 있다.

2. 코로나19와 일본의 외교안보
(1) 코로나19와 일본의 외교적 대응
①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외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水際, 상륙저지)’ 대책을 세워
감염자의 일본 국내 유입 차단을 시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외교를 전개했다.
먼저, 상륙저지 대책으로는 출입국관리 및 상륙거부, 검역강화, 항공여객편의 감축과
여객 수 억제 요청, 외무성의 사증효력 정지, 비자면제조치의 정지 등이 실시되었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본부’는 3월 8일 중국과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
을 정지시키고 비자면제조치의 정지 등이 실시되어,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를 실시했다. 이 조치의 대상은 5월 25일에는 111개국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긴급대응책의 일환으로 국제기
구에 대해 총액 약 150억 엔의 정부개발원조를 거출했으며, 4월 30일에 성립한 2020
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840억 엔을
계상했다. 3월 16일에 실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한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3월 20일에는 한중일 외상회담이 영상으로 개최되어, 상호 의견
교환과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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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전세
기 편을 이용해서 각자 자국 교민들을 귀국시키는 가운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5월 5일에는 인도에서 급성백혈병에 걸린 5살의 한국인
어린이가 인도정부의 봉쇄조치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주 인도 대사
관이 협조해서 귀국시키는 일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5편의 전세기를 이용해 우한으로부터 일본
국민을 귀국시켰다. 코로나19가 확대되는 가운데 4월 3일부터 자위대는 34개 도도부
현에서 시중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재해파견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에는 의료지원, 생활
지원, 수송지원, 교육지원, 외딴 섬으로부터의 환자 공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컨
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지원과 관련해서는 3주 동안 연 인원 약 2,700명의 자위대
원이 동원되었다. 자위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② 일본 정부의 아비간/백신 외교
아베 총리는 5월 5일,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5월 초 현재 사망자
가 6,600명을 초과하는 기세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로하니 대통령에 대해 아
베 총리는 일본 제약회사가 개발한 ‘아비간’을 인도적 견지에서 이란에 무상증여할 것
을 약속했다. 이른바 ‘아비간 외교’다. 5월 7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전화회담
을 갖고 러시아에게도 아비간의 무상증여를 약속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러시아와는 고속검사키트를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며, 6월에 그 유효성이 확
인되어 세계적으로 대량 유통되기도 했다.
일본은 8월 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효하고 완전한 백신이 개발될 때, 이를 세계
전체에 보급하기 위한 COVAX Facility라는 협력의 틀에 170개 국가와 함께 참가를
표명했다. COVAX란, 이에 참가하여 일정한 거출금을 낸 국가는 인구의 20%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9월 20일에는 일본 정부는 약 172억 엔의 거출
을 결정했다. 9월 26일에는 스가 총리가 제75회 유엔 총회 일반토론연설에서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일본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약과 백신 진단키트 개발 및 개발도상
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10월 8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이 개도국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거출하는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에 1.3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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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간안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는 WHO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베 총
리는 타이완이 WHO 연차총회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1) 또
한 EU와의 협력을 추진해서 G7이 협력해서 WHO에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는
입장이었다.
③ 포스트 코로나의 일본 외교 구상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그룹은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질서로, 장기적으로는 미중 신냉
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대국간 경쟁에 의한 블록화를 중심으로 한
‘G0 또는 다극화 시나리오’로 국제정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환경, 자원, 거버넌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다극화 시나리오’에서는 대국을 중심으
로 형성된 블록이 강조되는 한편, 이것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될지는 불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정책그룹을 주도하는 안보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구상이 분화되고 있다. 일본의 주류는 미일동맹을 상대화하는 견해를 경계하며, 미일동맹
을 재건 강화해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수습의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또한 일국주의적
행동이 현저했던 미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연계를
시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주류에게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따라
서 미일동맹을 일본 안보의 기축으로 확고히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동맹을 상대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에 미일
동맹이 지니는 억지력은 불가결하며, 정보조작과 비군사적 수단에서는 일본 독자적 대처
능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미일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도 있다.

1) 결과적으로 11월 9일에 개막된 WHO에 타이완은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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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질서에 대해 일본에서는 ‘미국의 평화’도, ‘중국의 평화’
도 아닌, 그렇다고 ‘미중의 신냉전’도 아닌 ‘제3의 평화(또는 제3의 질서)’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 있다. ‘제3의 질서’에 가장 근접한 현실이 일본과 EU의 조합. 일본과
EU가 2018년에 경제제휴협정(EPA)를 체결했고, 2019년 2월에는 이를 발효시켜, 연
계와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근거다(細谷雄一). 또한 미중관계가 장기적인 신냉전의
입구에 서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신냉전에 대비하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본이 ‘자유주의와 안정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
고 제언하고, 특히 중국을 의식한 ‘선진국 협조’를 중시하여 규칙 형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일본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田中明彦; 佐橋亮).
그밖에 중견국(미들파워) 외교론자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으며(添谷芳秀),
동아시아공동체론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그 의미가 커졌다고 하여, 지론을 전개
하고 있으나(木村朗), 전체 지형에서는 소수에 속한다.

(2) 인도태평양 구상/전략의 조정과 전개
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
는 일본의 전략 또는 구상은 그 내용이나 목표에서 아베 내각에서 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후 일본의 일관된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탈냉전기, 일본이 국제사회
에서 자유주의적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한 공헌을 일본 외교, 미일동맹의 목표로 명시
적으로 내 걸기 시작했던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된 ‘정부개발원조대강’, 1993년의 TICAD, 1996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등이 그 기원이다. 또한, 2000년대 이래 인도와 호주 등과 관계 강화
노력도 그 발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아베 내
각에 들어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와 옹호를 가장 중요한 일본의
국익으로 규정한 것으로 구체화했다.
일본 외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2017년판 『외교청서』의 특집에 이 용어를
딴 외교구상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실리게 된 이후다. 2018년도 『외교청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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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이름으로 언급된 이 구상은 2019년부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
하기 위해서”라고 풀어쓴 용어로 실리게 되어, 전략이라는 용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② FOIP의 조정
2020년 판 『외교청서』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외교청서』에는 인도태평양을 “아시아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며,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적 활력의 중핵”으로 규정하
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은 “각국의 힘과 힘이 복잡하게 얽혀 그 변화가 격심한 지역”으
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
고,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원리,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 이를 FOIP라는 ‘생각(考え)’의 요체라고 하여, 일본
이 이에 “뜻을 함께 하는 국가와 연계하여 이러한 ‘생각’ 하에서 대처하는 노력을 강력
히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FOIP를 전략으로 부르는 것을 회피
하는 데 나아가 ‘구상’으로도 부르지 않고,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구상(開かれた包摂的な
構想)’이라 부르며,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나 기존 기관과의 경합을 의도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 어떠한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미일호인 전략대화(QUAD)
10월 6일, 제2회 미일호인 외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통상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라고 불리는 회담으로 1회 회담은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되었
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결속을
다시는 자리였으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배려하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과도한 대립
을 회피하려는 인도와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사이에는 미묘한 인식차도
드러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한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양 벵갈만에서 공동 해상훈련(Malabar 2020)을 실
시하여 결속을 다시고 있다. 2020년 훈련에는 호주 해군이 처음 참가했다.
미국은 QUAD 플러스, 아시아판 나토 등을 내걸고 한국에 참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스가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확언하여
QUAD 확대가 미일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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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가 내각의 출범과 아베 노선의 계승
①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에 대한 일본 국민의 평가
<그림 II-1> 아베 내각에 대한 평가

2020년 8월 28일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9
월 14일 26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9월 16일에는 99대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스가 내각이 출범했다. 새 내각의 출범에도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아베
노선의 계승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안보노선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를 둘러싼 환경은 아베 노선의 계
승만으로는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정치에
서도 ‘모리토모, 가케, 사쿠라’라고 하는 아베 정치가 남긴 부의 유산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데다,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의 계승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 사임 발표 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외교의 아베’라는 이미지와는 달
리 아베의 외교에 대해 평가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베 사임 발표 이후, 아
사히신문이 9월 2일 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긍정 평가가
71%, 부정평가가 28%였는데, 평가하는 정책 가운데 외교 안보는 30%에 불과했다. 또
<그림 II-1>2)에서 확인하듯이, 아베의 정책에 대한 평가 가운데,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는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 구축’이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75%)가 높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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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는 50.4%, ‘한일무역분쟁’은 41.3%, 일본인 납치문제는 37%, 후
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32.5%, 러일평화조약 교섭(이른바 ‘북방영토’)은 29.7% 등 대
체로 평가가 낮다. 이들 정책에서 일본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② 스가 내각 출범과 외교안보에서 아베 노선의 계승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아베 노선의 계승을 주장했고, 양원의원총회에
서 선출되는 방식의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간사장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총재에 선출되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는 자
리에서 스가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일을 계승하여 추진해 나간
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총리대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미일동맹 강화, FOIP 실현, 중
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를 강조하며, 아베 노선의 계승을 거
듭 강조했다. 또한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북일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
명한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스가 내각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사는 모테기 외상이 유임되었으며, 아
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가 방위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
한 일이었다. 아베 내각에서 외상과 방위상을 역임했던 고노 타로(河野太郎)는 행정개
혁담당상으로 취임했다. 모테기 외상은 9월 16일의 취임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
련해,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 측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종래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하여
대화를 강조했다. 한편 기시 방위상은 친대만그룹 의원으로서, 스가 내각 내 대중 강경
론의 선봉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스가 내각이 중일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스가 내각 출범에서는 차이나스쿨이라고도 알려졌으
며, 한일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
사장의 존재가 주목된다.
③ 스가 내각의 정상외교
스가 총리 당선 직후 9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일본과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을 해낼 것”이며, “멀지 않은 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트위터로 스가 총리 당선을 축하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기시 방위상에 트위터를 보내,
2) 共同通信社, 2020.8.30.-9.3.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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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안전보장정책을 계승한다는 스가 총리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각 출범 후, 9월 20일에는 스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의 견지를 확인하고,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양 정상은 미일동맹의 견지와 FOIP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확인했다.
이어서 9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사이에 전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스가 총리는 양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인식
을 표명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납치문제
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점, 한일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나아가 스가 총리
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현재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
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 측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9월 25일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그 내용은 이하 중일관
계 항목을 참고). 그 후 스가 총리는 10월 6일, 방일 중인 폼페오와의 회견을 거쳐, 10
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외유에 나섰다. 두
나라에서 스가 총리는 FOIP의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지칭해서 언급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중국과 미묘한 관계인 양국을 첫 외유지로 방문한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FOIP를 강조하는 것으로 외교에서 ‘아베 노선의 계승’을 내외
에 확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스가 총리는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나토
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 일본의 대북 접근의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④ 바이든 당선과 미일관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당선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것이
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며, 동맹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생
각했던 데 비해, 바이든 외교는 동맹과 국제협조 중시 태도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본은 미중관계 속에서 두 가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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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방향에서 우려하고 있다. 먼저 ‘버림받을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하는 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G2 협력에 나설 경우,
그 사이에서 일본의 입지가 협소해졌던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유럽 우선주의 지향이 아시아 경시와 중국의 대두를 방치할 가능성, 샌더스 증 민주당
내 좌파가 대중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바이든 플랜이 군 예산의 축소를 초래
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말려들 위험’을 경고하는 입장도
있다. 바이든의 동맹강화와 국제협조를 통한 대 중국 포위망에 일본이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중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볼 때
미중 신냉전의 시나리오는 미일동맹과 동시에 중일관계에도 배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11월 12일에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미일동맹의 강화,
FOIP의 실현을 위한 미일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납치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
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고,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본 측의 미일동맹 강화 요청에
대응했다. 이때 스가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미일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한 데 대해 일본 측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자유롭
고 열린’이라는 표현이 중국의 현상변경 외교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한 의미를 지니
는 데 비해, ‘안전하고 번영하는’이라는 표현은 중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버림
받을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표현의 차이는 향후
스가 내각과 바이든 행정부의 미일관계에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제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한편 12월 7일에는 제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가 발표되
었다. 200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7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2020년 연말,
미일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현한 상황에 대응해서 발표된 다섯 번째 보고서(The
U.S.-Japan Alliance in 2020: an Equal Alliance with a Global Agenda)는 ‘지
구적 아젠다와 함께 하는 대등한 동맹’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보고서는 지구적 과제
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대등한 일본의 역할을 전제하고 작성되었으며, 일본의 확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제5차 아미티니-나이 보고서는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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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전화회담 이후 일본 안에서 제기되는 ‘버림받을 위험’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하는
효과를 지니는 반면, ‘말려들 위험’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향후 보고서를
둘러싸고 일본 안에서 안보 논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3. 미중갈등과 일본의 선택
(1) 미일동맹과 대미 외교
① 미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일본은 미중이 대립과 접근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당과 군을 장악하여
장기정권의 길을 닦고 있다고 보면서도, 타이완에서 차이잉원 총통 재선과 홍콩 민주화
와 반중 감정,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악화하고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시진핑 정권의 불안요소도 많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일관계 개선이
시진핑 정권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일관계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일본의 대미 외교
한편 이러한 노력은 미일동맹의 확고한 유지 강화에 기초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또한 일본은 2018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개시된 이후,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미국을 통해 개입하여 남북, 북미 협상의 속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
다.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
후해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려는 움
직임을 보였다. 2020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체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
운데, 일본의 대미외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일협력,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통
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집중되었다.
3월 13일 미일 정상의 전화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노력
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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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했으며, 양 정상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결
국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3월 24일 연기가 결정되었다. 바로 다음날인 25일 미일 양
정상은 다시 전화회담을 갖고, 아베 총리가 연기 방침을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훌
륭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3월 30일에는 2021년 여름으로의 1년 연기가
확정되었다. 미일 양 정상이 다시 의견을 교환한 것은 5월 8일이었다. 양 정상은 코로
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내외 상황, 감염확대방지책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치
료약과 백신개발, 경제 재개를 위한 노력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다음
미일 정상간 대화는 8월 28일 아베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고 난 뒤의 전화회담이었다.
③ 스가 내각의 미일관계
아베 내각 시기 미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사임 표
명 직후인 8월 29일에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하여, 미일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스가 내각 탄생 이후에는, 미일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노력에 대해 양국 정상과 지도
부가 확인하고 있으며, 9월 23일에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
미하여 에스퍼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대통령보좌관 등과 회담하여,
안보 관련 양국의 현안을 협의하고,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과 그에 대신하는 대응책
인 ‘미사일저지(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④ 일본인의 대미 여론
일본인의 대미 친밀감은 70% 중후반에서 80%대를 오가며 매우 높은 수준에서 추이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권 들어서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약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다.3)

3) 内閣府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 2019.12. https://survey.gov-online.go.jp/
r01/r01-gaiko/gairyaku.pdf, 이하 <그림3>, <그림4> 등 ‘일본인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호감/
비호감’의 추이는 같은 자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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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비호감

(2) 중일정상회담과 중일관계
①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방문 연기
아베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중일관계가 정상
화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중일 신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2020년 봄에 국빈으로 방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진핑 주
석이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가 대유행하기 시작하고, 하순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 조짐을 보였고, 2월 24일에는 중
국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가 연기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3월 5일 연기방침을 발표했다.
1월 24일 즈음 시진핑 주석이 방일 일정이 4월 6일 전후로 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1월 26일에는 모테기 외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전화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주재 일본인의 귀환에 대해 협의했다. 모테기 외상
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월 15일에는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에
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진핑 주석 방일에 대해 협의했다. 2월 28
일에는 방일중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
19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 문제를 논의했다. 여전히 방일
의 예정은 불변이라고 하면서도,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이 10년 만의 일이라는 점
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 향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
제츠 위원은 아베 총리와도 회담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곤란한 상황이기에 서로 협력
해서 극복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안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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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월 5일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가을 이후의 시기로 재조정한
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2020년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② 시진핑 국빈방일 추진 배경과 반대 여론
일본이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일을 추진한 배경에는, 2018년 아베 총리의 방중 이래
일본의 대중 정책이 ‘경쟁’에서 ‘협조’로 그 기조가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미
중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이 미일관계에 틈을 살피면서 일본에 접근해 왔다는 사실
과 아베 내각 안에서 안보보다 대중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 영향
을 미친 결과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보수 우익을 중심으로, 홍콩 문제, 위구르 문제 등과 관련해
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미
작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일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반대론이 제기되었다.
2019년 11월 26일,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홍콩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 ‘할말
은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
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5일에는 미 상원에서 중국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제재법안이 통과된 데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스가
내각에 들어서도 ９월 말과 11월 가토 관방장관의 언급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가 내각에서 방위상으로 취임한 기시 노부오는 대표적 친 타이완 그룹 정치인으로
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 내각은 아베 전 총
리의 의향을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또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력도 있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시진핑 주석의 국민방일을 재추
진해도 내부적으로 반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③ 중일 고위급 회담, 중일 정상 전화회담
3월 17일에는 한중일 국장급 전화회담이 개최되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장, 우장하오(呉江浩)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 다키사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참가하여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에 대해 논의
했으며, 3월 20일에는 한중일 외상 영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지점에서는 일본 측에
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온전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었고, 한국 중국
은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 4월 21일에도 중일 외상 전화회담이 개최되어, 코로나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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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견 교환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북한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모테기 외상은 이 자리에서도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측의 움직임
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측의 행동을 요구했다.
한편 2020년 1월 14일에는 시안(西安)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차
관과 러위청(楽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2019년 8월 10
일 7년 만에 일본 가루이자와(軽井沢)에서 개최된 중일전략대화를 잇는 회담으로, 시진
핑 주석의 국빈방문, 북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키바 외무성 차관은 15
일에는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도 만찬을 하며 회담을 했다.
9월 25일, 스가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전화회담이 개최되어 중일관계 발전
에 대한 의욕을 확인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관련 연계, 경제인들의 왕래
재개의 조기실현 등에 대한 노력을 확인했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나 방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동중국해 문제, 국제사회의 관심 주제(홍콩 문제)에도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
등 중대하면서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시
켜 신시대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안정적 공급망과 공평하고 열린 무
역 투자 환경 유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지원, 다자주의의 실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 등을 언급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RCEP의
연내 조인과 한중일 FTA 조기 교섭 타결을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어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24일의 중
일 외상 회담에서 모테기 외상은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선박의 행동에 문제
를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이러한 행동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
은 일본 측 선박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일본 측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④ 홍콩 정세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긴장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일이 연기된 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와 홍콩 위구르 문제
등 중국에서의 정세 변화가 중일관계를 악화시켰다.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는 홍콩국가안전법 제정 방침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
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G7에서도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판 성명을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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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피력했다. 6월 12일 참의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6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
원회에서 ‘홍콩국가안보유지법’이 가결되고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계 각국과 연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이하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선박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 중국 공기관 소속 선박이 접속수역을 항해하는 일이 최장 기간
기록을 갱신하여 65일 연속을 기록했다. 5월 8일에는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일본이 주장
하는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 진입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일본 어선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져, 일본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스가 내각이 되어서도 문
제는 계속되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장관이 11월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센
카쿠열도 주변 접속수역에서 중국 공기관 소속 선박이 항행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
일수가 2020년 들어 총 283일로,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조치 후 최다였던 2019
년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⑤ 일본의 대 중국 여론
일본인의 대 중국 친밀감은 10% 중반에서 20%대를 오가며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추이
하고 있다. 최근 4~5년은 서서히 회복되는 기조에 있다.
<그림 II-3>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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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후 외교의 총결산’
(1) ’전후레짐으로부터의 탈각’과 일본의 외교 과제
① ‘전후레짐으로부터의 탈각’
‘전후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조 가운데 하나로, 2006년 7월
문예춘추사에서 신서로 출판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서 제기되었다. 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패배한 뒤, 연합국에 의한 점령 하에서 연합국
총사령부가 주도한 개혁정치들로부터 탈피해서 일본 국민에 의한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전후 헌법’
또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에 대한 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② 전후 외교의 총결산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에는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한 뒤, 새로운 정책 목표로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들고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북방영토 문제(일본 측 표현, 객관
적으로는 남쿠릴섬 문제)’ 해결을 통한 러일 평화조약의 체결과 납치문제 해결을 통한
북일국교정상화 등 전후 국가 일본의 미완의 외교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
며, 2019년 1월의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더해 ‘중일 신시대의 도래’를 더해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간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 ‘북방영토 문제’와 러일관계
① ‘북방영토’ 문제와 러일평화조약
일본은 러일관계에 대해 가장 가능성을 함축한 양국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아베 총리
는 푸틴 대통령과 모두 27회의 정상회담 통해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2019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정상회담이 27번째의 회담으로, 이후 2020년 들어서는 코로
나19 등으로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해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만 2019년까지 이루어진 빈번한 정상회담은 러일 사이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가 전후 일본 외교 최대의 현안으로 삼는 러일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평화조약 체결은 구체화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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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은 2020년에도 추진되어, 1월 22일에는 ‘북
방 4개 도서(남쿠릴 4개 도서)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포괄적 국장급 작업부회’가
개최되어, 교류 사업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개시되었다.
② 일본인의 대 러시아 친밀감
일본인의 대 러시아 친밀감은 전통적으로 낮으며 20%를 전후한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영토문제의 미해결이라는 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 일본인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비호감

(3) 납치 일본인 문제와 북일관계
① 스가 내각 출범과 북일관계
북일관계와 관련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스가 내각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미묘한 변
화도 보였다. 9월 2일 총재선거 입후보 표명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
조건’ 만날 생각을 피력했다. 9월 15일에 서명한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수립 합의문에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주목할
변화다. 다만 자민당은 “이전 합의문을 계승한다”라는 문장에 납치문제가 포함되어 있
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9월 29일, 스가 총리는 납치일본인 가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
서 “납치문제는 최중요 과제. 스스로 선두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로를 열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3원칙 가운데, 납치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과제라는 점은 확인하
면서. 나머지 문제에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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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 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가족회 대표인 이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는 “북한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움직임이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흔들리는 특정실종자 리스트의 신빙성도 북일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12월 1일 특정실종자로 인정된 일본인 가운데 58명이 일본 국내에서 소식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9년 5월과 8월 특정실종자로 인정된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발견
된 바 있다.
② 북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서 북일공동선언(2002)
2019년 5월 28일, 스톡홀름합의 5주년에 즈음해서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스톡홀름
합의의 유효함을 강조했다. 스톡홀름합의의 내용은 전문에서 “쌍방은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라고 했으며, 일본 측은 첫째 항목에서 "북한 측과 함께 북
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청산 및 현안문제 해결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북일간의 신뢰 조성 및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성실히 임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한 것이다. 스톡홀름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은 북일공동선언이 관계정
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스가 내각 출범과 함께 다시 들려오는 현실론의 목소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네마루 신고(金丸信吾),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이시바 시게루,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
賢一郎) 등이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납치문제는 일본이 날조한 것이며, 과거사 청산이 북일국교정상화의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8월 19일 로동신문은 “납치문제는 일본이 날조한 것”이
라며, “내외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베 등의 상투적 수법”으로, 납치문제 제기는 ‘모략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특대형 납치범죄’를 안고 있는 일본이 과거 죄악을 청산하는 대신,
거꾸로 납치문제 운운하는 “반공화국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반공화국 모략 책동의 진상을 명확히 하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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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정책과 자위대
(1) 방위계획대강과 방위예산
① ‘2018년 방위계획 대강’ 및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일본의 방위정책은 2018년 12월 18일 각의결정으로 채택된 ‘2019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대강’ 및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입각해서 책정, 운영되고 있다. 그 핵심 개
념은 ‘다차원 종합 방위력의 구축’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적기반 강화, 영
역횡단적 작전 실현을 위한 우선적 자원배분, 과학기술 활용, 이를 통한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 획득과 강화 등을 목표로 한 방위력 정비를 실시하
고 있다.
<그림 II-5> 영역횡단(cross-domain) 작전의 이미지

② 자위대 체제 강화
육상자위대 체제는 작전기본부대 등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었다. 사이버 및 전자파 영
역의 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부대, 전자파작전부대가 신설되고,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부대가 신설된다. 통합미사일방공능력 강화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위부대가 신설된다. 이에 더해 서남지역 도서부의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경비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지대함유도탄부대 등의 체제정비와 강화가 목표로 제시
되어 있다. 해상자위대에는 1척의 헬기탑재호위함(DDH), 2척의 이지스호위함(D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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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4개 군(群), 신형 호위함(FFM)과 소해함정으로 구성되는 2개 군
(群)을 유지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수상함정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에 따라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 함을 F35B 탑재가 가능한 호위함으로 개조하는 개
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방위예산 개산요구에는 ‘이즈모’와 동급의 ‘가가’함
을 역시 F35B 탑재 가능 호위함으로 개수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다. 항공자위대에
는 우주영역전문부대, 무인기부대의 신설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③ 방위관련 예산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2021년도 예산으로 과거 최대 액수인 5조 4,897억 엔을
계상했다. 그 가운데에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에 원거리에서 공격 가능한 장거리 미
사일 등의 보유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종래 일본은 전수방위에 입각해서 사
거리가 타국의 영토에 미치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또
한, 그 액수는 전년도 예산에서 3.3% 증액된 것으로, 9년 연속 증액되고 있으며, 7년
연속으로 최대 증액을 경신하고 있다.4)
<그림 II-6> 방위관계비 추이

4) 防衛省, 『我が国の防衛と予算−−令和３年度概算要求の概要』, p.3,
https://www.mod.go.jp/j/yosan/yosan_gaiyo/2021/yosan_20200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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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일본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힘든 F35 전투기를 총 105기 조달할
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데, 2021년에는 그 가운데 6기분인 666억 엔이 요구 예산에 포
함되어 있다. 또한 F35기 동체안에 격납하는 순항미사일에 172억을 계상하고 있다. 적
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해상 지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
로, 그 사정거리는 500킬로미터에 이른다. 나아가 사정거리 900킬로미터 미사일 탑재
를 위해 F15전투기를 개조 보수하는 데 213억 엔의 요구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레이더 탐지를 무력화하고 전자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비, 공격목표의 위치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정보수습 능력 제고를 위한 소형위성 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체되고 있던 안보분담금을 둘러싸고 11월 15일, 양 정부의 외무
방위 당국의 실무자 영상회담이 실시되어 미일 분담금 협의가 개시되었다.

(2)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쟁
①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결정
2020년 6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단 이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둘러싼 논
쟁이 개시되었다. 2020년 6월 15일 고노 타로(河野太郎) 방위상은 아키타, 야마구치
두 개 현에 대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미
일간 계약 총액은 32억 3,000만 달러(약 3,470억 엔)이었다. 재정난이 심각한 일본이
3,500억 엔 어치의 비싼 쇼핑을 하기보다, 상대국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 즉 적기지공
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되었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더
해 이지스 어쇼어의 효율성,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에 대한 고려 등이 반영된 결과
였다. 이에 대신해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핵 미사일 공
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개시되었다.
②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주장
고노 방위상은 7월 8일 중의원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해 ‘헌법상
법리상 자위의 범위에 속하며,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9월 11일,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논의를 촉구하며, 연내에
새로운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래 일본 정부 입장은, “달리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 내에 포함되며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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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상 인정되지만, 전수방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책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실제로 공격능력을 갖겠다는 방침을 가져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제적으로 보유하게 될 때에는 헌법 9조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미일동맹에서 창과 방패의 역할분담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공격용 무기의 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 2항은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
한도를 넘는 것”을 “전력”으로 규정하고 그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격용 무기는 이
에 해당된다는 생각이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헬기 탑재함인 ‘이즈모’에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B를 탑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수비용 31억 엔을 2020년 예산에 계상했다. 이로써 2020년대 후반
에는 공격형 항공모함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19년 향후 42기의 F35B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나아가 항공자위대에서는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항공자위대에 F15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사정거리 900킬로급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도입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도서 방위용’의 명목으로 독자적 미사일 개발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
면 적기지공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기지공격’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보수집, 감시, 정찰(ISR) 능력’에 더해 첩
보 능력도 필요하다. 적의 항공능력의 무력화를 위해 상대국 레이더망을 파괴하기 위한
전자전 능력, 충분한 타격력,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③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주변 국가
고노 방위상은 8월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지적에 대해,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중국이나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
만 제시했다. 국방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고, “별도로 정부가 조처를 취한 것은 없다. 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전수
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
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적기지공격능력을 행사하는 것
59

일본정세 2020 (JAPAN REPORT 2020)

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고노 방위상의 발언을 받아 아베 총리는 9월 11일, 미사일 방위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정책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 날 스가 관방장관, 고노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되어, 연말까지 ‘적기지공격능력’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결정했다.
④ 스탠드 오프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각의 결정
이후 ‘적기지공격능력’ 논쟁은 그 명칭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미사일저지능력’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2월 18일, 상대방 영역 내에서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적의 사정권 밖에
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각의를 결정했다(「新た
な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整備等及び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の強化について」).
각의결정에서는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억지력 강
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내에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크게 늘려,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개발하여, 호위함이나 전투기에
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에서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난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위성은 이에 대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
면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지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
나, 그 능력 면에서는 ‘적기지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일
탈할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 한일관계
(1) 아베 내각 시기 한일관계
①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3월 5일 일본 정부는 감염확대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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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 조치의 내용은 3월 8일까지 중국 및 한국 소재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3월 9일 0시 이후 3
월 8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로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3월 9일 오전
0시 이후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일본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14일 대기해야 하며, 일본 국내에서 공공교통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조치도 취해
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3월 6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
부에 초치하여, 일본 정부가 충분한 협의도 사전 통보도 없이 부당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같은 날 한국 정부는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해 같은 내용의
대항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3월 26일에는 이 조치의 연장을 발표했으며, 이후로도 이 조치는 계속
연장되었다. 일본에서 스가 내각이 등장하고,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 회담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트랙의 한일 기업인 왕래
에 관한 협의가 개시되어 10월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져,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24일의 양국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 합의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② 강제동원 문제
6월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체절(구 신일철주금)에 대해, 6월 1일 국내자
산 압류 명령 결정을 전하는 ‘공시송달‘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금화 절차가
개시되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일정 기간 서류
를 공개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다. 이번 절차로 8월 4일 0시에 일본제
철에 결정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인단은 확정판결에 기초,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보유하는 주식 97억 3970만 원(약 8억7300만 엔)의 압류 명령을 받았다.
8월 4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압류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에 나섰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압류결정 등을 철저히 무시하던 일본제철이 한
국 사법부의 절차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압류 자산
의 현금화 절차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우리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우리 사법 절차에 들어오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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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지었다. 이미 2015년의 대
법원 판결 때, 당시 일본제철 간부가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런 의미에서 일본제철이 한국의 사법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 위안부 문제, 메이지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2020년 9월 25일, 베를린 미테구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 교차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주도로 ‘소녀상’이 건립되고, 28
일 제막식이 개최되었다. 독일에서 세 번째 사례이며, 공공장소에는 처음이었다. 이전
사례로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 네팔 히말라야 공원, 2020년 3월, 프랑크푸
르트 한인 교회에 건립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29일 가토 관방장관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언급하고, 10월 2일에는 모테기 외상이 독일 마스
외상과 영상으로 통화하여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1일에는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
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유네스코의 비정치화 개혁을 지지하며 일본이 공헌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의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문제제기를 견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6월 14일,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관련 전시시설을 내외신 일부에
공개했다. 전시물 가운데 “(하시마 등 일부 산업 시설에서)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하에서 ‘강제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 설치 등과 같은 조처를 하겠다”(2015년 당시 유네스코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했던 발언)라고 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④ 수출규제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5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에 실시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일
본이 제기한 세 가지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여 일본에 규제조치 철회를 요
구했다. 일본이 제기한 한일정책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해결되었고, 일본이 수출
한 전략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무역안보정책관 자리도 만들어서 대응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일본 경제산업
성은 2019년 11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품목에서 일한이 건전한 수출실력을
쌓고, 한국 측이 적절하게 운용하면 수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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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소미아 연장에 연계하여 규제조치 철회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2020년
연말까지 일본은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20년 11월 22일,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채 1년이 지났다. 11월 23일에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2) 스가 내각 출범과 한일관계
①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전화회담(9월 24일)에서 스가 총리는 “매우 엄중
한 상황에 있는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9월 30일 교도통
신은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가 확약해야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보도했다. 2020년 10월 6일에는 오래
공석으로 있던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김진표 의원이 취임하고 한일의원이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13일, 마이니
치신문 보도로서, 스가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서 수용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10월 18일에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방한했다. 가와무
라 간사장은 이낙연 대표,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회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회담하는 가운데 문희상 안에 대해 전망을 확인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
다. 이에 대해 김진표 회장은 “양국관계가 악화된 지금은 협력관계에 기초한 문희상 안
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부
정적 견해를 보였다.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일대사 국정감사가 열러
남관표 대사가 스가 내각으로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태도가 ‘덜 경직되었다’라고 평가
하고,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22일에 열린 전경련 조찬 간담회에서는 도미타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
간 소재 부품 장비 국제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2018년 기준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약 1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한국 측 참석
자가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정상회담 필요성 강조했다. 같은 날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권 임기 중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그나마 가장 단출하고 빨리 풀어야 하는 게 한일 간
현안이며, 도쿄올림픽 전에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쪽도 느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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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에는 외무성의 다키자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방한해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했다. 우리 측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수출규제 철회 촉구했고, 일본 측은 ‘징용공’ 문제와 관련
해 한국이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 측이 “해결
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 미 대선 이후 한일관계
한일 국장급 회의 이후, 11월 4일, 『아사히신문』이 2020년 3월 한국이 해법을 제안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일본 기업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국 정
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타진하며, 일본 정부와 피해 기업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1월 12일 사설을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자산 현급화를 회피하는 것이 교착상
태 타개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11월 6일에는 제주포럼에서 도미타 대사가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1월 8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 니카이 자민
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9일에는 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
澤裕昭) 내각 정보관 등을 만난 뒤, 10일 스가 총리와 면담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
으며, 니카이 간사장과의 만남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정상간
선언으로 한일관계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은 스가 정
권 발족 후 첫 한국 정부 고위 인사의 방일인 만큼 주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일중인 9일에는 김진표 의원이 한일관계 현안을 “하나만
갖고 해결할 수가 없고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1월 10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심문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가
토 관방장관이 정례기자회견을 하고, “현금화에 도달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
문에 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로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과 관련하여, “총리 참석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다만 스가 총리의 방한을 전후로 성과가 없으면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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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표명했다.
11월 12일부터는 김진표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7명(민주당의 김진표, 윤호중, 전혜
숙, 김한정 의원, 국민의 힘의 이채익, 김석기, 성일종 의원)이 2박 3일 동안 방일했다.
11월 13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진표 의원, 윤호중 의원,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그리고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등이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김진표 의원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일의원연맹이 중심이 돼 추진할 것이며, 양국 지도자들이
어려운 한일 현안을 타결해 나가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일한, 일미한의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
해서는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입회한 누카가 후쿠
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
려운 환경에 있으니, 이 환경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진표 의원 등 한일의원연
맹 방일단 일행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
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등과도 접촉했다.
③ 한중일 정상회담
한국은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위의 대일 접근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강제동원 문제를 한일 정상 간 논의를 통해 풀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2021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까지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유예하고 한일 간의 신뢰회복 기간을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
나 결국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2021년에도 한국의 의장국 지위는 유
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의 틀을 중시하고 있으며, 12월 7일에 발표된 아
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회복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 미국이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2021년 상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
능성도 있다.
④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극도로 나빠졌다. 강제
동원 배상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일본의 대 한국 외교가 경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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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일본인의 대 한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
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II-7>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비호감

7. 총괄
아베 총리는 202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2020년을 ‘일본 신시대 개막’의 한 해로 규
정하고 일본 외교의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러한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크게 차질을 빚은 것은 중일관계
분야로, 4월 예정의 시진핑 국빈 방일이 무산되었다. 한편 일본은 ‘아비간 외교’, ‘백신
개발 등 인간안보에서의 공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된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일본의 정책결정
그룹에서는 코로나19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미국과 중국의 동시 실패로 보며 일본이 자
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중 간에 신냉전이 개시되는 것
으로 보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 배려하는 신
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2020년 일본에서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이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둘러싼 논쟁이 개시되었다. 6월 고노 방위상은 아키타 야마구치 두 개 현에 대한 이지
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이에 대신해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
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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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의가 개시되었다. 고노 방위상은 7월 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적기지공
격능력’에 대해 ‘헌법상 법리상 자위의 범위에 속하며,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
베 총리는 9월 11일,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논의
를 촉구하며, 연내에 새로운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래 일본 정부 입장은
헌법상 인정되지만 전수방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책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실제적으로 보유하게 될 때에는 국내외에서 전후 일본의 안보정
책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고, 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규
제조치가 취해진 뒤 악화된 한일관계는 2020년에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5월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여 일본에 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연말까지 일본은 규제조치를 철회하
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22일에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채 1년이 지
났다. 11월 23일에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와 수
출규제를 동시에 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스가 내각의 출발과 미 대선
이후 활발해진 한일 간 요인 왕래 속에서 나온 것으로, 2021년의 한일관계가 수습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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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경제 · 한일경제관계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1. 개관
2020년 일본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아베노믹스, 코로나19, 스가 정권으로 볼 수 있
다. 코로나19로 전세계 모든 국가·지역에서 경기감속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는 일
본의 경기 동향, 고용 여건, 기업 수익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2020년 일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한편 만
8년의 장기 재임 끝에 2020년 9월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퇴임하였다. 아베 총
리의 퇴임은 아베 정권 장기지속의 근간이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총괄적 평가의 과제
를 제시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어떠한 내용적 변화를 겪어 왔으며, 아베노믹스는 일본경
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아베 정권을 이어받은 스가
정권은 구조개혁의 경제정책 지향과 디지털개혁의 구체적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스
가 정권의 경제정책 목표와 계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는 향후 일본경
제의 체제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장은 아베노믹스, 코로나
19, 스가 정권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2020년 일본경제를 분석하는 한편, 2019년 7월
이후의 한일 무역분쟁의 맥락에서 2020년 한일경제관계를 조망한다.

2. 아베노믹스 8년
(1)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변동
① 아베노믹스의 등장
2012년 12월에서 2020년 9월까지 만 8년 가까이 지속된 제2기 아베 정권은 ‘아베
노믹스’의 경제정책을 통해 일본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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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020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8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출마하였을 때 제시한 내용으로 세 개의 화살의 조합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재선거 승리로 자민당 총재에 취임한 아베는 12월 중의원 선거
이후 총리로 복귀하였고, 그가 자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주장하였던 세 개의 화살은 제2기
아베 정권기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초기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전략이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로 제시되었다.
②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에 대한 일본 국내의 경제담론 논쟁에서 리플레
이션파의 정책이념에 기대어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리플레이션파로는 하마다 고이치
(浜田宏一), 이와타 기쿠오(岩田規久男), 하라타 유카타(原田泰), 혼다 에츠로(本田朗) 등
이 있다. 구조개혁론자들이 일본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에, 리플레이션
파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기대응 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보다 급선
무라고 보았다. 리플레이션파의 처방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적극적 경기부응책이었
고, 그 구체적 방법은 통화팽창이었다. 2007년 총리에서 물러난 후, 아베는 경제 이슈
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리플레이션파의 정책이념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아베 정권 출범 후, 대표적 리플레이션파 경제학자인 하마다 고이치와 혼다 에츠로가
내각관방참여로 임명되어, 아베노믹스의 실행에 도움을 주었다.
③ 대담한 금융정책이 핵심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제1의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이었다. 금융정책
의 담당 주체가 일본은행이라는 점에서 일본은행 지도부의 정책노선이 아베 총리의 정
책노선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했다. 운이 좋게도,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후 곧바로 일본
은행 총재 인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의도한 금융정책 추진에 동의하
는 일본은행 지도부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아베노믹스의 시작은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 추진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69

일본정세 2020 (JAPAN REPORT 2020)

④ 일본은행 금융완화의 변화 속 장기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을 ‘양적·질적 금융완화’로 불렀다. 2013년 일
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에서, 양적완화는 통화량을 매년 60-70조 엔씩 확대한
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질적완화는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국채를 장기만기
까지 확대하고 리스크자산도 매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
책은 2014년 10월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2014년 4월에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이
야기한 경기감속에 대응하는 것으로, 금융완화의 양적, 질적 내용을 강화한 것이었다.
2014년 10월 이후 일본은행은 통화량 증가를 매년 80조 엔으로 확대하였고, 국채,
ETF, REIT 등의 매입액도 증가시켰다.
제2기 아베 정권기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2016년 2월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16년 2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다. 3년여에 걸친 완화정책에도 당
초 목표한 물가상승률이 달성되지 못하자 금리 인하를 정책조합에 추가한 것이다. 하지
만,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권의 실적 악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국채 이자도 마이너스
로 전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기존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후 장단기 금리조정을 통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
추진을 발표하였다. 단기금리는 현행대로 마이너스 수준(-0.1%)을 유지하되 장기금리
가 0% 정도를 유지하도록 장기금리의 목표치를 정하였다.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국채매입량 조절 계획과 그 수단인 ‘신형 오퍼레이션’ 도입도 공식화하였다. 또한,
일본은행은 물가상승율 2% 목표의 2년 내라는 시간적 제한을 폐기하고 금융완화정책
의 장기화 돌입 입장을 천명하였다.
⑤ 아베노믹스 2단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아베 정권은 2015년에
아베노믹스 2단계 진입을 천명하였다. 2015년에 제시한 제2단계 아베노믹스도 그 세
부 내용으로 세 개의 화살을 제시하였다.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강한 경제 구축,
출생률 1.8 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개호이직제로 달성을 위한 사회보장 구축을 새로운
3개의 화살로 내세웠다. 기존의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하나로 묶어 강한 경
제라는 하나의 화살로 통합하고,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두 개의 화살을 덧붙여 새로운
3개의 화살을 정립한 것이다. 금융완화는 일본은행에 의해 계속 실행하는 한편, 일본의
장기적 구조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노동, 여성,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개혁을 아베노
믹스에 녹여 내고자 한 것이다.
70

Ⅲ. 일본경제 ･ 한일경제관계

⑥ 경기부양과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대응
아베노믹스 제2단계 제시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적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볼 때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정책 내용을 변동시켜서 정책 실패에 대한 가시
성을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단기적 목표
가 아닌 일본의 인구구조변동과 관련된 장기적 정책 비전과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한
다는 차원에서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는 당초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일본경제의 활력을 찾자
는 목표로 추구되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2단계에 들어서 아베노믹스는 인구구조변
동에 대응하는 일본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하는 것으로 성격이 변모하였다.
⑦ 주가상승과 엔저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주가상승과 엔저다. 아베 정권
관계자들은 주가상승을 언제나 자신들의 성과로 강조하여 왔다. 또한 아베노믹스에 호
의적인 평가자와 부정적인 평가자 모두 엔저를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이 야기한
결과임을 인정한다.
주가상승은 아베 정권 수립 이전에 아베 정권 등장 후에 실시될 적극적 금융완화의
도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아베 정권 내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본은행이
직접 주식시장에 매입자로 역할을 한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2013년에서 2015년
까지의 엔저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의한 효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의 주가 지수와 엔화 동향은 아베노믹스 정책내용의 영향보다
국제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2015년 브렉시트는 전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오면서 일본 주식시장에도 주가하락을 야기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 불안
정성에 대한 우려는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엔고를 야기했다. 하지
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을 가져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 적극적 재정지출 예상, 미국 연준의 금융완화정책 종식, 미국의 경기상승과 동반된
세계경기의 개선으로 일본의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한편, 엔저 경향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
다. 아베 정권 관계자들이 꾸준히 주가지수와 엔저를 아베노믹스와 연결시켜 설명해 왔지
만, 2015년 이후 주가지수와 엔화변동은 국제시장 동향과의 연결성이 매우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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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일본 니케이지수 변동 추이 (2012-2020)

출처: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

<그림 III-2> 엔의 실질실효환율 변화 추이 (2012-2020, 2010년=100)

출처: 日本銀行 (https://www.boj.or.jp/statistics/market/forex, 2/jikko/index.htm/)

⑧ 저온호황: 아베 정권기의 일본 경기 동향
아베노믹스의 구체적 정책목표인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달성되지 못했다.
2014년 4월 1차 소비세 인상이 야기한 민간소비 정체와 성장 둔화는 아베노믹스의 목
표 달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내각부의 경기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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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서 2012년 11월부터 시작하는 제16순환은 2018년 10월까지 확장 국면으로 파
악된다. 2000년대 초중반에 73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제14순환의 경기확장 국면을 넘
어서 일본 역사상 최장기 호황국면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명
확하게 경기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지속”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창민, “‘저온호황’의 출현과 아베노믹스의 방향전환”). ‘저온호
황’이라 명명되는 이 현상은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게 만든다. 성공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지만, 실패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경기가 지속되었
다.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 1차 인상 후, 일본의 경제 여건은 아베 정권이 기대한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크게 나빠지지도 않으면서 유지되었다.
⑨ 수출에 대한 엔저의 제한된 영향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는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왔지만, 엔저가 일본의 수출
증가와 직결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2015~2017년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외수 부분의
기여도가 높았는데,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가 외수 확대를 만들었다기보다 2015년도에
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핵심적이었고 2016~2017년에는 세계경기의 반등
에 기인한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외수 부분은 글로벌 경기 동향과 유가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주목할 지점은 2018년 중반 이후로 외수 부분의 기여가 저조해
진 점이다. 중국경제는 2018년부터 과잉채무 조정 요인에 더해서 미중무역마찰로 성장
률이 다시 저하되었다. 또한 미중무역마찰은 2019년 미국의 성장률에도 악역향을 주었
고, 전세계적인 성장저하를 야기했다. 2018년 이후의 전세계적인 성장저하 속에서 일
본의 수출도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⑩ 내수 부분의 현상유지
아베노믹스의 당초 목표와 부합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내수 부분은 작은 규모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었다. 우선 2018년 이후 발생하고 있는 수출 부진이 설비투자 감
소로 직결되지 않고 있었다. 과거 수출 감소 국면에서 발생하던 설비투자 감소가 2018
년 이후 국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8~2019년 수출 감소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인구구조변동으로 인한 구인란 속에서 일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측면의
설비투자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개인 소비와 내수지향
비제조업 부분은 현상을 유지하는 등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 소비와 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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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견고함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순환
구조가 작은 규모로나마 발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⑪ 재정여건 개선
일부 우려와는 달리 아베 정권기에 일본 정부의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아베노
믹스 1단계의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를 악
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아베 정권은 글로벌금융위기 국면의 재정확장 속에서
시작된 연간 100조엔 가량의 세출규모를 유지해왔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야기한 사회
보장비용의 증가로 인해 세출 부분에서의 제약성이 큰 상황이다. 즉, 세출 부분에서 재
정여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정권기의 재정여건 개선은 세출 부분이 아닌 세
입 부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우선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세수의 대폭 증가가 발
생하였다. 하지만, 소득세 이외에도 소득세수와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도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소득세수와 법인세수의 증가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3> 일본회계세수 변화 추이

출처: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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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노동시장 여건 개선은 인구구조변동 요인의 영향
아베 정권은 그 성과로 노동시장 여건 개선 특히 실질적 완전고용 상태의 달성을 강
조하지만,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단순히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
다. 아베 정권 초기의 엔저와 주가상승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기에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볼 수 있지만, 노동시장 여건 개선은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구
구조 변동의 요인에 크게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이래로 15~64세 남성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가능인구 감소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핵심 요인이다. 그렇지만, 노동가능 남성 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여 노동 공급의 축소 속도를 조절한 점은 아베 정권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2) 아베노믹스와 지체된 개혁
① 아베노믹스에서 구조개혁의 의미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었고,
1단계의 성장전략과 2단계의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 개혁 목표는 구조개혁 추진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고려가 당초부터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구조개혁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목표에 얼마나 진지하게 담겨져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대응 차원
으로 아베노믹스 2단계의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 개혁이 2015년 이후 일본재흥전략으
로 제시되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8년여의 집권 기간
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다.
② 비판회피의 속도 조절
아베 정권은 경제사회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
다는 구조개혁론을 표면적으로 수용했지만, 구조개혁을 정책적으로 실시할 때 발생하
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제고하기 위
한 제도개혁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수혜 축소와 부담 분배가 가져올 정치적 리스크를 극히 우려했다. 오히려
농협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에서 부담 분배가 필요한 개혁 내용들은 개혁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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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존 수익 수혜자들에 대한 이익 제공과 세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구조개혁이 아베 정권 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는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자민당에 가져왔던 정치적 타격과 그에 대한 기억을 들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점진성
경제사회 분야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과제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아베
정권 이후가 논해지는 시점인 2019년에서야 정책과제로 표면화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연금과 의료의 복지수혜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는 안이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으로 구체화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
적 관점에서 아베 정권의 정치적 유산이 될 사회보장 개혁을 정권 막바지에 하는 것이
아베 정권 당초부터의 의도였고, 아베 정권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 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 정권은 전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속도를 제
어하면서 대폭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가시성이 높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도개혁 측면에서는 점진적 제도개선이라는 전후 일본 종래의 패턴에 입각해
있다.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대폭적 제도 변경을 피한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은 전후
일본 보수정권의 연속성에 서 있다. 획기적 변화와 거리가 있는 아베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 분야의 점진적 정책 스타일은 벤처 진흥,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에서도 발견된다.
아베 정권의 강력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기가 일본의 경제사회 정책 분야에
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아베노믹스와 2020년 일본경제
2020년 일본경제에는 코로나19가 압도적인 변수로 작동하였다. 만약 코로나19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2020년 일본경제는 2019년 19월 소비세 2차 인상, 2020년 여름
의 도쿄올림픽, 미중 무역마찰, 미국·유럽의 금융정책 변화 등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
었을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의 일본 경기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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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코로나19가 배제되었을 때, 2020년 일본 경기 동향의 초반 핵심 변수는 2019
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 2차 인상이었다. 2014년 4월 1차 인상이 당시에 일본 경기
부양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소비세 2차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면서 소비세 2차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
력하였다. 2019년 4/4분기 경기 동향을 보았을 때 소비세 2차 인상은 1차 인상에 비
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불어 외수 부분에서 2018년 이
래로 수출 감소의 영향을 야기하던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는 일본 경제의 또다른 부정
적 요인이었다. 반면에 2020년 여름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인바운드소비를 증가시키면
서 2020년 일본 경기를 진작시킬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금융완화의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연준이 2014년
부터 추구한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 흐름은 일본은행에게 금융완화정책의 출구전략
타이밍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었다. 미국 연준은 2014년 자산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해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단기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자
산축소 개시로 나아가면서 금융완화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연준이 다시 금융완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일본은행
의 금융완화정책 출구전략 타이밍 문제는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 꾸준히 천천히 진행되어 온 구조개혁
계획도 후순위로 놓이고, 정책의 초점이 고용과 사업 지속으로 변화하였다. 아베노믹스
는 그 자체로 일관된 성격이 아닌 다양한 정책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격
을 평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베노믹스라는 슬로건 하 아베 정권의 경제정
책이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에 대한 평가가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로
인해 곤란하게 되었다. 아베 정권 초기에 비교적 선명하던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
과 일본 경제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투명해졌고, 금융완화 정책
은 경기부양이 아닌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책으로 성격을 변모하여 지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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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와 2020년 일본경제
(1) 코로나19의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
① 일본의 2020년 성장 저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는 2020년 일본경제의 가장 큰 변수였다. 코로나19로 일본
경제는 다른 국가·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활
동 자체가 감염 확대를 야기하는 딜레마 속에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수요 부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글로벌금융위
기나 공급망 자체의 혼란을 초래한 동일본대지진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대한 동시적 충격이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0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된다. -5.3% 성장률을 전망한 다이와총연(大和
総研)을 비롯해 대부분의 일본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은 대동소이하다. -5.3% 성장
률은 IMF의 2020년 10월 예측치와 동일하다. 내각부가 발표한 2020년 3/4분기까지
일본의 GDP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4분기에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가장 부정
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환산 실질 GDP가 2019년 4/4분기에 529조
6,012억 엔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 1/4분기는 526조 5,917억 엔으로 소폭 감소하
였고, 2/4분기에는 483조 6,417억 엔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3/4분기에는 다소 반등하
여 507조 6,157억 엔을 달성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치로 회복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GDP성장률(전기대비, 실질, 계절물가조정, 연환산)은 2020년 1/4분기
에 –2.3%, 2/4분기에 –28.8%, 3/4분기 21.45%를 보여주고 있다. 4/4분기는 2.2%
성장으로 예측된다. 2020년의 흐름 속에서 일본경제는 코로나 감염확대의 흐름 속에
2/4분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회복적 흐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코로
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②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세계 비교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악영향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이 2020년에 경기감속을 경험했다. G20 국가들 중에 코로나19 확산
경험이 가장 빠르며 확산 감소세도 가장 빠른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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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 경기부진이라는 공통점 속에
서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국가·지역마다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경기 전망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경기 전망을
비교하면 코로나19가 각 국가·지역에 준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IMF의 2019년 10월
시점의 2020년 경기전망과 2020년 10월 시점의 2020년 경기전망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아주 큰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코로나19의 경제 저하 영향이 크지만, 일본은 다른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들에 비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의 규모가 적은 편이다.
<그림 III-4> 코로나19의 경제성장에의 영향 비교
(2020년 성장률에 대한 IMF 2020년 10월 전망치 – 2019년 10월 전망치)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10, 2020/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

③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도의 요인
코로나19 확산은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의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활동의 정도
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활동에 대한 규
제의 정도와 코로나19 확산의 정도는 국가·지역마다 편차를 보인다. 글로벌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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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사회활동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소트프락다운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사회활동 규제가 약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비교적 관리한 사례이다. 정부의 사회활동 규제가 강한 하드락다운 유형에 속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강한 규제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제 위축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은 ‘방역과 경제의 양립’ 목표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20년 4월 긴급사태 발령 후 약 한 달간 일본 사회활동의 위축은 2/4분기 경기하
락의 핵심 요인이었다. 하지만, 그 후 일본은 사회활동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완만한 사회활동 규제 속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2020년
일본의 수입이 수출에 비해서 감속 폭이 적었다는 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에 전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4월과 같은 사회활동 규제
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분명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
다. 그 결과 2021년 1월 긴급사태선언을 다시 선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④ 실업율과 기업도산 동향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과 사업 지속성이었
다. 하지만 일본의 2020년 실업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19가 일본 고용시장에 크게 부정
적인 결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경기 부진은 일본에서 실업
률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고용형태별 고용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때, 코로나19가 일본 고용시장에 준 영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에 정규
직 고용자수는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줄어들지 않고, 고용인원의 총량을 유지하고 있
다. 반면에 비정규직 고용자수는 2020년에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큰 폭의 축소는
아니지만, 코로나19는 비정규직의 고용 조정이라는 형태로 고용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일본 기업의 수익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가 도산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강하지 않다. 2020년 기업 도산 수는 예년과
유사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업도산 수가 미묘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와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기업 도산의 수도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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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도산을 막는 것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중심이었다. 2020
년 고용 관련 지표와 기업실적 관련 지표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바로 표면화되지 않는
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 경제대응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는 해석의 증
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후술하듯 인구구조변동과 연관된 만성적 구인난, 기업의
막대한 내부 유보금과 같은 일본경제의 구조적 여건이 코로나19가 고용과 기업활동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아내는 요인으로 작동한 측면도 크다.
<그림 III-5> 실업률 추이 비교 (OECD, 한국, 미국, 일본)

출처: OEC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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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고용형태별 고용자수 변화 추이
(전년도 동월 대비 고용자수 변화, 단위: 만 명)

출처: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https://www.stat.go.jp/data/roudou/index.html)

<그림 III-7> 기업도산 추이

출처: 東京商工リサーチ 全国企業倒産状況 (https://www.tsr-net.co.jp/news/stat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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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과 구조적 조건
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국제 비교]
전세계 모든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
였다. 재정지원과 금융 지원의 조합으로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일반적
이다. 각 국가의 경제규모 대비 경제 지원 정책의 양적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또한 그 지원도 2020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신속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III-8>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의 국제비교

출처: IMF, Fiscal Policies for a Transformed World
(https://blogs.imf.org/2020/07/10/fiscal-policies-for-a-transformed-world/)

② 제1차와 제2차 보정예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의 핵심은 4월의 제1차 보정예산과 5월의 제2
차 보정예산이었다. 25조7천억 엔 규모의 제1차 보정예산과 31조9천억 엔 규모의 제2
차 보정예산의 합계 규모는 당초 2020년 일반회계예산의 50%에 준하는 막대한 규모
이다. 2020년 1월에 성립된 2019년도 보정예산 3.2조 엔을 합하면 60조9천억 엔의
큰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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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와 제2차 보정예산 모두 초점은 고용과 사업의 지속에 있었다. 제1차 보정예산
25조6천억 엔 중에서 19조 엔 이상이 고용 유지와 사업의 지속에 사용되는 항목에 속해
있다. 19조 엔 중에서 13조 엔 정도가 개인당 10만 엔의 개인급부이며, 그 외에 고용
조정조성금과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차
보정예산 32조 엔의 중심에도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존재한다.
③ 보정예산 편성에서의 재정규율
보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1인당 10만 엔의 지원금 지급 결정이
었다. 당초 정부와 자민당은 선별적으로 세대당 30만 엔 지급을 모색하였다. 아베 총리
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4월 3일 회합에서 정리되어 4월 7일 각의 결정
된 제1차 보정예산 계획안에는 수입이 일정이상 감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0만
엔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4
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엔 일괄지급을 주장하였고, 이 안
은 당초 3월부터 공명당에 의해 주장되던 것이었다. 아베 총리가 4월 16일 전국 일률
1인당 10만 엔 지급안을 수용하고, 각의결정된 보정예산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예외적
으로 밟았다.
1인당 10만 엔 지급안의 수용은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규율에 대한 고민은 정부 내에서나 사회 여론에서도 크
지 않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 엔 지급하는 것은 당초 계획보
다 큰 재정 지출을 요한다. 한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정규율에 대한 고민은 일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2차 보정예산에는 10조 엔 규모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적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1년 일반회계예산의 10%에 가까운 액수를 국회의 검증없이 행
정부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보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본의 느슨한 재정규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위기시에 사회 내의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보정예산의 적극적 편성
은 국가부채 증가가 상시화 되면서 이미 재정규율이 느슨해진 상황과 연속된다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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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9> 일본 세출, 세입, 국채발행 추이

출처: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0년 7월

④ 양적완화 지속 속에서 윤택한 자금
코로나19 속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추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흐름
이다. 코로나19는 금융완화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미국도 다시 금융완화를 재개하게
만들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금융완화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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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변모하여 지속되었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책자금을 통해 기
업활동을 보조하였다. 실질무이자, 무담보, 거치최대 5년의 정책융자가 일본정책투자
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을 통해서 조달되었다. 더불어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의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협력하도록 유도하였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아
베노믹스의 무제한적 금융완화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19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금융완화를 상당 기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⑤ 만성적 인력부족과 기업의 내부유보의 조건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영향이 일본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활력
없는 일본 경제의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제어하는 요인은 만성적 인력부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이 투자에
쓰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쌓아둔 내부유보금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반년 동안 479조 엔의 내부유보금이 459조 엔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20조 엔의 내부유보금이 각 기업 수준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완화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추측 가능하다.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구인란이나 미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투자 대신 쌓아놓은 막대한 내부 유보금은 일본경제가 활력
을 찾는데 장애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역설적이게도 일본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4. 스가 정권 경제정책의 성격
(1) 스가 정권의 경제정책 지향
① 스가 정권에 대한 낮은 기대
2020년 9월 16일 출범한 스가 정권이 독자적 색깔을 지니는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
이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베 총리의 퇴임이 그의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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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어났기 때문에, 스가 정권 출범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스가 요시히
데(菅義偉) 본인이 포스트 아베 후보군 중에서 두드러진 인사가 아니었었다. 포스트 아
베로 논해지던 후보군 중에서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스가가 당선
될 것이라는 예상은 2020년 상반기까지 주류가 아니었다. 총재선거가 갑작스레 이루어
지면서 수립된 스가 정권에 대해서는 독자색을 지니고 국정운영을 이끌 것이라는 관점
보다는 아베 정권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스가 정권은 경제정책에서도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
배적이었다.
또한 장기간 관방장관을 역임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운영능력은 인정받았지
만, 스가는 자신만의 정책지향을 보여준 적이 없다. 물론 관방장관의 자리에서 자기만
의 정책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스가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일부
보수인사로부터는 국가관이 없다는 심한 평가도 받았다. 따라서 스가 정권이 정책 지향
점을 선명하게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는 부재했다. 전반적으로 스가 개인에 대한 박한
평가와 스가 정권의 임시적 성격에 대한 평가 속에 스가 정권의 정책지향에 대해 특별
히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스가 정권의 핵심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정책은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이외의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더
불어 고용과 사업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성도
대두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즉, 위기 국면에서 개혁을 내세우는 것이 현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아베 정권이 추구하였던 경제정책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적합한 가운데, 총리가 변하였다고 해서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지향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웠다.
② 예상 밖의 강한 구조개혁 슬로건
물론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스가 후보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지역금융의 재편, 행정개혁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부터 스가 후보의 이런 공약에 대한 당내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노믹스의 경제효과가 대기업, 대도시에서 중소기업과 지방도시로 확
산되지 않는다는 평가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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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분배지향적 경제정책을 선호하였다. 스가 후보와 달리 기시다
후보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소득 격차시정과 중산층에 대한
분배 강화를 주장했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후보는 내수중심의 경제 건설과 지방분
산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시다, 이시바에 비해 스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을 자
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표명하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실행
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아베 정권의 연장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스가 정권에서도 큰
폭의 변화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컸다.
9월 16일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각의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와 그 연결’이라면서 칸막이 행정, 전례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기
득권익에 얽매이지 않는 규제개혁에 전력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임시 내각적 성격과 코
로나19 대응이라는 긴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정권의 초점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10월 26일 국회에서의 총리소신표명연설에서도 계
속된다. 스가 총리의 구조개혁에 대한 강조는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2001년 고
이즈미 총리의 등장을 연상시켰다.
③ 정책회의 재편
구조개혁에 대한 아베 정권의 소극성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를 중요시하는 정책지향성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스가 총리의 언설은 스가 정권이 경제정책 관련 정책회의
를 재편하면서 현실감을 얻게 되었다.
아베 정권은 민주당 정권기에 운영이 중단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켰지만, 경제
정책 결정의 주요무대는 일본경제재생본부였다. 아베 정권에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경제산업성 출신들이 일본경제재생본부를
통해 정책의 주도성을 쥐고, 일본경제재생본부 산하의 산업경쟁력회의/미래투자회의를
통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전략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스가 총리는 10월 16일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경제재생본부를 폐지하고 성장전략회
의를 신설하여 일본경제재생본부와 미래투자회의가 하던 역할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회의 재편은 아베 정권의 중추에 있던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를 대표하는 경
제산업성 인사들과 스가 정권이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와 같은 구조개혁론자들을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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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회의의 중심인물은 다케나카이다. 다케나카가 아베 정권기의 산업경쟁력회
의의 멤버이기도 했지만, 그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산업정책 중심 경제정책에 회의
적이고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정책지향을 지니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에 다케나카가
총무대신을 할 때 스가가 부대신으로 인연을 맺었고 다케나카 후임으로 스가가 총무대
신으로 취임한 적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 다케나카의 구조개혁 정책 실행 경험을 비추
어볼 때 스가가 다케나카에게 경제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맡긴다면 , 예상보다 스가 정
권기 경제정책의 내용이 과감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었다.
④ 코로나19 상황 속 개혁의 제한성 전망
성장전략회의는 12월 1일에 실행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초
점에 두고,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민간부분의 디지털화에 대한 집중투자, 탈탄소사회
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장전략회의의 초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확대에 주어져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태전환과 사업 재구축을 촉진하
는 보조금 신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M&A를 지원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개혁적 성격이 다분하다. 스가 총리가 자
민당 총재선거 후보 시절 언급했던 중소기업 재편의 주장이 정부 정책 내용으로 포함되
게 되었다.
하지만, 스가 정권의 구조개혁은 중소기업 재편과 후술하는 디지털개혁을 비롯한행
정개혁 등 일부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부지출 축소와 사회보
장개혁을 통한 수익자 부담 증가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면
서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서 정부 비용을 축소한다는 개혁을 급격히 추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1년 이내 중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2020년 마지막 넉 달 동안 스가 정권은 구조개혁 지
향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아베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다만 스가 정권이 아
베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구조개혁은 몇몇 분야에서만 속도감 있
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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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개혁의 향방
① 전면에 등장한 디지털개혁
스가 정권의 간판정책은 디지털개혁이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청 신설이 있다. 총재선
거 과정에서 공약하던 디지털청 신설은 내각개조 과정에서 디지털개혁상의 포스트 신
설로 이어졌다. IT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가
디지털개혁상에 임명되었고, 그를 실장으로 하는 내각관방 산하 디지털개혁관련법안준
비실이 9월 30일 설치되었다. 2021-22년 사이에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청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스템의 통일,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 행
정수속의 온라인화,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IT활용의 규제완화 등 공공 행정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개혁은 도장 활용에 대한 행정개혁과 더불어 코로나19 시대의 일본 사회에서
큰 공감을 얻게 되면서, 추진의 탄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개혁의 중심인 행정
의 디지털화 구상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가장 근래에는 중앙정부 행정수속의 전자
화 원칙을 규정하는 디지털패스트법이 2019년에 성립하였고, 이 법에 기초해서 디지털
거버넌스 실행계획이 2019년 12월에 각의결정된 바 있다. 이 계획의 공정표에 따르면
2024년도 중에 중앙정부 행정수속의 9할이 전자화되어야 한다. 스가 정권의 디지털개
혁은 당초 추진되던 디지털개혁의 추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행정부분의 디지털개혁 추진에 확실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디지털화의 중소기업 확산 계획
스가 정권은 디지털개혁을 행정부분에서 끝내지 않고, 일본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에 확산시켜서,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 향상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한다. 디지털개혁은
행정개혁을 넘어 성장전략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11월 19일 성장전략회의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 포인트는 일본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국제적으로 낮은 점, 일본
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점, 일본 기업의 디지털화(DX)가 미
국과 비교할 때 더딘 점이었다. 성장전략회의의 결론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
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 핵심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화에 있
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과잉노동을 디지털화를 통해 줄여야한
다는 전형적인 구조 개혁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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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화 촉진 필요성은 스가 정권 출범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론
과 연계되어 아베노믹스에 일부 담겨져 있다.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제는 ‘제4차 산
업혁명에 대해서’이다. 일본재흥전략 2016은 산업경쟁력 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화를 통한 일본의 성장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투자전략 2017과 미래투자전략
2018은 디지털화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society 5.0’을 부제로 사용하고 있다. 2019
년의 성장전략에도 ‘society 5.0’이 핵심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
략들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 혁신 주체는 대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과 연관된 기술을 생산현장에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지점에 주로 등장한다.
12월 1일 성장전략회의의 실행계획에 중소기업 사업재편과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 계획이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확산 주장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
략들 속에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스가 정권에 들어와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행정부분의 디지털화의 진행 가능성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화가 민간 중소기업 부분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스가 정권은 기
대하고 있다.

(3) RCEP 타결과 일본
① 2020년 RCEP 정상회의
2020년 11월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하였다. RCEP이 발효되기까지
각국의 국내 승인 과정이 남아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상품시장 양허 측면에서 RCEP은 일본에게 한국,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동아시아의 촘촘한 양자 FTA 네트워크 속에서, 일본에게 마지막 과제
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과의 FTA 체결이 RCEP을 통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
다. 중국과 양자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RCEP 타결은 일본
에게 관세분야에서 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일본 입장에서 FTA 미체결 속에서 상대적
고관세국인 한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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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RCEP 합의에서 TPP와는 달리 5대 민감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
품, 당제품)의 양허 제외를 인정받았다.
② 동아시아 무역질서와 일본
RCEP 정상회의 후 스가 총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혼미하고 내향적 지향
이 강해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RCEP 타결에서 스가 정권의 정책지향이 특별히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권의
연속 선상에서 국제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하지만, RCEP에 대한 일본의 속내는 간단하지 않다. RCEP은 동아시아 자유무역 플
랫폼을 둘러싼 중일, 미중 경쟁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2000년대 초중반 중국 주도의
EAFTA(ASEAN+3을 대상)와 일본이 주장한 CEPEA(ASEAN+6를 대상) 사이의 경쟁
구도가 2000년대 후반 TPP의 등장으로 형해화된 후, ASEAN+6를 범위로 하는 새로
운 플랫폼으로 등장한 것이 RCEP 구상이다. RCEP은 중국에게 TPP에 대한 대안적
의미였다. 중국은 과거 유보적이었던 ASEAN+6 범위의 다자화 논의에 동의한 것이다.
2010년대 들어 TPP 중심으로 무역규범 자유화에 적극 나섰던 일본에게도 RCEP은 자
신이 당초 주장했던 ASEAN+6의 플랫폼의 형태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더
라도 부정적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TPP 탈퇴를 비롯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야기
하는 불확실성을 헷징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아베 정권 후반기에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여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RCEP에 대한 일본의 수용적 태도도 이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즉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도 헷징 차원에서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RCEP과 CPTPP를 동시
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RCEP에서 인도가 빠지게 되면서 RCEP이 중
국의 주도하에 흘러가는 것을 견제할 RCEP 내 일본-호주-인도 협력 구상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일본에게 향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RCEP은 실질적으로 한중일이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RCEP의 상품시장 양허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RCEP에는 CPTPP와 마
찬가지로 투자규정, 원산지규정, 디지털무역규정 등의 무역규범 논의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 그 논의가 고도화될 것이다. TPP와는 달리 현재 RCEP과 CPTPP는 무역규범
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규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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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무역질서에 어떻게 재관여할지,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되는 가운데, 일본은 CPTPP와 RCEP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동아시아 무역질서
를 둘러싼 미중경쟁 속에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5.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한일관계
(1)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실시의 논리
① 리스트규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을 향한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大韓民
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를 발표하였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레지스
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대 한국수출 시,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3년간 유효)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7월 4일부터
한국에 상기 3개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수출 1건당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 III-1>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중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
품목

주요 용도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스마트폰 액정, 유기EL 패널 등의
필름 재료

레지스트(감광재)

반도체의 노광 공정에 사용(감광재)
* 이번 규제 대상은 EUV(극자외선)
레지스트임.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세정공정에 사용(에칭가스)

주요 일본 공급업체
JSR, TOK, Shinetsu Fuji Film,
Sumitomo Chemical
Stella Chemifa, Morita Chemical

② 캐치올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리스트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
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시행령(政令)안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였다(7.1∼7.24).
그 후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결정을 내리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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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안전보장 수출관리제도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
국환법)에 근거하여 리스트 규제와 非리스트 규제(Catch-all 규제) 2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2019년 여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
실시에서 시작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캐치올 규제 적용으로 확대 적
용되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의 수출무역관리
령 자체를 바꾸어 대상 지역 구분을 2가지 종류에서 4가지 종류로 바꾸었다. 각의 결정
후 현실적으로 한국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타켓팅한 제도 개편이었다. 캐치올규제를 예외조치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
게 되면서 한국 기업은 대일 수입에서 일본 정부에게 포괄적이면서 자의적일 수도 있는
규제를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III-2>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각의결정 전후 제도 대상 구분 비교
분류

각의 결정 이전
화이트국

각의 결정 이후

기존 화이트국가(수출령 별표3), 총 26개국(한국 제외)
총 27개국 그룹 A
(한국 포함) 그룹 B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일정 요건 충족 국가(한국 포함)

지역
구분 비화이트국 화이트국 외 그룹 C
그룹 A, B, D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국
(일반국가)
잔여국
그룹 D 수출령 별표3의2(UN 무기금수국), 별표4(이란, 이라크, 북한)

③ 수출규제 논리의 변화
규제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놓은 논거가 이치
에 맞지 않았다. 한국 측이 일본의 소위 ‘수출관리 엄격화’를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와 상관없다는 입장
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수출관리 엄격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신뢰관계의 훼손’이라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뢰관계 훼손의 구체적 내용
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2019년 7월 상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7월 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었다. 아베 총리 본인이 참의원 선거의 당수
토론대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논할 때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였다. 경제산업성이 7월 1일에 발표한 내용의 문맥을 보면 ‘신뢰 훼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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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와 다른 사안에서 기인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6월
G-20 정상회담이 지난 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항조치’를 실시하
겠다고 언급하여 왔고, 3월 일본 국회에서 ‘대항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수출관리 엄격화’가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
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임은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곧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논리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로 초점이 바뀌었
다. 7월 7일 일본 미디어에 불화수소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우려가
보도되었고,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언급하였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7월 4일 TV
인터뷰에서 한국, 독가스, 불화수소, 북한을 연결시키는 언급을 내놓았다.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미비에 대한 주장은 증거도 불확실한 의혹 수준에 머무른다. 심지어, 의혹
제기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적발한 문제 사례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7월 12일 한국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면
담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규제가 미흡하고, 이와 관련하
여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양자협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3년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렇듯 일본 측의
논리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부실과
연관지어, 수출규제조치가 ‘안보화’되는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편, 한국의 행정체계가 부실하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④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미디어 논조의 변화
일본 정부에 의한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7월 초만 하더라도 일본 매체에서 경제보
복에 대한 우려의 보도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종합지 중에서 마이니치신문이나
아사히신문이 외교적 해법 모색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신문과
동양경제신보 등에서 일본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되
었다. 경제문제에만 국한했을 때 갈등 해법의 주체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는 의
견도 많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략물
자 관리 차원의 행정조치라는 주장을 한 이후에, 일본 매체들에서는 일본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수용
해야 한다는 논조가 비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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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비판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 매체가 제기한 우려 사항 또는 비판 포인트는 1)
일본 수출 기업의 피해, 2) 글로벌공급망을 통한 일본 산업 활동에의 부정적 영향, 3)
한국의 탈일본화에 대한 우려, 4) WTO 제소의 가능성 문제 등이었다.
7월 3일부터 개별 수출 허가 제도 하에 들어간 3개 품목을 보면 일본의 전세계 점유
율이 매우 높았다(폴리이미드 70%, 레지스트 80%, 불화수소 80-90%). 이들 3개 품목
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일의존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플리이미드 94%, 레지스
트 92%, 불화수소 44%). 하지만, 반대로 3대 품목의 일본 주요 수출 기업(레지스트
-JSR, TOK, Shnetsu Fuji Film, Sumitomo Chemical, 불화수소-Stella Chemifa,
Morita Chemical, 플루오린 폴리이미드-JSP, Sumitomo Chemical)들에게 한국기
업들은 핵심 거래처이기도 했다.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일본기업의 경우 일본 정
부의 수출규제는 당장 자금 흐름에 타격을 주고 기업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야기한 비지니스 불안에 대해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동양경제
신보에 익명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서 이용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것도 이
러한 맥락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켜 일본 경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3월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로 다양한 경제적 조치가 있
을 수 있다고 아소 재무대신이 언급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산업 생산은 소재, 부품
조달의 네트워크가 심화되어 더 이상 나누어 볼 수 없고, 한국으로 가는 소재의 공급을
제한하여 관련 한국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 한국 기업에 대한 다른 일본 기
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한국 기업의 조달을 받아야 하는 여타의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
서 과점 위치에 있는 한국기업을 통해 전세계로 수출 규제의 부정효과가 확대되면, 일
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전세계의 부정적 인식이 제고되고 국제규범 준수를 주장해온 일
본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번 깨진 대일 조달의 안정성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 계속 존재해왔
다. 일본경제신문이나 동양경제신보에서 이러한 논의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
니었다. 특히 과거 삼성이 일본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기술발전에 사용했었던 경험을 볼
때, 한국 기업의 일본 소재 의존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효용의 문제이며, 효용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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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성의 상황에 접하게 되면 대일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탈일본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였
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이므로 WTO에 의해 인정
받는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WTO에 제소될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WTO 규정상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지만, 해당 정부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며 적용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허용되었을 때, WTO는 안보상의 이유는 명백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서 그러한 안보상의 명백한 위협은 당초부터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이러한 우려 사항들은 7월 중순 이후 일본 내
담론에서 강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일본 측의 실질적 목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법을 끌어낸다는 것이었고, 이 같은 목표에 대해 일본 사
회 내 큰 폭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교섭의 전개
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 정부는 탈일본화의 경제산업 정책과 더불어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적극적 외교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문
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가 부당한 경제보복임이라고 지적하고 강
제동원 피해자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론적 대응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열려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였다. 7-8월
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현상동결합의에 찬성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보복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단기결전을 모색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8월 22일 한
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였다.
8월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
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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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설명하였
다. 8월 2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관계
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 대한 공세적 태도는 9월 11일 WTO 제소까지 이어졌다.
② 지소미아 연장과 통상협의 개시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 실시는 한국 기업의 거래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결국 생산 효율성을 낮추는 제도장벽이 된다. 이러한 제도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의 논리에 준해서 협의에 응할 필요성
이 있었다. 전략물자관리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일본 정부가 프레임을 짜놓은 이상, 수
출규제에 관해 일본 측의 주체는 경제산업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산업성은 2019
년 7월 12일의 만남이 설명회였음을 한국 측이 인정해야 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산업자원부와의 협의 진행을 피하여 왔다.
2019년 11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발표하
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자격 복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진행될 것이며 그 동안 WTO 제소절차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관련 한일대화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수출관련 규제 등
에 당장의 변화는 없다”는 단서를 함께 내세웠다. 양자 발표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2019년 11월 이후 한일 양국 간에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통상당국의 협의가 진행
되었다.
③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과 WTO 제소 재개
통상협의 속에서 한국 산업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논리에 대응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대외무역법개정안(2020년 3월 18일 공포)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
치올통제를 명문화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020년
4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
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논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보여주었다.
2020년 5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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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5월 말을 답변기한으로 제시하였다. 5월 말까지 답변이 없자, 한국 정부는 6월 2일
WTO 제소를 재개하였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역사이슈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다
른 이유를 제시했던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는 난관에 빠진 것
이었다. 이는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수출규제 문제는 장기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2020년 한일경제관계
① 한일 무역동향
한일 무역관계의 장기적 추세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한
국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하락하는 양상이다. 한국의 대
일 수출과 수입의 양적 규모는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I-10> 한일 무역의 장기추세

출처: 한일경제협회, 일본경제동향 (http://www.kje.or.kr/index.php/user_info/economy_list)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은 한일 양국 무
역에 아주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중간재 수입이 곤란해지고,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일 양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적 무역량이
감소하는 와중에 한일 양국의 무역도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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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2020년 한일 양국의 월별 무역량 추이를 볼 때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
제 조치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출
부분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파악된다. 한편, 한국의 대일 수입은 2019년 7월 이후 완
만하게 수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 감소폭이 매우 적다.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전세계
적으로 무역 약세라는 점을 염두할 때, 한일무역분쟁이 기업간 무역거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III-11> 2019-2020년 월별 한일 무역 추세

출처: 한일경제협회, 일본경제동향 (http://www.kje.or.kr/index.php/user_info/economy_list)

코로나19의 영향은 2020년 1월과 4-5월 한국의 대일 수입 감소에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월 수입 감소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절정과 연관되
어 있으며, 4월과 5월 수입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제1차 유행과 결부되어 있
는 수치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한일 양국 무역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일 투자동향
일본 JETR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모두 2019년
에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45.3% 감소하였으며,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한일경제협회는 2019년 상대국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는 한일 양국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2018년, 2019년, 2020년 일본의 전세계 각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 규모의 추이 변화를 볼 때, 2019년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축소
가 두드러진다. 이는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감소한 것에는 전세계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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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일본의 투자추세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반면에 2020년
일본 해외직접투자 추세에서 한국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투자 감소가 일본의 전세계
직접 투자 감소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III-12> 한일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 추이

출처: 한일경제협회, 일본경제동향 (http://www.kje.or.kr/index.php/user_info/economy_list)

6. 총괄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금융완화 정책은 당초 목표하였던 물가상승율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지속된 경기상승 국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경기상승이 매우 미진하다는 점에서 ‘저온호황’
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 한편 아베 정권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로 아베노믹스를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아베의 퇴임 전에 코로나19는 이미 아베노믹스를 일본 정부 경제정책에서 비가시화
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에 대응하는 것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
었다. 아베 정권 내 유지되던 금융완화 정책은 아베노믹스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대응책 차원으로 지속되었다. 코로나19가 2020년에 일본경제의 수요부분과
공급부분 모두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전세계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가
2020년 일본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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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막대함은 전 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입증된다. 정부 재정지원이 고용과 기업활동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에서 기인하는 구인난과 기업
의 내부유보금 적립 성향과 같은 일본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일본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
2020년 9월 발족한 스가 정권은 당초 예상에 비해 구조개혁 노선을 앞세우고 있으
며,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이었던 일본경제재생본부를 폐지하고 성장전략
회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였다. 아베 정권의 연속적 성격으로 관찰되
던 스가 정권이 독자적 선명성을 보이는 모습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분야의 디지털개혁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추진의 동력을 가질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디지털개혁을 연계시키는 아이디어가 어
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한일경제관계의 역사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깨진 사례가 된다. 일본 측의 불투명한 설명 속에 한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었지만,
2019년 말 이래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논리에 맞추어 제도개혁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개혁에 대한 일본의 무반응은 일본이 당초 원하던
것이 전략물자관리 분야 제도의 운용 개선이 아니라 역사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고, 직접투자 분야에서 일부 그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무역 규모의 변화에 끼친 영향은 선명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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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사회 · 문화교류
박승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1. 개관
<일본사회·문화교류>의 장에서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도쿄올림픽의 향방, 한류
및 시민사회 교류, 한일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등을 통해 2020년 <일본사회>를 개괄하
고 한일 <문화교류>의 현황을 점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으나 치명률은 낮다는 점에 입각해 클
러스터(집단감염) 대책 및 중증자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밀폐, 밀집, 밀접
의 세 가지 밀(3つの密)을 피하는 자숙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며 사
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에 대응하였다. 감염 확산 속에서도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지속하는 등 ‘경제와 방역’의 양립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되
었다. 그리고 12월 이후 도쿄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의료핍박
의 문제가 심화되자 2021년 1월 7일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한다.
본 장에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도쿄올림픽 연기와 4월의 긴급사태선언, 고 투 트래블 캠페인과 2차 감염확산, 아베
총리 퇴임과 스가 내각의 탄생, 11월의 3차 감염확산 및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의 상황
에 주목하여 2020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1년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상황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드라마, K-POP, 한국문학의 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4차 한류’에
주목하고, 코로나19로 양국간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일 시민사회가 어떻게 교류
했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관련된 출판 상황을 개괄
하고, 2020년의 한국 및 한일관계에 대한 의식조사에 주목하여 한일국민의 상호인식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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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와 일본사회
<그림 IV-1>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추이 (아사히신문 2021년 1월 10일)

(1) 코로나19 발생부터 긴급사태 선언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월 16일이다. 코로나19 초기의 일본
상황 및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월 24일 일본외무성은 중국 후베이성
도항중지를 권고했고 1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
월 31일에 일본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입국거부를 표명했고, 2월 12일 중국 저
장성으로부터의 입국거부도 표명했다. 2월 26일에는 한국 대구시 등의 입국거부를 표
명했다. 3월 5일 중일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국민방문연기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전
역에서의 입국거부 표명했다. 3월 10일에는 이탈리아 등, 3월 11일 미국 및 유럽 26개
국의 입국거부를 표명했다.
일본 코로나19 문제는 2월 3일에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
스호로부터 본격화하였다. 크루즈선은 1월 20일에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홍콩, 베트남,
대만을 거쳐 2월 3일에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다. 1월 25일에 홍콩에서 하선한 승객이
30일에 발열하여, 2월 1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것이 2월 2일에 파악되었기
에, 탑승자에 대한 검역이 시작되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세계 57개국에서
선원 1,068명, 승객 2,645명 총 3,7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염자가 발견됨
과 함께 일본 정부는 탑승자 선내 격리 방침을 내렸다. 크루즈선이 밀폐 환경인데다
통풍관을 통해 선내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이므로, 격리조치가 선내 감염위험을 높이며
모든 승선자를 하선시킨 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보건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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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크루즈선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 음성 판정자를
2020년 2월 19~21일까지 순차적으로 하선시켰으며, 탑승자 감염이 속출하자 세계 각
국은 전세기 파견을 통해 자국 탑승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3월 1일에야 탑승자 전원
하선했고, 최종적으로 감염자 712명, 사망자 13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탑승자가 전원 하선한 시기는 일본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시기
와 겹친다. 2월 28일에 휴지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되므로 앞으로 휴지구매가 어려워
진다는 소문이 SNS로 퍼지고, 휴지 부족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WHO는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3월 30일 연예인 시무라 켄의 사망으로 일본 내 코로나19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체제에 있어 컨트롤타워라 할 조직은 1월 30일에 설치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후생
노동대신)’이다. 2월 14일에는 대책본부하에 전문가회의(좌장: 국립감염증연구소장)가
설치된다.
2월 25일 대책본부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즈기와 대책(물가에서 적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격리
및 차단을 의미)을 강구하였으나, 현시점에서 국내 복수의 지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소규모환자 클러스터(집단감
염)가 파악되고 있다. 대규모 감염확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염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
키기 위해서는 집단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써 환자 증가의 속도를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은 향후 환자가 급증하
는 것을 대비하여, 중증환자 대책을 중심으로 의료제공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다.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료관계자, 사업자, 국민의 협력이 강조된다. 바이러
스의 성질로서 비말감염과 접촉감염은 있으나 공기감염은 없으며, 특정인에서 많은 이
들로 감염 확대되는 사례도 있으나, 많은 사례에서는 감염자가 주위에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중증화 위험 및
치사율이 높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위험하며, 항바이러스 약이 없으며 신속진단을
위한 간이검사키트가 없다.”
2월 26일에 아베 총리는 대규모 이벤트 자숙을 요청하고, 2월 27일에는 3월 2일부
터의 전국임시휴교를 요청하였다. 이 조치는 전문가회의는 물론 관방장관이나 문부과
학성의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이기에, 비상체제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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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관저 중심의 톱다운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
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각의결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3월 26일에야 신형인플루엔자
등대책특별조치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미국질병통제예
방센터나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적인 정부조직 없이, 전문가회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이 정책을 전개하고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구조로 전개되었다.
감염확산에 따라 4월 7일 아베 총리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7개 도
도부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하였다. 이날 전국 코로나19 감염자수는 368명이었고,
첫 감염자 발생으로부터 긴급사태선언까지 일본의 확진자 수는 약 4,500명이었다. 4월
15일 후생성 산하 클러스터 대책반의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수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8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감염을 수습하려면 사
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반드시 80%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여 충격을 주었다.
4월 16일 긴급사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사람 간 접촉 80% 줄이기’로 조기에
코로나19의 확대를 억제하자는 목표. ‘자숙’에 따른 행동변용이 요청된다. ‘스테이 홈’
을 기본으로 밀폐, 밀집, 밀접의 삼밀(三つの密)을 피하고,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거
리두기 등 도시봉쇄 없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시민 개개인의 ‘자숙’이 요청된다. 4월
17일에는 466억 엔 예산의 일명 ‘아베노마스크’를 전 가구에 2장씩 배포하기 시작한
다. 사이타마시가 마스크 배포에 있어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 높아져 조
선학교 유치부와 초급부(초등학교)를 마스크 배포 대상에 추가되기도 했다.
일본이 중점을 둔 집단감염 대책, 즉 클러스터 대책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집단감염(클러스터)을 추적하여 대응하는 것, 클러스터를 조기에
찾아내어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클러스터가 발생할 조건을 막는
것이 그 요지이다.
한편 코로나 초기에 일본 PCR검사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4월 28일
가맹국 36개국의 1000명당 PCR검사 수에서 일본은 1.8명으로, 멕시코의 0.4 다음으
로 적어 OECD가맹국 36개국 중의 35위였다. 가장 많은 아이슬란드 135명의 1/100,
OECD가맹국 평균의 23.1에 1/10수준이며 한국의 11.7인에 비해서도 15% 정도에
불과했다(이탈리아 29.7명, 독일 25.1명, 스페인 22.3명, 미국 16.4명, 영국 9.9명).
5월 25일에는 긴급사태선언이 전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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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투 트래블 캠페인에서 아베 총리 퇴임까지
의료 및 방역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전문가회의가 막을 내리고, 7월 3일에는 의료 및
경제 전문가가 참여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분과회가 설치되어 방역과 경
제 양립의 노선이 뚜렷해진다. 7월 22일에는 경제회생 명목의 정부 여행비용 지원 캠
페인으로 1조3500억 엔 규모의 ‘고 투 트래블(Go to トラベル)’ 캠페인이 시작된다.
그러나 7월 들어 감염확산이 다시 뚜렷해지는 가운데 캠페인 개시가 임박하여 ‘도쿄출
발의 여행과 도쿄거주자의 여행 제외’, ‘젊은이 및 고령자 단체여행 및 연회를 겸한 여
행 제외’ 등 고 투 캠페인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었다. 한편, 캠페인 시작과 함께 2차
파도가 뚜렷해져, 8월 3일 누적확진자 4만 명에서 8월 10일 누적확진자 5만 명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급증하였고, 고 투 캠페인 중지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아베 총리는 8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염
을 통제해가면서 긴급사태 재선언을 피하는 대응을 할 것이며, 고 투 트래블 캠페인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에 2만 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으며, 중증환자의 병상
도 2500개 이상 확보했다는 점, 5월의 1차 파도에서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환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8월에는 중증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 중증화되기 쉬운 60대
이상의 비율이 1할로 줄어들고 경증이나 무증상의 20-40대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긴급사태를 재발령하지 않는 배경이었다.
한편, 아베 총리의 ‘경제 우선’에 지자체들은 별도의 긴급사태선언을 하였다. 아이치
현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오키나와현과 기후현도 7월 31일
독자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한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信弥) 교수
는 “6월 이후 일본은 세계적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가장 느슨한 나라”라고 비판하
며 코로나19 대응을 촉구하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6월 18일 이후 8월 28일 사의를 발표할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이
없는 등 건강 이상설이 돌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8월 28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한다.
9월 16일에 아베 총리가 퇴임하고 스가 총리가 제99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다.
아베 총리 퇴임 직후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는 아베노마스크 장당 가격 정보
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마스크의 장당 단가가 143엔으로 밝혀져 역시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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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3차 파도
9월 12일 인터넷 총리 후보 토론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후보는 “고 투 트래블
1개월 반 동안 780만 명 이용자 중 7명만이 감염이 되었다. 확실히 지킬 것을 지키면
이렇게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발언을 한다. 이처럼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의
안전성을 강조한 발언은 이후 스가 총리의 코로나 대응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이다.
스가 총리는 취임회견에서 경제, 코로나 대응 우선을 천명했고, ‘자조, 공조, 공조(自
助,共助,公助)’를 수차 언급하였다. 그리고 관저에서 주재한 부흥추진 회의에서 “‘동북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도 없다’는 기조를 계승해 현장주
의에 입각해 한층 강력하게 부흥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으로
는 후쿠시마현 및 제1원전 현장을 향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경제 우선’의 노선이
뚜렷해지고, 10월 1일부터 중장기 체류자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의 입국 재개 방침이
정해졌고, 10월 8일 한국 기업인 특별입국이 시행된다.
11월 들어 감염파도가 다시 높아졌다. 가장 먼저 감염파도가 높아진 홋카이도는 경
계 3단계로 격상하였다. 삿포로시의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수는 11월 6일의 일주일간
23.78명으로, 오사카시의 15.59명, 도쿄23구의 11.24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삿포로
시의 집단감염이 ‘심야 스스키노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역학조사에 따라,
11월 7일-27일까지 스스키노 지구의 음식점에 대한 영업 자숙이 요청되고, 20만 엔의
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8억8000만 엔 예산이 책정된다. 요청내용은 오후 10시오전 5시의 휴업,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의 주류제공 자숙이다. 스스키노 지구 이외
의 사업자와 도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3밀 피하기,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을 요청했다.
도쿄도 내 감염자 추이를 보면, 제1파는 5월 하순에 잦아들었으나, 7월 7일 다시
1주간 평균 신규 감염자수가 100명을 넘어 8월 5일에는 346.3명에 달했다. 9월 이후
에는 100명대를 유지했으나, 11월에 들어 감염자가 증가하여, 11월 19일 도쿄의 코로
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도쿄도는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4단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1월의 3차 파도는 2차 파도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어, 감염 속도
가 빠르고 광범위하였다. 일본의 3, 4월의 1차 파도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5월 하순
전국에서 1일 신규감염자가 수십 명 선으로 억제가 되었다. 그러나 2차 파도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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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유행은 신규감염자 600명 이하 정도로만 억제가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고 투
캠페인이 지속되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에 관중을 채우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등
경제회복 및 올림픽 개최에 중점을 둔 느슨한 방역이 이루어졌다. 코로나대책분과회(新
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分科会)는 “대책을 강구하여 억제할 수 있는 감염자수 레
벨인지 검증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재차 내었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착수하기 전에 3차
파도가 시작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의사회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회장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느슨하니 국민들의 경각심 또한 느슨해져 있다고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문가조직 어드바이저리 보드(アドバイザリーボード
AB,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좌장)는 ‘이대로 방치하면 급속한 감염확대에 이를 가능성
이 있으며, 클러스터 대책이 한계에 달해 ‘감염 컨트롤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클러스터 대책은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자를 발견하면 행동이력을 확
인하여 농후접촉자나 감염경로를 조사하여 ‘적극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농후접촉자
에 건강관찰과 외출자숙을 요청하여 감염확대를 막아왔다. 그러나 감염자가 폭발적으
로 늘어나면,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행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
려운 산발적인 ‘보이지 않는 클러스터’가 발생하며, 이는 감염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감염경로 불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클러스터 대책을 강화한다 해도 유행 자체
를 억제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감염증대책분과회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11월 27일의 중의원
후생 노동 위원회에서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하며 정부나
자치체가 감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신규감염자수가 연일 과거 최
대를 경신하여 의료제공체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3주 정도의 집중 대응 즉,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의 일부 지역 제외, 고 투 잇 캠페인 프리미엄식사권 일시중지, 음식점
영업단축이나 휴업요청, 지역 간 이동자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후생
성은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이들이 다수 있는 장소나 집단’,‘3밀 등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상황’에 역학조사의 우선 순위를 두는 방침을 세웠다.
12월 11일 분과회가 고투 트래블의 일시 중지를 제언했고 다음 날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었음에도 스가 총리는 고 투 트래블 캠페인에 관해서는
요지부동이었다. 내각 지지율이 17％ 포인트나 떨어졌다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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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총리 책임론이 높아지자 비로소 고투 트래블 캠페
인 중단을 결정했으나, 2주 뒤인 28일부터 중단한다고 결정하여 다시 비판이 일었다.

(4) 1도 3현 감염확산과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12월 21일 도쿄도의사회, 일본간호협회 등 아홉 곳의 의료단체가 합동으로 ‘의료긴
급사태선언’을 한다. 그리고 국민, 도쿄도민에 실효성 있는 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서 도쿄도의사회는 12월 22일 긴급기자회
견을 열어 의료체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현상황을 알리며, 병상수에 압박이 오고 이에
따라 평상진료나 응급의료에 지장이 오는 상황을 경고했다. 도쿄도의사회는 신규감염
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지금부터의 3주간은 ‘진검승부’의 마지막 찬스라고 강
조했다. 현재 도쿄도의 코로나 병상수는 3천 병상이며, 이를 4천 병상까지 늘리고자
각 병원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료의 병상에 변
형을 가해야 하기에, 코로나병상을 늘리는 것이 수술과 입원의 대기를 초래할 것이며
응급의료에 차질을 빚을 것임을 경고했다. 신규환자의 20-30% 만이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의료 위기를 막는 것은 코로나감염자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연말의 상황은 심각했다. 12월 31일의 감염자수는 도쿄 1337명으로 처음으로 천명
을 넘었으며, 가나가와현 588명, 사이타마현 330명, 치바현 252명으로 각각 과거최대
를 기록하였다. 1도 3현에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며, 도쿄도가 전국 감염자수의 1/4
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1도3현의 대표가 긴급사태선언을 했다. 고이케 유리코 (小池百合
子) 도쿄 도지사 등 1도 3현의 지사가 2일, 내각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재생 담당상과 만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
을 발령하도록 요청한다.
연말연초의 거센 감염확산 속에서 총리 책임론 역시 높아졌으며, 1월 7일 스가 총리
는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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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주요내용
대상지역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현의 1도 3현

기간

1월 8일-2월 7일 (1개월)

지사의 권한

외출자숙, 휴업, 휴교, 이벤트중지 요청 가능

주요한 조치

○ 음식점 및 주점: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 요청
(배달, 테이크아웃은 시간단축 대상제외)
- 주류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영업제한 협력금 상한을 1일 최대 6만 엔으로 증액
○ 외출: 오후 8시 이후의 외출 자숙 요청
○ 이벤트: 참가인수는 상한 5천명, 50%를 상한.
○ 학교: 대학입시, 고교입시는 예정대로 실시. 초중고 휴교 요청없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휴원하지 않음
○ 텔레워크 등으로 ‘출근자 7할 줄이기’ 목표

2020년 4월 발령됐던 '제1차 긴급사태'의 경우는 외출자제 및 지역 간 이동자제 요
청과 함께 음식점 영업 단축, 기타 상업시설(스포츠센터, 영화관 등)의 휴업 요청, 전시
회 등 행사 중지·연기 권고, 초·중·고·대학교 휴교 조치 등이 시행됐다. 2021년 1월의
'제2차 긴급사태'의 경우는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1도3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에 대해, 감염 리스크가 높은 외식,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1차 긴급사태선언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는 ‘요청’에 기반한다.
<그림 IV-2> 1차 긴급사태선언과 2차 긴급사태선언 내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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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1도 3현의 코로나 감염상황 6대 지표
(NHK 2021년 1월 8일 갱신)

(5)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론
2020년 2월부터 NHK5)의 내각지지율 및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초기였던 2월을 제외하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던 달은 긴급사태선언
중이었던 5월 초(‘높게 평가한다’ 5%, ‘어느 정도 잘 한다’ 39%, ‘못하고 있다’ 37%,
‘아주 못하고 있다’ 16%)이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던 때는 스가
정부 하에서 감염 상황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었던 11월 초의 상황(‘높게 평가한다’
5%, ‘어느 정도 잘 한다’ 55%, ‘못하고 있다’ 29%, ‘아주 못하고 있다’ 5%)이다. 그러
나 12월의 3차 파도 상황에서, ‘높게 평가한다’ 4%, ‘어느 정도 잘 한다’ 37%, ‘못하고
있다’ 40%, ‘아주 못하고 있다’ 16%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NHK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던 11월
초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낀다’ 28%, ‘어느 정도 느낀다’ 51%로, 일본
국민 80% 가까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한 연말까지 여행이나 귀
5) http://www.nhk.or.jp/senkyo/shijir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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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67%로,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다는 답은 8%에 머물렀다.
한편,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44%가 지지하고 36%가 반대하
였다. 감염상황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었던 11월 초의 상황에서, 본인은 떠날 계획이
없으나 캠페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코 투 트래블 캠페인에 대한 12월 조사를 보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
과했으며, ‘일단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9%였다.
한편.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겐론NPO이 9월에 실시한 ‘한일국민 상
호인식조사’6)를 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한일 국민의 평가에는 차이가
크며,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한국의 평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일본 국민의 11%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
며, 59%는 변하지 않았으며, 23%만이 신뢰가 하락하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
은 67%가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답했고, 25%만이 신뢰도가 변하지 않
았다고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학이 약 2000명 대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국민 정치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1월 24일 발표했다. 스가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성실성’, ‘개혁의지’, ‘친근감’, ‘국제감각’ 등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유권자
의 인식을 물었다. 스가 총리는 가장 많은 74％의 응답자로부터 ‘성실성’에 대해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고, ‘개혁의지’가 73%였고 ‘친근감’이 71％였다. 반면 ‘국제감각’(4
6％)에 대한 평가는 하위권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국제 감각’(77％)이 높은 평가를 받
았고, ‘친근감’은 58％였고, ‘성실성‘(44％)과 ‘설명능력’(42％)의 평가가 낮았다. 한편
지난 20년간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 고이즈미 정권이 10점 만점에 6.9점으로 1위, 2위
는 제2차 아베 정권(5.8점)이었다.

6) 동아시아연구원 2020 언론보도자료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8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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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향방
(1) 정부의 강력한 개최 의지
3월 16일 G7 화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할 것이
라고 연설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올림픽 연기가 결정이 되었다. 한편,
올림픽 연기 결정과 함께 IOC, 정부, 조직위, 도쿄도의 연합으로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긴 증거’로 ‘빅토리’의 의미를 담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새로이 의미부여를 하였다.
코로나감염증대책조정회의가 9월 4일에 발족했고 의장 스기타 카즈히로(杉田和博)관방부
장관은 ‘코로나19를 언더컨트롤’하는 것을 목표로 관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올림픽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사임표명 기자회견에서 “도쿄올
림픽 개최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 후임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고이케 도쿄 도지사와 9월 23일 수상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코로나 대책과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있어서 정부와 도쿄도의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국
제올림픽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내년 7월 23일 올림픽을 개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비리 보도가 있었다. 싱가포르 컨설
팅기업 블랙타이딩스가 개최지 선정 직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측에 거액을 송
금했다는 보도(9월 22일)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총 52개 항목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고, 9월 25일 “협력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고,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한다. 스가 총리는 9월 26일 UN총회 비디오 연설에서 “일본은 코
로나 치료제와 백신, 도상국에 대한 전면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공헌
할 것이며 도쿄올림픽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한
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1년 3월 25일 후쿠시마현 J빌리지에서 성화가 출발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21일 동안 47개 도도부현을 돌아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의 의
미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월 초 요코하마 스타디움의 야구경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대폭 완화
해 관객 80%이상 수용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는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실제 관중
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요소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것이다. 관중들의 마스크 착용률, 상점 등 주요 거점의 혼잡률, 인파의 흐름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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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응원 및 식사 때 비말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조사하며, 환기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
를 하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중 상한 제한의 완화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11월 16일에는 스가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의 대면회담이 성사되었다. 여기서 스
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실현의지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관객입장까지 언급하였다. 바
흐 위원장은 지금 인류는 터널 안에 있지만 올림픽 성화가 그 터널 끝의 불빛이 될 것
이라고 화답하였다.

(2)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조사
NHK방송문화연구소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7월의 조사를 통해 올림픽의 연
기에 대한 여론을 물었다. <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어 내년 7월에 열리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에 개최해야 한다’ 26%,
‘더 연기해야 한다’ 35%, ‘중지해야 한다’ 31%의 응답이 있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7~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327곳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예정대로 내년에 개
최’ 22.3%, ‘더 연기해야 한다’ 22.4%, ‘올림픽 취소해야 한다’ 30.7%였다.
한편, NHK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4명을 상대로 10월 9-1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3％, 추가로 연
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2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다.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다. 감염 파도가 높았던 7월 조사 당시에 비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었기에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은 NHK의 지난 7월의 26%
에서 40%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월에 아사히신문사와 후쿠시마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후쿠시마현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동
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의 실정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41%, ‘그
렇지 않다’ 51%의 응답으로, 올림픽이 후쿠시마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 감염파도 이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커지고 있다. 국제올림
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12월 11~13일 NHK 방송
여론조사 결과 63% (‘취소해야 한다’ 32%, ‘더 연기해야 한다’ 31%)가 내년 개최에
부정적이었다.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다. NHK가 올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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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3％, 더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25％로 내년 여름
개최 구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48％였는데 두 달 사이에 반대론이 더 커진 셈이다.
10월 조사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다.
1월 7일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당시에도 스가 총리는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극복
에 전념을 다 할 것”이라며 “감염 대책을 빈틈없이 해 안전·안심하는 대회를 실현하고
싶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며 올림픽 개최 의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1월 9~10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
픽·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 해야 한다’라고 답변
했다. 응답자의 80.1%가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4. 2020년 한류
(1) “4차 한류 붐”
2020년 ‘유행어 대상’ 후보 30개 중에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4차 한류 붐’
이 올랐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소니뮤직과 함께 출범시킨 9인조 일본인 걸그룹
‘니쥬’(NiziU)도 올랐다.
2003년 4월, NHK로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중장년층 여성 중심으로 ‘욘사마’ 열
풍이 일어 일본 내 한류 붐이 본격화되었다. 겨울연가는 높은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재
방 요구에 NHK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2번째, 2004년 4월부터 3번째, 같은 해말
이례적으로 4번째 재방송을 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쇼크 이후 엔고(高) 현상으로
일본인의 한국행 붐과 한국 아이돌그룹을 비롯한 K-POP 가수들에 대한 젊은 층의 팬
덤이 형성되면서 2차 한류 붐이 일어났다. 2018년 10월 18일 아사히신문은 BTS 사진
과 신오쿠보역 주변의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에 ‘3차 한류 붐’을 알렸다.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2020년에는 BTS등 K-POP 뿐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 ‘사랑
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기생충’ 등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일본에서 제4차 한류
붐을 일으켰다. 2020년의 한류붐을 4차 한류붐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3차 한류 붐의
연속선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사랑의 불시착’ 시청자들이 이용한 일본의 넷플릭스의
회원수는 코로나로 증가했어도 500만 명에 불과하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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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에 이를 ‘4차 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이라고 불린 한일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왕래가 불가
능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문화소비의 환경을 매개로 ‘K-컬쳐’의 소비층이 늘어나고
‘한류’가 그 저변을 확장한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한류 컨텐츠의 주 소비층이 변화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연령층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도 주 오사카총영사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의 속성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어 수요는 주로 10대와 20대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90%가 여성”이라고
보고한다. 2007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에는 전체 출원자 중 주부, 무직, 회사원의 비
율이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그 외의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한글능력검정시험의 주된 수험자가 30-40대의 여성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 11월에 실시된 제53회 시험에서는 10-20대가 68.1%를 차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은 ‘정치외
교 갈등’ 및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
난다. 한류 콘텐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유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획일적이다’가 꼽혔으나, 일본에서는 ‘정치외교의 갈등’과 ‘한국
국민성’이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꼽혀 큰 차이를 보였다.7) 2019년 12월 일본 내각
부가 18세 이상 일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
다’는 응답은 26.7%로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한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18-29세의 45.7%는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다’고 답했
다. 젊은층에서 정치와 문화를 구분하는 추세도 두드러져, 일본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국은 싫지만 현빈은 좋다’ ‘한국은 싫지만 K-POP은 좋다’ 등의 댓글이 유행했다.

(2) 드라마와 영화, K-POP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1차 한류가 공영방송 NHK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한류 콘텐츠 소비의 중심에 있다. 한국 드라마 주 시청자도 공중파
를 즐겨보는 중장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연령이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재택시간이 길어
짐과 함께 일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이다.
7)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원인(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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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제92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 일본의 방송과 언론도 크게 다루었다. 일본에서 ‘기생충’은
1월 10일에 개봉되어 2월 22일까지 44일간 전국 2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고, 30
억 6천만 엔의 흥행수입을 얻어 일본에서 공개된 한국영화로서는 역대 1위였다. 후지
이 미치히토(藤井道人) 감독의 2019년 영화 ‘신문기자(新聞記者)’에 출연한 배우 심은
경은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시부야 8개 층의 대형 음반매장 ‘타워레코드’가 2019년 리모델링으로 5층 전체를 K
팝 매장으로 꾸몄다. BTS가 2월 발표한 정규 앨범 4집 ‘맵 오브 더 솔: 7’은 상반기
일본에서 42만9000장이 판매됐다. 일본 가수를 포함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이다. 해외 가수가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의 2집
‘스릴러’ 이후 36년 만이다. 한일 공동 제작 PRODUCE 101 JAPAN 최종회를 통해
결성된 일본의 11인조 보이그룹 ‘JO1’이 탄생했고, JYP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소니뮤직
과 함께 9인조 일본인 걸그룹 '니쥬'(NiziU)를 출범시켰다. K-POP 팬들은 주로 SNS
를 기반으로 아이돌의 일상을 공유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음악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
이 제1차· 제2차 한류 붐, 혹은 드라마 소비와 다르다. 1차 한류 붐 시기의 한국 드라마
가 ‘이제는 없는 옛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정서’ 등으로 소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의 K-POP 팬들은 압도적 퍼포먼스와 높은 완성도를 K-POP의 특징으로 꼽는다.

(3) 한국문학 붐
최근 일본에서 한국소설 번역출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은 15만 부가 넘게 팔리며, 6개월 간 주요 서점 해외 문학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집 ‘한국-페미니즘-일본’을 엮은 “문예(文藝)” 2019년 가을호는 창간 이래
86년 만에 3쇄를 찍어 1만 4000부의 판매를 기록했고, 같은 제목으로 단행본이 출판
되었다.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은 한일 간 출판교류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는 2020년 서점대상(本屋大賞)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
지한다. 아시아 작가가 서점대상을 받은 것은 최초의 일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민규의
“카스테라”는 2015년 제1회 일본번역대상을 수상하였고,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은
2018년 제4회 일본번역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 3월에 일본에서 출간된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BTS 정국이 읽은 책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아 20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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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린다. 김수현의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는 2억 2천만 원에 일본 출판사와 판
권을 맺어 일본에 수출된 국내 서적으로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출판사 쿠온(クオン, cuon)은 2011년 ‘새로운 한국문학’시리즈를 창간하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9권을 출간하고, ‘K-BOOK 진흥회’를 창립했다.
2019년 11월 9일에는 도쿄 진보초에 한국 작가들을 초대하여 <2019 K-BOOK
FESTIVAL>이 열렸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세계 18개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국문학
독후감 경연대회’가 일본에서는 ‘K문학 리뷰 콩쿠르’로 열린다. 2020년에는 ‘제12회
K문학 리뷰 콩쿠르’가 개최되었다. 10월 초에는 도쿄와 후쿠오카, 서울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한일교류 이벤트 ‘걷는 문학, 서울에서 도쿄 후쿠오카까지(歩く文学、ソウル
から東京·福岡まで)’가 열려, ‘한국문학의 매력’,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회’ 등의 주제
로 온라인 대담이 이어졌다. 제4회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 번역 콩쿠르(日本語で
読みたい韓国の本 翻訳コンクール)’(K-BOOK진흥회 주최, 한국문학번역원 후원)가
개최되었다.
최은영 “쇼코의 미소”, 정세랑 “피프티 피플”, “보건교사 안은영”, 하태완 “모든 순간
이 너였다”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오리여인 “나에게 시간을 주기
로 했다”, 김수현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황정은 “디디의
우산” 조남주 “그녀 이름은” 등이 번역 출판되는 등 한국의 인기 소설이 일본에서 출판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쿠온 출판사에서 “한국의 소설가들(韓国の小説家たち)”로 작
가인터뷰 모음이 출판되기도 했다.

5. 관광 및 상호 교류
(1) 상호 왕래 중단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수보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많아진 것은 2014
년부터이다. 이후 방일 한국인이 두 배 이상으로 역전되어 한일 관광산업의 양상 역시
변화한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와 함께,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일본여행
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한국인의 방일여행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확연히 감소하
게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에 실시한 “일본수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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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련 국민관광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여행을 취소하거나 취
소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3%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93.2%가 ‘한일관계
악화’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본은 2월 27일에 대구시 및 청도군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했고,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3월 5일에 한국인 비자면제 정지 및 입국자 14일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한국 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3월 9일 일본인 비자제한조치를 실시
하면서, 양국 간의 관광여행 교류는 급감했다. 3월 23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
국에서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일본 역시 3월 25일 전 세계에 대한 위험정보
를 내리면서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동월대
비 10.0% 증가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은 항공노선 신설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2.2%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항공편 감소 및 방한시장 침체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였다. 2020년 1월에도 한국 방문 전세계 관광객은 전년 동월대
비 15.2% 증가한 1,272,708명이었으나, 일본은 방한 여행 기피로 1.2% 감소하였다.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된 2월에 전년 동월대비 전체 한국 방문객이 43.0% 감소했고,
한-중 항공편 운항중단 및 감편 등으로 중국 관광객 감소가 본격화하여 77.0% 감소하
였다. 2월 당시까지는 일본에서의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한 정도로, 21만
여 명이 방한하였다.
일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3월부터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했고, 게다가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은 전
년 동월 대비 97.8% 감소하였다. 4월 이후 양국간 무비자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사실상 한일 간 상호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2) 한일 시민사회, 지자체 교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일 왕래가 어려웠기에 시민사회교류 및 지자체 교류
역시 저조하였고, 개최한 경우는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한
국과 일본의 8개 광역단체장의 시도현지사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의 부산시와 경남·전남·제주도, 일본의 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 단체장이 참석한다. 그동안 환경·수산·관광·청소년 분야 등에서 양국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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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교류 사업을 해왔고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방안 모색하는 것으로 공동성명문
을 채택했다.
10월 30일-11월 1일 KF(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 일본연구소, 일본 와세다대 한
국학연구소 주최로 제4차 <2020 한일 시민 100인 미래대화>가 개최되었다. ‘시민이
구상하는 한일미래 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코로나19, 시민평화연대, 청소년·교육, 생
활안전·환경, 사회문화협력의 5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비대면, 젠더, 도시 재생, 노동
시장 문제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대화가 이루어졌다.
‘2020한일관계 심포시움(2020韓日関係シンポジウム’(오사카한국총영사관주최)이
6월 26일 개최되었다. ‘일본의 한류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는 의제로 양국의 대
학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한일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호 연대를 두텁게 하자
는 발언이 이어졌다.

6. 일본사회 우경화 및 관련 출판
(1) 혐한 및 헤이트 스피치 처벌 법안
‘혐한 관련 도서’란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 및 멸시 등을 조장하는 출판물이라
고 정의된다. 혐한서적은 일반적으로 2005년 출판된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만화 혐
한류(マンガ嫌韓流)”를 그 시작으로 한다. “만화 혐한류”는 4편까지 출판되었으며,
2015년 4월에는 “만화대혐한류(マンガ大嫌韓流)”가 출판되었다. 출판업계의 불황 속
에서 혐한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판매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2007년 설립된 ‘재특회(在特会)’,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在日特権
を許さない市民の会)’은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인 및 재일조선
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영주자격, 통명(通名), 생활보조금,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재
일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사쿠라이 마코토는 2020년 일본제
1당 당수로서 도쿄도지사후보로 나섰고, 17만8,784표(득표율 2.9%)로, 2016년 선거
보다 6만4,000여표를 더 얻어 5위의 결과를 얻었다. 일본제1당은 공약으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중지, 일한위안부합의의 파기, 이민자 수용 즉시 중지, 원전재가
동, 파칭코 영업금지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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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회가 재일동포 공격을 위시한 넷우익,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했다면, 최근 유튜버
들은 한일관계악화 속에서 한국 및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출신
임을 강조하는 혐한 유튜버가 구독자를 늘리고 출판을 하기도 한다. 유튜버 wwuk은
2019년 12월에 “韓国人のボクが「反日洗脳」から解放された理由(한국인인 내가 ‘반일
세뇌’에서 해방된 이유)”를 출판하며, 한국인의 ‘반일종족주의’에 지면 안 된다고 조언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wwuk와 오선화(呉善花)는 2020년 4월“「親日韓国人」
ですが、何か？(친일한국인입니다만, 왜요?)”를 출판하였다.
신시아리(シンシアリー, Sincere Lee)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2009년부터 블로그에
혐한기사를 쓰고 있다. 그는 197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남성으로 2017년 봄부터
일본에 이주한 치과의사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2014년 “韓国人による恥韓論(한국인이
쓴 치한론)”이후 이미 여러 차례 출판을 했기에 2020년 9월 2일에 출판된 “「反日」異常
事態(반일 이상사태)” 표지에는 ‘67만 부’ 돌파한 작가라고 소개되었다.
2019년 9월 2일 발매된 “주간포스트(週刊ポスト)”에는 ‘한국인의 병리’라는 제목에
“많은 한국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실렸
다. 이에 대한 반발로 출판사 쇼가쿠칸(小学館) 관련 작가들의 연재중단 발표가 이어지
면서 논란이 되었다. “주간포스트” 편집부는 자사 SNS에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호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호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혐한 비즈니스’로
성공하였다.
2019년 12월 가와사키시 시의회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내에
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을 담은 법규가 제정된 것은 이번 가와사키시 사례가 처음이다.
2016년 6월부터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정식 명칭: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
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처벌조항은
없어, 일본을 출신지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반대한다
는 것을 명시한 선언적인 법으로 의미를 가졌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0건
에 달했던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
가와사키시는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최고 벌금 50만 엔(약 546만 원)을 부
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차별적 언동’은 확성기나 팻말을 사
용해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에 뿌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거주지 퇴거나 생명·자
유에 대한 위협을 선동·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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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일 종족주의” 번역출판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가 2019년 11월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反日種族主義:日
韓危機の根源(반일종족주의: 일한 위기의 근원)”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어서 2020년 9월에 “反日種族主義との闘争(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출판되었다.
이 책 표지에 ‘우리는 비판에 대답한다. 그리고 반론한다. 40만 부 베스트셀러의 2탄’
이라는 문구를 싣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 내에서 강렬한 비판을 받았기에 이
에 반론하는 한편 한국의 뿌리깊은 ‘거짓말’을 밝히는 역사서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
일 종족주의”는 ‘위안부, 징용공, 독도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며, 한일관계를
위기에 빠뜨린 많은 ‘거짓말’을 지적하는 애국의 책’이라고 소개되었다. 특히 전 서울대
교수인 저자의 이력과 함께, 경제학자 등 전문가의 실증적 역사연구에 의한 논증이어서
이른바 ‘혐한서적’과는 차별화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의 ‘해설서’ 등으로 출판되는 책이 인기를 얻었다.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구보타 루리코(久保田 るり子)가 쓴 “反日種族主義と日本人(반일 종족주의와 일본인)
(文春新書, 2020.4)”은 “반일 종족주의”의 일본인을 위한 부교재라고 소개된다. “반일
종족주의” 집필자들과의 인터뷰도 수록하고 있다.
한편, “元韓国陸軍大佐の反日への最後通告(전 한국 육군 대좌의 반일에의 최후통고)”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4월에 지만원의 책이 출판된다. 책 표지에는 ‘“반일 종족주
의”에 이어 출판된 충격의 책’, ‘수치의 반일’이라는 문구들이 쓰여 있다. 좌파세력에
의한 100건이 넘는 소송은 물론 배상청구·폭력·투옥 등 거듭된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
다는 필자의 이력이 강조되며, 전 산케이신문 정치부 편집위원 사에키 히로아키(佐伯浩
明)의 해설이 실린다.

(3) 우경화 관련 분석 서적
혐한 및 일본사회 우경화 현상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학문적 분석
의 대상으로 삼아 그 역사적 기원 및 전망을 고찰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歪む社会: 歴史修正主義の台頭と虚妄の愛国に抗う(왜곡된 사회: 역사 수정주의의 대
두와 거짓 애국에 항거하다)”가 2019년 2월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쿠라하시 코헤이
(倉橋耕平)의 공저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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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동향을 검증한다. 야스다 고이치는 2019년 7월에는 “愛國という名の亡國(애국
이라는 이름의 망국)”(河出書房新社)을 출판하였다. 그는 2012년 “거리로 나온 넷우익
(ネットと愛国,講談社)”으로 제34회 고단샤(講談社)논픽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쿠라하
시 코헤이(倉橋耕平)는 『역사수정주의와 서브컬쳐(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2018)의 저자이다.
인터넷상의 보수적, 우익적 언동을 하는 넷우익은 어떻게 퍼졌는가를 분석하는 이토
마사아키(伊藤昌亮)의 “ネット右派の歴史社会学: アンダーグラウンド平成史19902000年代(넷우익의 역사사회학: 언더그라운드 평성사 1990-2000년대)”가 2019년 8월
에 출판되었다. 넷우익이 어떻게 생겨나 일본사회를 침식했는가를 분석하고 혐한, 반리
버럴시민, 역사수정주의, 배외주의, 반매스미디어 등의 키워드로 일본사회를 분석한다.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 등은 “넷우익이란 무엇인가(ネット右翼とは何か)”를 2019년
5월에 출판하여, 여론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애국적·배외적인 사고를 갖고 차별적인 언설을
유포시키는 넷우익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9년 9월에 출판된 타나베 슌스케(田辺俊
介)의 “일본인은 우경화하였는가(日本人は右傾化したのか)”는 2009년, 2013년 2017년
에 행해진 전국조사를 분석하여 우경화의 진상을 수치화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의 우경화
는 일부의 일이지만, 계층격차가 내셔널리즘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2020년 10월에 출판된 “일본은 ‘우경화’하였는가(日本は「右傾化」したのか)”는 편집
자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등 일본의 사회문화, 정치, 미디어 종교, 지방자치, 시민사
회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정말로 우경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답한다. 그리고 사회 전
체의 유권자들에게서 현저한 우경화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 특정
대상이나 미디어에서 우경화가 포착된다는 것을 밝히고, 의식, 미디어, 조직, 사회, 정
치의 측면에서 ‘우경화’의 실태를 검증하고 있다.

7. 한국 및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1)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 겐론NPO
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를 2013년부터 매해 실시했
124

Ⅳ. 일본사회 ･ 문화교류

다.8)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여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9월에 한국과 일본 전국 남녀 각각 1천 명 가량
을 대상으로 상호인식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호감도가 증가하는 추세
였으나 2019년 31.7%에서 12.3%로 급감한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15년
72.5%에서 2019년 49.9%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 71.6%로 급증하였다. 한일관계
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한국 여론이 조사한 이래 최고치인 88.4%였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긍정적 인상은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였으나(2016년 29.1%->2019년 20%), 2020년에는 25.9%로 반등하였다. 호감도와
유사하게 한일관계에 대해서 ‘나쁘다’는 평가도 일본에서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IV-4> 상대국에 대한 인상(2013-2020) (동아시아연구원 2020: 3)

8) 동아시아연구원 2020 언론보도자료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8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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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현재의 한일관계인식(2013-2000) (동아시아연구원 2020: 4)

한편 호감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대신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82%로 여전히 높았으나, 일본인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48.1%로 조사한 이래 최저였다.
<그림 IV-6> 한일관계의 중요성(2013-2020) (동아시아연구원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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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배상조치 혹은 강제집행’을 선택한 응답이 여전히 높지만 2019년 58.1%에서
2020년 36%로 감소했다. 일본에서는 ‘잘 모르겠다’(34.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본기업은 한국 정부의 강제집행에는 따를 수 없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다.
<그림 IV-7> 대법원 판결과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2) 일본 내각부의 한국인식 조사
일본 내각부는 일본과 관련 있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매년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항목에서 ‘친근감을 느낀다’가 26.7％,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71.5%로 조사가 되었다. 이를 2018년 10월의 조사와 비
교하면 ‘친근감을 느낀다’의 비율이 39.4％에서 26.7％로 줄어들고, ‘친근감 느끼지 않
는다’는 58.0％에서 71.5％의 비율이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18-29세
에 ‘친근감 있다’의 비율이 높았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양호하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은 7.5％,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87.9％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7％에서 87.9％로 상승했다.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이, 양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율이 57.5％,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의 비율이 37.7％였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중요하다’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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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에서 57.5％의 비율로 줄어들고, ‘중요하지 않다’는 25.8％에서 37.7％로 상승
했다. 여기서도 각각 여성과 젊은 층에서 ‘중요하다’의 비율이 높았다.9)

8. 총괄
일본인이 뽑은 올해 ‘유행어 대상’ 30개 중에는 아베노마스크, 뉴노멀, PCR 검사,
사회적 거리, 스테이홈, 텔레워크(재택근무), 밀접접촉자, 밋쓰노미쓰(3密), 줌(Zoom),
클러스터(감염자 집단)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이 절반을 차지했다. 유행어 대상은
삼밀(3密)에 돌아갔다. ‘삼밀’의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는 생활,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
를 두며, 불요불급의 외출을 피하여 스테이홈 하는 것은 ‘뉴노멀’의 기본적인 지침이었다.
본 보고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요코하마 입항과 WHO의 팬데믹 선언,
도쿄올림픽 연기와 긴급사태선언, 고 투 트래블 캠페인과 2차 감염폭발, 아베 총리의
퇴임과 스가 내각의 탄생, 2021년 1월의 긴급사태선언 재발령까지, 일본 정부의 코로
나19 대응에 주목하여 2020년 일본사회를 개괄하였다. 2020년의 일본 사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혼돈 속에 있었으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에 그 혼란은 더욱 컸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등락의 폭이 크지 않다. 한편,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여론의 변화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큰 편이다.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의 상황 속에서도
올림픽 개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서 올림
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한일 간 갈등은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에는 한일 간 왕래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교류 및 문화교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의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조사 및 일본 내각부의 한국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상대
국에 대한 호감도나 친근감이 역대 최저라 할 만큼 낮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낮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양국 모두에서 높은 편이며, 특히
9) 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gaiko/2-1.html (2020.10.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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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는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일 상호간의 호감도나 친근감이 매우 낮았으나, 제4차 한류붐이라 할 만큼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인기를 얻고,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 출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2020년의 특징이다. ‘사랑의 불시착’ ‘BTS’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
되는 드라마와 K-POP, 한국문학의 붐은 강력한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브
컬쳐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글로벌한 흐름 속
에서 ‘한국’이라는 의식없이 ‘K-컬쳐’가 일상의 전면에 수용되고 있기에 1, 2차 한류와
는 차별화된다.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 동시대적 관계성은 한일 시민사회 및 문화의 교
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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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0년은 무엇보다 아베 정치의 종언과 스가 내각 출범이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불러온 한 해였다. 7년 9개월간 지속된 ‘아베시대’는 본인이 연루된 여러 유착 의혹과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휩싸여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전에는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마지막 ‘꽃길’로 퇴로를 모색하던 장기정
권에게 세계적 팬데믹이 뜻밖의 시나리오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아베 총리의 사퇴가
어디까지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스가 정권의 탄생은 위
기에 처한 아베 정권이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성이 있는 선
택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재선거의 파벌역학이나 소신표명연설에
서도 드러났듯이 ‘스가 정권’은 아직까지는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명백하
다. 이는 과거 자민당이 총재 얼굴을 많이 바꾸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해 온 역사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자민당 내의 호소다파의 압도적인 우세는 당분간 자민당의 다
양성 상실과 고착된 정치이념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무파벌인 스가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당과 정권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관건은 2021년 10월
전에 실시될 총선이다. 이 선거에서 스가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지에
따라 스가 정권이 장기화 될지, 혹은 ‘중간계투형’ 내각에 그칠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정당의 현황과 야당세력의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는 강경
해 보이는 자민당의 ‘일강체제’는 아베 총리 사퇴로 인해 큰 도전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2년 민주당 붕괴 이후 분열의 징크스에 빠진 야당세력들이 점점 통합에 나서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자민당 대 ‘중도보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
우 야당의 분열로 인해 의석수의 과대확보가 가능했던 자민당의 국회 세력은 최소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민당이 여당의 입지를 잃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
지만 중도보수와의 대결이 심화될 경우 자민당이 중도적 지향의 여론을 포섭해 나갈
것인지, 반대로 우파 결속을 위해 국가주의적 정책을 거듭 강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에 리더십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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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2020년의 연두기자회견에서 2020년을 ‘일본 신시대 개막’의 한 해로
규정하고 일본 외교의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러한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크게 차질을 빚은 것은 중일관계
분야로, 4월 예정의 시진핑 국빈 방일이 무산되었다. 한편 일본은 ‘아비간 외교’, ‘백신
개발 등 인간안보에서의 공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된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일본의 정책결정
그룹에서는 코로나19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미국과 중국의 동시 실패로 보며 일본이 자
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중 신냉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 배려하는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0년 일본에서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이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둘러싼
논쟁이 개시되었다. 6월 고노 타로 방위상은 아키타 야마구치 두 개 현에 대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이에 대신해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
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개시되었다. 고노 방위상은 7월 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적기지공격능
력’에 대해 ‘헌법상 법리상 자위의 범위에 속하며,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베 총
리는 9월 11일,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논의를 촉
구하며, 연내에 새로운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래 일본 정부 입장은 헌법
상 인정되지만 전수방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책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이를 실제적으로 보유하게 될 때에는 국내외에서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고, 2019년 여름 일본의 수출규
제조치가 취해진 뒤 악화된 한일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5월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며 일본에 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20년 연말까지 일본은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22일에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채 1년이 지났다. 11월 23
일에는 강창일 주일재사 내정자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풀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스가 내각의 출발과 미 대선 이후 활발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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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요인 왕래 속에서 나온 것으로, 2021년의 한일관계가 수습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보인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금융완화 정책은 당초 목표하였던 물가상승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지속된 경기상승 국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기상승이 뚜렷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경기상승이 매우 미진하다
는 점에서 ‘저온호황’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 한편 아베 정권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
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로 아베노믹스를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
가 많다.
아베의 퇴임 전에 코로나19는 아베노믹스를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가시화시
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에 대응하는 것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
다. 아베 정권 내 유지되던 금융완화 정책은 아베노믹스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
한 경제대응책 차원으로 지속되었다. 코로나19가 2020년에 일본경제의 수요부분과 공
급부분 모두에 충격을 주었고, 특히 수요부분의 충격이 보다 컸다. 하지만, 전세계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가 일본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소프트락다운의 방역대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
규모의 막대함은 전세계적 비교에서 입증된다. 정부 재정지원이 고용과 기업활동 유지
를 위한 보조금에 초점이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에서 기인하는 구인란과 기업의 내부유
보금 적립 성향과 같은 일본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일본경
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
2020년 9월 발족한 스가 정권은 당초 예상에 비해 선명한 구조개혁 노선을 앞세우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이었던 일본경제재생본부를 폐지하고 성장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하였다. 아베 정권의 연속적 성격으로 관
찰되던 스가 정권이 독자적 선명성을 보이는 모습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주의
할 필요가 있다. 행정분야의 디지털개혁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진의 동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디지털개혁을 연계시키는 아이디어
가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 미지수이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한일경제관계의 역사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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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사례가 된다. 일본 측의 불투명한 설명 속에 한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었지만,
2019년 말 이래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논리에 맞추어 제도개혁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개혁에 대한 일본의 무반응은 일본이 당초 원하던
것이 전략물자관리 분야 제도 운용이 아닌 역사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의 무역과 투자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고, 직접투자 분야에서 일부 그러한 경향이 발
견된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무역 규모의 변화에 끼친 영향은 선명하게 드러
나지 않는다.
일본인이 뽑은 올해 ‘유행어 대상’ 30개 중에는 아베노마스크, 뉴노멀, PCR 검사,
사회적 거리, 스테이홈, 텔레워크(재택근무), 밀접접촉자, 밋쓰노미쓰(3密), 줌(Zoom),
클러스터(감염자 집단)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리고 유행어
대상은 삼밀(3密)에 돌아갔다. ‘삼밀’의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는 생활, 이를 위해 사
회적 거리를 두며, 불요불급의 외출을 피하여 스테이홈 하며, 줌으로 회의를 하며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은 ‘뉴노멀’의 기본적인 지침이었다.
2020년의 일본사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혼돈 속에 있
었으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에 그 혼란은 더욱 컸다.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코로나 위험 속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에 대해 그다
지 환영하지 않는 국민여론 사이의 갭 또한 존재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았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등락의 폭이 크지 않았다. 한편,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여론의 변화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큰 편이며, 그렇기에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차 파도가 본격화한 이후 ‘경제 중시’를 뚜렷하게 내세운 스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전문가의 비판이 높아지고 국민 여론 역시 악화되었다.
9월 21일 경로의 날에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조사에서 고령화율은 28.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총인구는 1년 사이 29만 명이 줄어 1억 2600만 명이 되었는데,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78만 명 늘어난 2791만 명으로, 전체의 22.2%가 됐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고령화율 세계 2위인 이탈리아(23.3%), 3위 포르투갈(22.8%)을 크
게 웃돌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고령화율은 일본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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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감염방지와 의료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한일 간 갈등은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에는 한일 간 왕래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교류 및 문화교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의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조사 및 일본 내각부의 한국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상대
국에 대한 호감도나 친근감이 역대 최저라 할 만큼 낮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낮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양국 모두에서 높은 편이며,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는 향후 한일관계에 중요
한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한편, 한일 상호간의 호감도나 친근감이 매우 낮았으나, 제4차 한류붐이라 할 만큼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인기를 얻고,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 출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2020년의 특징이다. ‘사랑의 불시착’ ‘BTS’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
되는 드라마와 K-POP, 한국문학의 붐은 강력한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브
컬쳐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글로벌한 흐름 속
에서 ‘한국’이라는 의식없이 ‘K-컬쳐’가 수용되는 측면이 있어 1, 2차 한류와는 차별화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류컨텐츠의 주된 소비자인 10대와 20대, 여성들이 한
국에 대해 가지는 호감도나 친근감이 높으며, 이 역시 향후 한일 시민사회 및 문화 교
류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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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언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고려할 사항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언한다.

[국내정치]
1. 스가 내각의 유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벌 정치적 측면에서도 당내 지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스가 내각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당분간 일본 국내 정치의 유동성
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2021년 총선 결과가 불러올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2021년 10월에 임기 만료를 앞둔 중의원에서는 2021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해산시기에 대한 선택지로는 올림픽 개최 직후인 9월 선거 등이 거론되어 있으나 현재
까지 올림픽 개최를 포함한 일정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가 정권하에 선거가 실
시될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총선 시기와 상관없이 아베 정권 시기에 실시된 총선만
큼 자민당이 지지를 얻을지 의문이고 자민당의 의석수는 어느 정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스가 (혹은 후임) 내각으로서는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하나는 최근에 들어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제3당 세력과의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오사카 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고 이념적으로도 국가주의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화 혹은
우경화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온건보수적
정책 방안을 강화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입헌민주당과의 정체성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일지 의문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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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3. 투트랙 접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 기조는 원트랙이다. 과거
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경제 분야에서의 문제해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자세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경제 분야 갈등을 안보 분야로 연결시키기도 했으나 2019년
11월 양국 무역당국의 교섭 진행관련 합의 이후 경제 분야의 갈등을 다른 분야로 이전
시키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투트랙 접근 기조에 입각한 자제적
입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속에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한국 정부의 현재 투트랙 접근은 한일관계 전반의 해결책은 되기 어렵겠지만,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4.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과거사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일 투트랙 접근을 일본이 수용하도록 이끄는 외교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여가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외교부)’와 ‘여성인권평화재단(여가부)’ 사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
하다. 지체상태에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조속한 설립이 해법의 하나다. 강제동원
문제는 역사적 정의의 확인, 정치적 현실의 고려, 사법부 판결의 이행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일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의 협력이 긴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국제정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이 인간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 또한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
림픽패럴림픽을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으로 삼기 위한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욱일기 문제’, ‘방사능 올림픽’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국내 시
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평창의 평화를 도쿄로 보내는 의미에서 시민사회
가 중심이 된 평화의 성화 봉송 등을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때 한미일 협력을 중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이 지니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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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 국제무역 다자주의 질서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중 무역마찰 속에서 양국의 대립 구도 강화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무역
질서의 약화가 동시 병행되는 흐름 속에서, CPTPP, RCEP, 유럽-중국 투자협정 등은
지역적 다자질서 논의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암시해 준다. 한국은 2000년대
이래로 FTA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상품시장 양허 중심의 FTA와 달리, 앞으로 투자규
범, 지적재산권, 디지털무역규정 등에 대한 규범 논의가 무역질서 논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미래 무역규범 논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존재
한다.
7.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변화 속의 한일경제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위험성
은 더욱 커진 통화 유동성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통화량 증가가
조절될 기회를 놓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대규모의 통화량 공급이 이루어진 상황
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이 아닌 세계적 금융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
편, 코로나19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어 기존 수요와 공급 시스템의 대변화를 야기
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기존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제와 가능한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준비
하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일경제관계에 대한 모색도 양자관계에 대한 독자적
고민이 아닌, 한국의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속에서 일본의 필요성과 가치를
모색하는 움직임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
8. 코로나 대응의 경험을 공유하여 국제적 방역협력에서 한일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대응 및 방역의 결과에는 유사한 부분
이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자원의 고갈 등의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방역 ‘실패’가
부각되었지만, 일본의 대응을 통해 한국의 대응을 돌아보아야 할 점들도 있다. 일본은
감염폭발의 상황 속에서도 초중고의 등교를 유지하여 학습권을 보장했고,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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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각각 세 차례의 감염폭
발을 경험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코로나 대응의 ‘성공’과 ‘실패’가 거듭된 2020년을 보
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이를 2021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참고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한일이 국제적 방역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9. 한일 상호인식의 복잡성과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 동시대적 관계성에 주목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상호 부정적인 인식이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한류붐이라 할 만큼 일본에
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인기를 얻고,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출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2020년의 특징이다. 2020년의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으
며, 시민사회의 상호 호감도 역시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중요하
다’고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높다. 특히 ‘한일관계는 중요하다’는 한국내 여론은 82%로
매우 높았다. 한일관계 및 한일 간 상호인식에는 ‘반일’, ‘혐한’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성이 존재한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 한국
과 일본의 동시대적 관계성이야말로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던진다.
10. 한일 양국이 사회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을 상호 참조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2020년 9월 21일 경로의 날에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조사에서 고령화율은 28.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고령화율 세계 2위인 이탈리아(23.3%),
3위 포르투갈(22.8%)보다 크게 높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한국은 사망
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2,3분기의 합계출산율
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
했다.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기에 고령화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
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본
의 현저한 고령화, 한국의 현저한 저출산은 양쪽 모두 급격한 인구감소로 귀결된다. 이
역시 한일 양국이 사회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을 상호 공유하고 참조하며 함께 대비해야
할 가까운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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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내 용
2020년 01월

2020.01.01.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벚꽃을 보는 모임’ 명단 리스트 공개 불가 선언.

2020.01.06.

도쿄 주식 시장,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전면 하락세.
닛케이 평균 주가, 작년 말에 비해 500엔 이상 하락.

2020.01.07.

일본 내각부, 2013~2017년 공문서 관리 규칙위반 및 폐기기록 전무.
닛산 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65), 레바논으로 무단 출국.

2020.01.10.

고노 다로 방위상,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 중동 파견 명령,
초계기 2대가 11일 해상자위대 나하 항공 기지 출발.
국토교통성, 방일 외국인 수 약 3188만 명으로 7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고 발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벚꽃을 보는 모임’ 2013~17년도 초청자 명부
취급이 공문서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

2020.01.12.

아베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 회담.

2020.01.13.

한미일 외교회담에 관한 한일국장급 협의

2020.01.14.

한미일 외교회담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 한국측: 강경화 외교부장관
- 일본측: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대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20.01.15.

히로시마 지검, 자민당 가와이 카츠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아내 가와이 안리
(河井案里) 참의원(히로시마 선거구)이 2019년 7월 참의원선거 운동원에 법정
상한 이상 보수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히로시마 시내
사무소 등 가택 수색.

2020.01.16.

후생노동성,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30대 남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 보도, 일본에서 확인된 최초 감염자.

2020.01.17.

한일관계(강제징용 노동자문제)에 관한 모테기 외무대신 기자회견.

2020.01.20.

제201회 통상국회 소집, 회의기간은 6월 17일까지 150일간,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 언급하지 않음.

2020.01.21.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와 국민민주당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양 간사장, 합당협의 중지.

2020.01.24.

일본 외무성, 중국 후베이성 도항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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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내 용

2020.01.28.

코로나19 대책, 중국 우한에 민간 전세기를 파견, 565명 귀국.

2020.01.30.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설치.

2020.01.31.

일본 정부, 중국 후베이성 입국 거부 표명.
2020년 02월

2020.02.02.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 중동 해역 일본 관계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요코스카 기지(가나가와 현)에서 출항.

2020.02.03.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탑승한 홍콩 도착 80대 남성 코로나19에 감염, 후생
노동성은 요코하마항 승객과 승무원 전원 검역 실시.

2020.02.06.

한일국장급 협의 서울 개최.

2020.02.07.

일본 제철, 자회사 닛테츠 닛신 제강 구레 제철소(히로시마현 구레시)를 2023
년까지 폐쇄 결정.
1905년(메이지38) 돗토리현 고토우라정 아카사키 ‘지구의 독도 어업자에
관하여’ (明治38 (1905）年鳥取県琴浦町赤碕地区における竹島漁猟者について)
리포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발간.

2020.02.12.

닛산 자동차, 카를로스 곤 피고에 100억 엔 손해배상 소송.
일본 정부, 중국 저장성에서의 입국 거부 표명.

2020.02.13.

코로나19 감염 가나가와현 거주 80대 일본인 여성 사망. 일본 국내 첫 감염자
사망.
대책본부하에 전문가회의(좌장: 국립감염증연구소장) 설치.

2020.02.15.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리허설
뮌헨안전보장회담에 관한 한일외교회담 개최.
- 한국측: 강경화 외교부장관
- 일본측: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외무대신

2020.02.16.

일본 정부관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본부장 아베 신총리) 회의
개최. 총리는 각 지차체와 제휴하여 확대 방지에의 대처를 강화하도록 지시.
5편의 전세기 우한 공항에 파견 결정.

2020.02.17.

내각부, 2019년 10~12월 국내 총생산(GDP, 계절 조정이 끝난) 수치를 발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GDP는 전기대비 1.6%감소.

2020.02.18.

일본 정부, 거대 IT기업 규제강화 새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2.19.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하선 개시. 코로나19 감염자수 600명 넘어섬.
일본 법원, 모리토모학원 전 이사장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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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

60세 생일 아키히토 일왕, 즉위 후 첫 생일 축하행사.

2020.02.25.

대책본부, 클러스터(집단감염) 대응 중점 기본방침 정함.

2020.02.26.

일본 정부,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이벤트 2주간 자제 요청.
일본 정부, 한국 대구시 등 입국 거부 표명.

2020.02.27.

아베 총리, 전국 초중고교 3월 2일부터 임시휴교 요청.

2020.02.28.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홋카이도 지사, 긴급사태 선포.
2020년 03월

2020.03.01.

일본스모협회, 스모 공식대회(에디온 아레나 오사카) 무관객 개최 발표.

2020.03.03.

히로시마 지검, 공선법 위반(운동원 매수) 혐의 자민당 가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
장관의 아내 가와이 안리 참의원(히로시마 선거구)의 공설 비서와 카츠유키씨의
정책 비서 등 3명 체포.

2020.03.04.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 후타바쵸 피난
지시 일부 해제.
가케학원, 한국인 응시자 전원 0점 부여, 입시부정 논란.

2020.03.05.

대책본부, 중국과 한국 입국자(일본인 포함) 전원 지정 장소 2주간 대기 요구.
일본 정부, 4월 예정 시진핑 주석 방일 연기.

2020.03.09.

프로야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 연기 결정.

2020.03.10.

일본 정부, 이탈리아 등 입국거부 표명.

2020.03.11.

동일본 대지진 9주년. 코로나19로 정부 주최 추도식 중지.
미국 및 유럽 26개국의 입국 거부 표명.
WHO, 팬데믹 선언.

2020.03.12.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피난한 후쿠시마현 주민 216명 도쿄전력에
위자료 소송 공소심 판결, 센다이 고등 법원은 합계 약 7억3400만 엔 지불 명함.

2020.03.13

개정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가결.
코로나19로 도쿄 닛케이 평균주가 전날 대비 1869엔 하락.

2020.03.14.

간사이전력 금품 수수 문제 관련 이와네 시게키(岩根茂樹) 사장과 모리 쇼스케
(森詳介) 상담역 등 4명 사임.
동일본 대지진 이후 JR조반선 9년 만에 운행 재개.

2020.03.16.

일본은행, 약 3년 반 만에 추가 금융완화 결정.

2020.03.17.

한중일국장급 전화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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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오사카, 효고, 불필요한 왕래나 외출의 자제 호소.

2020.03.20.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중일 외교영상회담.

2020.03.24.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 결정.
도요타 자동차와 NTT, ‘스마트 시티’ 개발 자본제휴 발표.

2020.03.26.

일본 정부, 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마련.
2020년 04월

2019.04.01.

아베 총리,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를 2장씩 배포 발표.

2019.04.03.

후생노동성,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경증자 자택 및 호텔 요양 체제 준비
도도부현에 통지.

2019.04.05.

도쿠시마 시장선거, 무소속 신인 나이토 사와코(内藤佐和子36)가 현직의 엔도
아키요시(遠藤彰良 64)를 꺾고 첫 당선. 여성 최연소 시장.

2020.04.07.

정부,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
엔 긴급 경제대책 각의 결정.
아베 총리, 도쿄 등 7개 도부현 긴급사태선언 발령.

2020.04.10.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전 업종에 휴업
혹은 영업시간 단축 요청.

2020.04.13.

소프트뱅크 그룹, 연간 최종손익 7500억 엔 적자 전망 발표.

2020.04.14.

총무성, 2019년 10월 1일까지의 일본의 총인구 추계를 발표,
1억2600만 명으로 9년 연속 감소.

2020.04.15.

일본 관광국, 3월 방일 외국인수(추정치) 19만3700명 발표.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 사상 최대 하락.

2020.04.16.

아베 총리, 긴급사태선언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

2020.04.18.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크루즈선 감염자 제외) 누계 1만 명을 넘어섬.

2020.04.20.

일본 정부, 전국민 현금 10만 엔 일률 지급 포함 2020년도 추경예산안 각의의결.

2020.04.21.

내각부, 일본 쿠릴 해구에서 거대지진 발생할 경우, 홋카이도에서 진도 7의
지진과 홋카이도, 이와테현에서는 최대 30미터 미만의 쓰나미 발생 추정 결과
공표.

2020.04.23.

일본 정부, 4월 월례경제보고,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힘.

2020.04.24.

아베노마스크 불량품 및 납품 전량 회수 발표.

2020.04.27.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합 추가 금융완화 결정. 연간 80조 엔 목표 국채 구입
상한 철폐, 적극적인 매입 실시 방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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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020.05.04.

아베 총리, 전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5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총무성, 15세 미만 아동 인구(4월 1일 시점 추계) 약 1,512만 명 발표. 전년
보다 20만 명 감소, 39년 연속감소로 역대 최소치 경신.

2020.05.07.

후생노동성, 코로나19 치료제 항바이러스약 「렘데시빌」 특례 승인. 일본 국내
첫 신형 코로나 치료제.

2020.05.13.

원자력규제위원회,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 조업개시 기준
적합 판단.
정부, 39개 현 긴급사태선언 해제.

2020.05.17.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코로나19 대응으로 본 세계보건기구(WHO) 위기대응
체제의 과제’(新型コロナウィルス対応から見る世界保健機関（WHO）の危
機対応体制の課題) 발간.

2020.05.18.

정부·여당, 검찰관의 정년 연장 검찰청법개정안 보류 결정.
내각부, 1월부터 3월의 GDP 속보치 발표. 이전 3개월과 비교하여 –0.9%, 연율
환산으로 –3.4%.

2020.05.20.

일본 관광국, 4월 방일 외국인 수(추정치) 발표.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
2900명. 196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 1만 명 이하.

2020.05.21.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3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 해제
도쿄고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武·63) 검사장, 긴급사태 선포하에 신문기자
들과 내기 마작 인정, 사표 제출.

2020.05.25.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홋카이도 등 5개도현 긴급사태 선언 해제.

2020.05.26.

후생성,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아비간 승인 유보.
정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포함한 2020년도 제2차 보정 예산안 각의결정.
2020년 06월

2020.06.02.

도쿄도, 도쿄 경보(Alert) 첫 발동(11일 해제).

2020.06.03.

한일외교 통화회의
- 한국측: 강경화 외교부장관ㅤㅤ
- 일본측: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대신

2020.06.05.

후생노동성, 2019년 인구동태 통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51만5864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일 외무성, 한국군 독도 군사훈련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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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노동자 문제(피고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관한 동향)- 모테기
외무대신 기자회견.

2020.06.12.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책 포함 2020년도 제2차 보정예산 가결·성립.

2020.06.15.

고노 타로(河野太郎) 방위상, 아키타와 야마구치 현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취소.

2020.06.16.

후생노동성,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발표. 양성률은 도쿄도 0.10%, 오사카부
0.17%, 미야기현 0.03%.

2020.06.17.

제201회 정기국회 폐막.

2020.06.18.

도쿄 지검 특수부, 전 법무상 가와이 가츠유키 용의자와 가와이 안리 용의자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 체포.

2020.06.19.

정부, 이동자제요청 전국적으로 해제.

2020.06.24.

코로나19대책 전문가회의 폐지

2020.06.26.

코로나19 전국 확진자수 105명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수 100명을 넘어섬.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독도에 관한 증언영상 공개에 관해’ 발간.

2020.06.29.

도쿄 유권자 52%, 올림픽 취소/재연기 의견 밝힘.

2020.06.30.

G7정상회담 (한국 초대안의 관한 일본의 대응 모테기 외무대신 기자회견).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피고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에 관한 동향)
-모테기 외무대신 기자회견
2020년 07월

2020.07.01.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관리 강화 발표.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의 품목이 대상.
의료 및 경제 전문가 참여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분과회 설치.
자민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일 취소 요구.

2020.07.05.

도쿄도지사 선거 고이케 도지사 재선.

2020.07.09.

일본 정부, 한센병 환자 가족 차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한 6월 구마모토
지방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 보류 결정. 아베 총리, 24일 한센인 및 전직
환자 가족들과 총리관저에서 사과 표명.

2020.07.11.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탐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 두 번째
착륙.
경제회생 명목의 정부 여행비용 지원 캠페인으로 1조3500억 엔 규모의 ‘고 투
트래블’ 캠페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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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북한이 25일 발사한 2발의 비상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발표, 유감 표명.

2020.07.31.

일본 우정, 간포(かんぽ) 생명보험의 부적절 판매로 고객 불이익 가능성 있는
보험계약 약 18만 3000건 발표.
2020년 08월

2020.08.04.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공시송달효력발생) 모테기 외무대신 기자회견.

2020.08.05.

총무성, 2020년 1월 1일 기준 일본인 총인구를 공표. 전년보다 50만5046명
(0.40%) 줄어든 1억2427만1318명으로 11년 연속 감소.

2020.08.06.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 히로시마시의 평화기념공원에서 시 주최 「원폭
사망자 위령식·평화 기원식」(평화기념식전) 개최.

2020.08.14.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통합추진 발표.

2020.08.13.

오키나와 현, 코로나19 경계 수준을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

2020.08.17.

2020년 4~6월 실질 GDP(국내 총생산) 발표. 연율환산으로 27.8% 감소.

2020.08.19.

국민민주당, 양원 의원총회 개최, 입헌민주당과의 합당 결정.

2020.08.24.

아베 총리, 연속재임일수 2799일로 역대 최장 기록 달성.

2020.08.28.

아베 총리, 사임 표명.
2020년 09월

2020.09.03.

오사카시 폐지해 4개 특별구에 재편하는 「오사카도구상」의 제도안 오사카시
의회 승인.

2020.09.10.

국민민주당이 합당후 첫 입헌민주당 대표선거 개최. 에다노 유키오 (枝野幸男)
대표(56) 당선.

2020.09.14.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71)이 제26대 총재로 선출.

2020.09.15.

신 ‘입헌민주당’ 창당.

2020.09.16.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99대 총리로 지명.

2020.09.20.

총무성,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추계를 발표. 15일 현재 전년보다 30만 명
증가한 3617만 명이었으며, 고령화율 28.7% 사상 최고.

2020.09.23.

스가 총리, 고이케 도지사와 수상관저에서 회동. 코로나19 대책과 도쿄올림픽
개최 관련하여 정부와 도쿄도 연대 다짐.

2020.09.24.

후생노동성, 코로나19 관련 실업자 수 누계 6만 439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총리 한일수뇌전화회담

2020.09.25.

정부, 고 투 캠페인 10월부터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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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 코로나19 대책 및 경비
절감을 위한 간소화 항목 52가지 공표.
2020년 10월

2020.10.01.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 일본학술회의 새 회원 추천자 105명
중 6명, 스가 총리 임명거부 사실 지적.
정부 관광지원 사업 고 투 트래블 대상에 도쿄 출발 추가.
중장기 체류자 중심 입국 재개 방침.

2020.10.02.

후생노동성,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방침 발표.
교수 및 시민 700명, 총리관저에서 일본 학술회의 문제 항의시위.

2020.10.05.

Go To Eat 캠페인 전국 최초로 니가타현에서 시작.

2020.10.06.

스가 총리, 총리관저에서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2020.10.07.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리포트 ‘한일수뇌의 정치판단으로 최대의 위기회피를’
(〔研究レポート〕日韓首脳の政治判断で最大危機回避を) 발간.

2020.10.08.

한국 기업인 특별입국 시행.

2020.10.19.

스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 회담.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대통령 회담.

2020.10.22.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9월 당 총재선거 패배 책임으로 계파
수장 사퇴.

2020.10.23.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리포트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1953년, 1954년도의
미국정부제작의 항공도에 관해서’(竹島を日本領と記載する1953 年、1954 年
の米国政府作製の航空図について) 발간.

2020.10.26

스가 총리, 내각 발족 후 첫 소신표명연설.

2020.10.29.

일본 코로나19 감염자수 누적 10만 명 넘어섬. 사망자 1761명.
2020년 11월

2020.11.01

「오사카도구상」 주민투표, 2015년의 투표 이후 두 번째 부결.

2020.11.05.

농림수산성, 가가와현 미토요시 양계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발표.

2020.11.06.

닛케이 평균주가 종가, 전일대비 219엔 95전 상승한 2만4325엔 23전,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 갱신.

2020.11.10.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 스가 총리 예방.

2020.11.11.

미야기현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지사,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 2호기(미야
기현 이시노마키시, 오나가와쵸) 재가동 동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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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스가 총리,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

2020.11.13.

김진표 한일의원연맹회장 일행 스가 총리 예방.

2020.11.14

사민당, 임시전당대회 개최. 소속의원의 입헌민주당 입당 용인.

2020.11.15.

한중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등 15개국과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협상 합의, 서명.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바흐 회장 방일.
16일 스가 총리,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도쿄올림픽 개최 목표 확인.

2020.11.16.

내각부, 2020년 7~9월의 국내 총생산 속보치 발표. 전기대비 5.0% 증가, 연율
환산 21.4% 증가.

2020.11.23.

일본 검찰, ‘벚꽃’ 스캔들 본격 수사.

2020.11.25.

스가 총리, 총리관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부장 회담.
2020년 12월

2020.12.02.

자민당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전 농림수산상(70), 대형 계란 회사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의혹, 당 직책 모두 사임.

2020.12.06.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JAXA), 탐사기 '하야부사 2'에서 분리된 캡슐 호주
남부의 사막에서 회수.

2020.12.08.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의료체제 붕괴 위기에 처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에 육상자위대 소속 간호사 등 10명 파견 발표.
문 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일본 정부 환영

2020.12.14.

스가 총리, ‘고 투 트래블 전국 일제 중단 발표.
정부,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 개최.

2020.12.15.

정부, 제3차 보정예산안 확정. 2020년도 세출 총액 당초 예산의 약 1.7 배인
175조 6878억 엔.

2020.12.18.

미국 제약사 화이자, 후생노동성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약사 승인 신청.

2020.12.22.

일본 코로나19 사망자수 3000명을 넘어섬.

2020.12.24.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정치자금규정법위반 혐의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
비서(61) 약식기소. 아베 전 총리는 혐의 불충분 불기소 처분.ㅤ

2020.12.25.

일본 외무성, 한국의 독도군사훈련에 항의.

2020.12.26.

후생노동성, 영국에서 귀국한 조종사 변종코로나 감염 발표. 28일 이후 외국인
입국 원칙 중지 결정.

2020.12.30.

연말 도쿄 증시 닛케이 평균 주가 종가 전일 대비 123엔 98전 하락한 2만
7444엔17전 마감. 연말 주가로는 31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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