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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가 정권에서 기시다 정권으로 정치적 리더십 교체
■ 기시다 정권의 출범과 자민당의 파벌 역학 변화
○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9월 29일)
-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른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는 10월 4일 국회에서 제100대 총리로 선출
○ 기시다 내각 출범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한 뒤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 안정다수’ 획득
- 10월 31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은 이전보다 15석이 줄기는
했으나 단독으로 과반을 크게 웃도는 261석을 획득했으며, 공명
당이 3석이 늘어난 32석을 얻어 연립여당은 총 293석의 ‘절대 안
정다수’를 획득함.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전보다 13석이 줄어든 96석을 얻
는 데 그쳐 존재감이 크게 약해졌으며, 오사카를 근거지로 한 일본
유신회가 4배 가까운 41석을 획득해 제3당으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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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파’의 발족과 자민당 내 파벌 역학의 변화
-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이 중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아베 전 총리가 파벌 복귀와 함께 회장에 취임해 ‘아베파’가 발족
했으며, 모테기 간사장의 舊 다케시타파 회장 취임이 결정되는 등
무파벌과 신인을 상대로 파벌 간 세력 확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
로 보임.
- 향후 기시다 총리가 당내 제1, 2, 3위 파벌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
자적인 색채를 내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정권
의 명운이 달려있음.
■ 미･중 경쟁 시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 스가 정권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면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외교와의 일체화를 추구
- 2021년에 들어와 일본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현재화(顯
在化)해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
적인 해양진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타이완정세에 대해 강한 관
심과 관여 의지를 표명함.
- 4월 27일 각의에 보고된 2021년판 외교청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라고 지난해 표현을 답습
했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
고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위기감을
보다 강하게 표출함.
* 외교청서는 2020년 봄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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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각의에 보고된 2021년판 방위백서도 중국의 군사 동향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
려”라고 강조했으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영해 침범을 거듭하는 중국 해경국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처음으로 비판함.
-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미･중 관계를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분
석한 것은 2021년판이 처음이었는데, 특히, 방위백서는 “중국-타
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면서 타이완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
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언급함.
○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바이든 정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일본
- 3월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대립은
민주주의국가와 전제주의 국가 간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미
국은 동맹이자 G7 멤버이며 미･일･호･인 4개국 협의체인 쿼드
(Quad)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의 제창국가인 일
본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적극적
으로 호응하고 있음.
- 3월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와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
서 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으며, 중국이 ‘핵심이익’이라 부르며 중시하는 타
이완과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미･일 정상은 안보의 개념을 경제와 기술 문제로 확대했으며, ‘억
제력과 대응 능력(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방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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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동맹과 지역의 안보
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Japan
resolved to bolster its own defense capabilities to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 and regional security)”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었는데, 2+2 공동성명의 표현보다 훨씬 강화되어 일본
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일 2+2 공동성명(2021.3.16.): “일본은 국가방위를 강고하게 하고 동맹을 더
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능력 향상을 결의했다(Japan resolved to enhance its
capabilities to bolster defense and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

○ 탈(脫) 아베 시험대에 오른 기시다 정권
- 10월 8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기초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고’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고’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응해 인류에 공헌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각오를 표명함.
-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정권과 다름이 없는데,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①미국을 비롯
해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이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
와 연계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②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
정해 방위력의 강화와 경제안보 등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고, ③핵
군축･비확산, 기후변화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본
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11월 10일 출범한 제2차 기시다 내각은 친중국적이라고 아베와
아소 두 전 총리가 난색을 표명한 기시다파의 하야시 요시마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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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되었는데, 수적으로 압
도적인 ‘아베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음.

나. 일본의 경제안보 중시와 방위력 증강 추진
■ 일본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의 중시
○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분야(경제, 기술, 감염증, 사이버 등)를 전담
하는 ‘경제반’을 신설해 경제안보체제를 강화
-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2020년 4월 1일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설치함.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의 확산이나 경제적
손실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반의 당면과제였으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인공지능이나 양자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음.1
- 자민당은 2020년 6월 4일 정조회장 직속으로 ‘신국제질서창조전
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했으며, 12월 22일 『‘경제안전보
장전략’의 책정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1.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이 신설되면서 외무성 조직도 개편되어 2020년 8월 종합외교정책국
내의 신안전보장과제정책실이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개편했음. 또한,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
리과’를 신설하고 경제국 소속 국제무역과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개편해 과로 승격시키고 인
원도 확충함. 毎日新聞, 2020년 8월 1일. 이것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
치를 발표한 데 대항해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발생한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책의 일
환이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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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책정하고 2022년 통상 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
법’(가칭)을 제정하라고 제언했음.
- 특히, 자민당의 보고서는 경제안전보장을 “우리나라의 독립과 생
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와 ‘전략적 불가결성의 유지･강화･획득’이라는 두 가지 개념
을 제시했음.2
- 2021년 5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전략본부는 연내를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차기 ‘국가안전
보장전략’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며,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해
상물류, 금융, 의료’ 등 5개 전략기반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라면서 예산, 인력 및 법
정비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힘.
○ 경제안보담당상 신설과 반도체산업의 재생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담당상(고바야시 다
카유키)을 신설한 데 이어 자민당 총선공약집(自民党政策BANK)
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
하여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실현하면
서 경제안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2.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기반을 강인하
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생활의 지속과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략적 불가결성’이란 “국제사회 전체의 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나
라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불가결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장기적･지속
적인 번영 및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두 가지 모두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
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新国際秩序創
造戦略本部中間取りまとめ~「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1」に向けた提言~,”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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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도체산업의 재생을 목표로 첨단반도체의 국내개발과 제
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와 공동연구를 지원하겠
다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2019년부터 경제산업성이 일본 국내 유
치를 추진해온 타이완의 TSMC가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됨.
-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는 10월 14일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
데, 특정 물자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자유무역에도 반한 것임.
- 미･중이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전략적 이익 확보를 위해 경
제적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경제･기술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시대에는 미･중의 경제분쟁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때 남용된 것이 GATT 제
21조에 입각한 안전보장상의 예외였는데, 중국도 2021년 6월에
제정한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원칙, 입장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중국 국민과 조직에 대
해 차별적인 조치를 하면 중국도 상응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각료와 전문가
로 구성된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경제안보를 뒷받
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법제 준
비실‘을 만들었으며, 2022년 통상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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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핵심
서플라이체인
(공급망)

반도체나 희토류 등의 ‘중요물자’에 대해서 국내 생산을 보조금
으로 지원

기간 인프라

전력, 에너지, 항공 등 중요한 인프라 설비를 도입할 때 안전보장
상의 우려가 있는 국가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사전 심사

기술 기반
특허 비공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 측이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
민감한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
고, 그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

○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가 기시다 외교의 중요한 과제
- 경제적으로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2020년 중국과
의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약 3,402억 달러였으나 일
본의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함.3
- 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투영역도 종래의 육해공만이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보 형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센카쿠열도 주변 동중국해에서 해군 함정과 해경국 소속 선
박의 영해 침범이 증가하자 방위성은 2016년 3월 요나구니지마
에 16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대를 주둔시켰으며, 2021

3.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1/114272012ce2ba22.html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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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중국 해경법이 시행되자 방위성은 2023년까지 전자파의
수집과 방해 활동을 하는 전자전 부대 배치를 결정하고 항공자위
대 이동경계대를 상주 배치로 전환함.
- 규슈 남쪽에서 센카쿠열도에 이르는 난세이(南西)제도는 중국이
설정한 제1열도선에 위치해 ‘접근 저지･영역 거부(A2AD)’ 전략
을 통해 안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적 요충지인
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방위에 불리한 난세이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음.
- 10월 8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는 안정
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양국, 지역,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
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하면서 중국에 주
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대
화를 계속하고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함.
- 이것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월 3일 국무부 외교 연설에서 ‘21
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련’인 미･중 관계가 ‘경쟁적(competitive)’
‘협력적(collaborative)’ ‘적대적(adversarial)’일 수 있다고 말했
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임.
- 영토주권 문제인 센카쿠열도나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친구’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
게 대응하나 기후변화나 환경, 감염증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는 협력할 것인데, 일본은 중국의 태도를 보고 사안별로 다르게 대
응할 것임.
- 2022년은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중요한
해로 당시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는 고우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
이었으며,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10.8)
에서 국교 정상화 50년을 계기로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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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내년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지 특히, 2020년 4월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
본 국빈 방문이 재추진될지가 최대관심사임.
■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지와 GDP 대비 2% 방위비 추진
-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동맹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는데, 이것
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의해 일본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도 커
졌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
- 5월 25일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일본의 종합적인 방위력 향상을
위해 방위비를 발본적으로 늘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장비,
게임체인저 기술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액, 방위
산업 기반의 강화와 인적 기반의 강화 등을 정부에 제언함.4
- 10월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자민당은 2022년부터 방위력
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되어왔던 방
위비를 “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관계비의 증액”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힘.
* 일본의 방위비는 제2차 아베 내각 등장 이후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연
속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 매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
5조 3,422억 엔이었던 2021년도 방위비 요구 예산에 난세이(南西)제도 방위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7천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6조 엔 규모

4.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激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し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ための提
言,”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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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사상 최대가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1%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자민당
이 공약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일보가 될 것으로 보임.

-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면 현재 방위비의 약 두 배가 되어
세계 3위가 되며 자위대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늘어나는 방위비는 무기와 장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는데, 2021년
무기와 장비 등의 구매와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는 방위비는 약
20%에 그쳐 연간 6조 엔이나 늘어나는 방위비의 사용처를 고려
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라는 비판도 있음.5
○ 타이완 유사를 상정한 일본 자위대의 활동 확대 모색
-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중국-타이완의 군
사적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차
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 타
이완 유사를 일본 유사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음.
- 특히, 명백한 무력공격이 아닌 그레이존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
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해갈 것으로 보임.
- 2014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자위적 조치로서 집단적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했으며 2015년 4월 27일에
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
동 범위를 일본(미일안보조약 제5조)과 극동(미일안보조약 제6
조)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안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6

5. 田岡俊次, “防衛費GDP比2％」は“平和ぼけタカ派”の空公約,“ DIAMOND online, 2021년
11월 11일, https://diamond.jp/articles/-/287137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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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아소 다로 부총리(당시)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라면서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향후 일본은 미･중 및
중국-타이완 갈등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사태별로 자위대의 대응,
나아가 미군과 자위대의 방위협력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보임.7

상정 사태

자위대의 대응

중요영향
사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우려가
있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사태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
원, 선박검사, 수색활동

존립위기
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등에 명백한 위험이 초
래되는 사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
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등의 조건 하에
총리가 방위출동 명령

집단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미군 등에 대한 공격에
반격)

무력공격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하거나 발생
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

개별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반도
- 2010년대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 방위력
을 증강해왔으나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는 군 현대화를 계속해온
중국이었음.

6.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등 기존 10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
법안’과 함께 외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
제정함.
7. 자위대와 미군의 방위협력 내용을 구체화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은 1978년 11월 27일
처음 제정되어, 1997년 9월 23일과 2015년 4월 27일 두 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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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처음 만든 ‘한
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해설 코너에서 ‘2021-2025 국
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급격한 군비증강 배경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이관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
기 위해 북한만이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
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OECD가 각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구매력평가(PPP)
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2018년 한국의 국방비는 506억 달러
로 일본의 방위비 494억 달러를 넘었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상의
예상 증가율 1.1%와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상의 증가율 6.1%로 계
산하면 2025년에는 1.5배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을 자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
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저공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하자 일본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불가능하면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
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 1956년 2월 2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후나다 나카 방위청 장
관이 대독한 답변에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일본이 “유도탄 등
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
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적기지 공격 능력
의 보유가 합헌이라는 근거가 되어 왔음.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6월 자민당은 “자위
대에 의한 ‘책원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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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제언을 했는데, 2017년 3월과 2018
년 5월에는 ‘적기지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유 여부를 검토
하라고 다시 정부에 요구했음.
- 2020년 9월 11일 퇴임 직전 아베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을 강조하면서 요격 능력 확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
표했지만, 스가 정권은 보유 여부 결정을 유보하면서 일본제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 연장과 함정 및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
도록 개량하기로 함.
- 전후 일본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
하지 않고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국 방위를 위해 무력을 행사
한다는 전수방위를 방위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왔음.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타국을 위협하는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
지 않겠다는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전수방위와의 결별을 의미
하며, 일본이 동맹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로 방위력을
강화할지와 함께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
대한 문제임.

다. 2022년 전망과 한･일 관계
■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영역 확대 추구
○ 미･일 동맹 강화와 동시에 중일관계 개선 위한 돌파구 모색 예상
-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관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 중･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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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일본은 미･중이 결정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국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독자적인 영역 확대를 모색할 것으
로 보임.
-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문제가 2022년 중 개정 예정
인 국가안보전략문서와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양국이 확인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특히 타이완 유사시의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 개최 예정의 미일 2+2에서 어떻게 논
의될지 주시해야 함.
○ 일본이 방위비 세계 3위의 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
-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증
액이 실현되면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방위비 규모 세계 3위 국
가가 됨.
- 그러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일거에 두 배로 방위비를 늘
리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면서 부정적이나 총선에서
제3당으로 약진한 보수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방위비 1% 제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간에 실현될 가
능성은 낮음.
○ 2022년, 국교 정상화 50년의 중･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
- 2020년 6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의 시행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국제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에 나
카다니 겐 의원(전 방위상)을 임명하는 등 인권외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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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의사를 표명함.
- 11월 11일 하야시 외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방문에 관
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으나 자민당
내에는 중국의 군사적 동향과 인권상황을 이유로 국빈 초청은 부
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함.
*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2008년 5월의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방문이
마지막이며, 5월 7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상호신뢰의
증진,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발전에 양국이 공헌하는 ‘전략적 호
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11월 18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하야시 외상
의 방중을 요청했는데, 자민당 내에는 하야시 외상의 방중은 “완
벽하게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부정
적인 견해가 많음.
-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2.4.~20.)
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됨.
* 11월 19일 기시다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
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일본의 국익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생각
을 밝혔지만, 산케이신문은 11월 21일 외교 보이콧을 결단하라는 사설을 게재함.

- 기시다파는 1972년 9월 외상으로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했
던 오히라 마사요시(1978.12.~1980.6. 총리 재임)를 배출한 파
벌로 자민당 내의 대중 강경파와 달리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
이 있어 기시다-하야시의 대중 외교를 주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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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 한반도의 심리적, 정책적 거리감
○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국민감정 등으로 확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 역사문제로 시작
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축소･중단되면서 양국 국민의 심리
적 거리감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 더구나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고 있어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함.
-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한 한･일 및 한･미･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 강국’(문재인 대통령
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인 한국을 북한과 함께 일본의 안전에
대한 ‘우려’ 또는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함.
- 일본이 제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해 한국이 소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인도, 호주, 유럽과 아
세안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외교
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
- 국회 소신표명연설(10월 8일)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
에 입각해 납치, 핵 및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해가겠다는 역대 정
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함.
-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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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직접 만날 결의를 표명했지만,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
다는 북한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목
표로 한다는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타국
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것은 전후 일본이 견지
해온 전수방위원칙에 반하며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공격을 금하고
있는 유엔헌장에도 반함.
-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어 “발사 징후 파악이나 조기
탐지,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 방위망의 돌파를 시도”(2021년판 방
위백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군사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외교를 통해 해결을 모색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한･일 관계
○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은 난망(難望)
- 2020년 9월 보수성향이 강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의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
을 강조하면서 대일 외교에 유연함을 보여왔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관계에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차기 정부에 부(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으나 대일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민
감하고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의 협력은 양국의 국익,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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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대일 공공외교가 필요함.
○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면서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연속성 유지 예상
- 기시다 정권의 대한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베-스가 정권의 정책
을 답습한 것이지만, 환경과 인구감소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을 중시하는 고치카이(宏池会) 출신의 기시다 정권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호기가 될 것이나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 측
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승리하면 기시다 정
권은 의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 국내정치 특히 자민
당 파벌 정치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차기 정부와 한･미･일 관계
- 2022년 3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와 5월의 차기 정부 출범 전후 일본
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쿼드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
하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
- 11월 19일(워싱턴 시각)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캠벨 인도
태평양조정관은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AUKUS)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시사했는데,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생각됨.
- 2022년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동
맹 관계 재편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될 것이지만, 공화당이 승리하
면 정치적 타격이 커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도 동요할 것임.
- 2022년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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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 문서를 결정할 예
정인데, 양국이 한국과 어떤 정책 협의를 할지는 향후 한･미, 한･
일 및 한･미･일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일
과의 전략적 소통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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