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 도쿄 심층조사
q 일시: 2016.7.6(수) - 9(토)
q 장소: 일본 동경
q 목적:
1.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선거관련 동향 및 향후 정국 및 정책을 진단·전망하고, 우리의 대일외교에
대한 함의를 모색
2.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대한 동향 조사
3. 매스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4.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조사
5. 한일관계 개선 후의 중일관계/미중관계에 대한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조사
q 주요 면담 내용：
1. 정국 전망: 참의원 선거 쟁점 및 의석분포, 정국운영, 경제/안보정책
2. 대외관계 전망: 중일관계, 미일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에의 영향
q 한국측 참가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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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측 면담대상자
- 학계
타니구치 마사키 (谷口将紀) 도쿄대학 교수
우치야마 유 도쿄대학 교수
미야케구티히코(宮家邦彦)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
나가히사 PHP이사
- 정계
나가시마 아키히사 (長島昭久) 민주당 중의원 의원
토야마 키요히사 (遠山清彦) 공명당 중의원 의원
미야케 신고 (三宅伸吾) 자민당 참의원 의원
- 언론계
아사히신문 정치부 부장
우치야마 키요유키 (内山清行) 일본경제신문 정치부장
사와다 카츠미 (澤田克己)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코마츠 마이니치신문 주필
쿠보타 루리코 (久保田るり子)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산케이신문 정치부 부장
시마다 토시오 NHK해설주간
- 관료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북동아시아 국장
가나이 마사아키(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
야마노 우치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
이희섭 주일한국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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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일본 정세 평가 및 전망 - 참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1. 7.10 참의원 선거 의미 및 평가
가. 선거의 의미
O 금번 선거는 아베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로서 개헌 관련 의석수 확보 여부가 최대 관심사
- 안보법제 통과 이후 최초의 선거이자 소비세 2년 반 연기에 대한 평가이며, 28년 만에 자민당
단독 과반수 획득 여부 관심사
- 개헌세력에 의한 3분의 2 획득 실현시 전후 최초인바 정치사적 특별한 의미
- 4년 차인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에 대한 시금석
나. 선거 결과
O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70석(각각 56석 및 14석)을 획득, 비개선 76석을 합해 146석을 차지하
여 참의원 과반수(122석)를 크게 상회하며 압승
- 자민당은 개선/비개선 합계가 단독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란 121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하여
선거전 20석에서 25석으로 증가
- 민진, 공산, 오사카유신, 무소속. 기타 등 야당은 51석(각각 32석, 6석, 7석, 여타 6석)을 획득
하여 비개선 45석을 합해 96석을 차지. 민진당은 개선의석수(45석)보다 감소하여 패배하였으나
공산 및 오사카유신은 개선의석수(각각 3석과 2석)를 상회하여 약진
다. 평가
ㅇ 참의원에서 개헌세력이 금번 선거결과 77석을 획득하여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2/3의석(242
석중 162석)에 육박하는 161석을 차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4명)을 더할 경우 165석이
되어 개헌논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 환경 성립
ㅇ 아베 총리는 제2차 내각 출범 후 국정선거에서 4연승 거두어 ‘1강다약’(一强多弱) 체제가 연장
되고, 자민당 내 포스트 아베 주자의 미가시화, 야당의 약체화 등으로 2018년 이후까지 아베의
장기집권 시나리오 가시화
- 중참 양원에서 연립여당의 절대 다수 확보로 정권기반 공고화하고,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임
기는 물론, 당규 개정 여부에 따라 정권 연장 가능성
2. 향후 주요 정책 및 정치일정 전망
ㅇ 아베 내각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경제, 외교안보, 개헌 등 각종 정책에 대한 프리핸드를 장
악한바, 아베노믹스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대한 주력하면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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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지켜보면서 중의원 해산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
가. 내각개조 및 자민당 집행부 인사
ㅇ 외교일정, 임시국회 등 정치일정을 감안, 8월-9월경 내각개조 및 자민당 집행부 인사를 단행
될 전망
- 기시다 외무대신, 다니가키 간사장, 아소 재무대신, 스가 관방장관 등의 처우 주목
나. 임시국회
ㅇ 9월말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비세 증세 연기 법안 및 TPP 승인 법
안, 헌법개정 논의의 활성화, 안보법제 시행(2016.3월)에 따른 PKO 파견 자위대의 新임무 부여
등 운영방안 등이 주요 사안이 될 전망
- 브렉시트 및 세계경제 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 아베노믹스 성과 거양을 위해 추가
경정예산(10억엔 이상 예상) 조기 편성 및 1억총활약사회 실현 관련 후속 조치 추진 예상
다. 헌법개정
ㅇ 9월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에서 헌법안을 검토하고 국민 관심을 환기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개헌안 상정 추진 가능성
-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 각 당의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하여 헌법 9조 외의 조항(긴급사태, 환경
권, 개헌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 전망
- 자민당은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칠려고 할 수 있지만,
개헌의 내용 및 시기 관련 공명당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 가능성
라. 중의원 해산
ㅇ 자민당 총재(2018.9월) 및 중의원 임기만료(2018.12월) 등을 앞두고 내각지지율, 경기 동향,
야당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중의원 해산 시기를 판단해 갈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 내년 상반기 실질임금 등 경기활성화 성과가 나오면 가을 전후로 중의원 해산 가능성
제기
4. 대외관계 및 한일관계
ㅇ 대외관계 관련 정책 기조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일동맹 일체화를 토대로 중일관계 안정
화를 추구하고 특히 러시아와의 영토협상을 가속화할 가능성
-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악화된 중일관계를 안정화(신정상)에 중점
- 12월 푸틴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북방영토 교섭 추진 중인바, 일부에서 이를 계기로 중의원 해
산 가능성 제기
-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한일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입장인바, 10억엔 제공으로 위안부 기금
조기 설립 실현 중요
- G-20, APEC 등 다자회의 및 한중일 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추진하여 중장기 한일관계 비전
제시 검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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