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최 은 미 * 1)
❖요 약❖
일본에게 있어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
고,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어려운 과제였으나, 그 중에
서도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아베 총리에게 있어 북일관계는 더욱 어
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치문제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정권 시기의 북
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진다. 본 연구에서는 북일 납치문제를 중심으
로 지난 약 8년에 걸친 아베내각에서의 대북인
식과 방침의 변화를 ｢소신표명연설｣과 ｢시정
방침연설｣을 통해 고찰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아베 내각은 북핵문제와 납
치문제는 북일관계에 있어 주요사안임을 확고
히 하며, 양 사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동일시
하였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이나,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상당부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베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은 초
기 아베 총리에 의해 주체적·주도적으로 이끌
어져 왔다면 국제정세 및 주변 상황에 따른 반
응적·대응적 성격이 가미되어 변화되어 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북일관계, 아베정권, 납치문제, 소신표명연설, 시정방침연설

Ⅰ. 서론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북일관계는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1)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2차 내각이 들어선

*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1)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area/n_korea/abd/index.html (검색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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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에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자문역)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
하고, 2014년 5월에는 스톡홀름합의2)를 이끌어 내며,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일본의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북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북일관계는 더 이상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통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일본인 납치문
제의 우선해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현재까지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스톡홀름합의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변화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정세가 큰 변화를 맞이하던 순간에도 북일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2019년 초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앞장서서 강경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펴 온 아베 총리가 이처럼 갑작스러운 선회를
한 이유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상대적으로 좁아진 일본의
입지를 넓히고,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와 같은 일본의 제안에 응하는 표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북한과 일본의 화해에 있는 만큼 북일
관계의 변화와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분석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에게 있어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납치문제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정권 시기의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합의 이후, 지난 5년여간 북일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
2)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6일∼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은 ① ｢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표명, ②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
치자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인적 왕래 등의 규제조치 및 인도적 목적의 북조선 선박의 일본에
의 입항금지조치를 해제, ③ 셋째, 인도적 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실시를,
북한은 ① 잔류일본인과 납치피해자 등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실시, ②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③ 조사상황을
일본 측에 수시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과 생존자의 귀국을 포함한 거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협의, ④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조사해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될 경우 귀국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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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기 내각을 포함하여
2012년 말 이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약 8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베 내각에서의
북일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난 약 8년에 걸친 아베내각에서의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인식과 대북방
침의 변화를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Ⅱ장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특징과 함의를 강조한 뒤, Ⅲ장에서 북일관계에서 납치문제가 갖는 의미를
이를 위해 다음

재조명하며, 아베 내각과 북일관계에서 납치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Ⅳ장에서는 아베 내각에서 대북인식과 방침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베내각의 소신표명연설 과 시정방침연설 을 통해 고찰 및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한 아베내각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며, 우리외교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기존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필요성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국간 수교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부터 크게 진전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
를 주제에 따라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북일수교 등 양국교섭에 대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로, 정영철(2005)은 2002
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친 북일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던
원인을 북한의 일본에 대한 ‘최소명분과 최대실리’, 일본의 북한에 대한 ‘최소실리와
최대명분’이라는 양국간 외교전략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양기웅·김준동
(2006)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북일수교협상 시기를 4개로 구분하여 결렬과 재
개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장박진(2010)은 한일회담 경험에 입각하여 북일
회담의 교섭과정을, 박정진(2016)과 미야모토(2016)는 북일스톡홀름 합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한반도 평화무드에 맞추어 북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방향과 내용을 다룬 전진호(2018)의 연구 등이 있다.
둘째, 북핵위협과 납치문제 등 양국간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주요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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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2008)은 1990년 이후부터 북한의 핵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후쿠다 정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남창희·이종성(2010)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어떠한 특징과 패턴을 보여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또한, 박성황(2018)은 북일간의 주요사안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일본의 민족주의
를 통해 연구하였다.
셋째, 북한 및 일본의 대내정책을 통한 대외정책과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표
적으로 신정화(2000, 2002, 2008, 2011, 2014, 2016)는 북일관계의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시기별로 연구하였으며, 진희관(2013)은 <로동신문>과 50년대 정
책변화를 통해 북한의 대일인식과 재일총련 정책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손기섭
(2007)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까지 북일 교섭과 관련한 일본의 대북 교섭의 정책결
정을 내각별로 분석하였으며, 이기완(2013b)은 제1차 아베 정권, 민주당,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제2차 아베 정권까지 각 정권별로 일본의 정치변화가 대북정책
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희식(2010)은 탈냉전 이후 달라진 일본의
정치지형도를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고이즈미 정권과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및 전략을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 이기태·김두승(2016), 김숙현(2018), 조은일(2019)의
연구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국간 교섭 및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부터 북핵 및 납치문제 등 갈등요인, 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내적 분석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지난
8년여에 걸친 아베 정권에서의 대북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
여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북일관계의 주요사안 중 하나인 납치문제가 아베
정권에서 갖는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되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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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일관계의 전개와 납치문제
1. 아베 내각 이전의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
일본과 북한의 교류는 1950년대 민간교류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정부간 교류는 북일수교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3) 국제적 차원의 냉전 해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미·소간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개방화 경향을 보였
으며, 일본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북제재조치 해제와 북한 조선
노동당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1989.01)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자민당·사회당 대표단과 북한 조선로동당이 발표한 북일관계 정상화 실현 등 8개
항이 담긴 ‘3당 공동선언(1990.9)’4) 및 3차례에 걸친 예비회담과 8차례에 걸친 정부
간 공식협상(1991.1.3-1992.11.5)으로 발전되었다(신정화 2016, 173-174).5) 그러
나 양측간 의견 차이의 심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의 대두 등으로 끝내 결렬되었다.
이후에도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さきがけ) 등이 방북하여 북한의 조선
로동당과 ‘4당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속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을 요구
3) 1990년 이전의 일본의 대북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강태훈(2000), 이면우(2011) 등 참조.
4) ‘3당 공동선언’의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은 과거 30년간 조선인민에 끼친 불행과 재난
그리고 전후 45년간 조선 인민의 손실을 입힌데 대해 사죄하고 배상한다. ② 일본과 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교 관계를 수립한다. ③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북한 측이 우선 통신위성을 이용하며 양국 직행 항공로를 개설한다. ④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인권 민족적 권리 법적 지위에 대해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보증한다. ⑤ 일본 여권
에 기재된 여행대상국 중 북한 제외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⑥ 남북통일문제로, 조선은 하나
이며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이익에 합치된다. ⑦ 자민·사회·노동당 관계 3당이
관계를 강화해서 상호협조하고 더욱 발전시킨다. ⑧ 일본과 북한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 건
설에 공동노력하며 전 지역에 핵 위협이 없어야 할 것이다.
5) ‘3당 공동선언’이 진행된 배경으로, 일본은 당시 자민당 부총리였던 가네마루 신(金丸信)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싶은 정치가로서의 야망, 걸프전쟁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던 일본
외교의 소극성 만회, 동북아 지역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면우 2011, 신정화 2016), 북한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호전 시키기 위한 외부자금을 확보하
고, 냉전 붕괴로 불리해진 한국과의 대립에서 살아남고 체제유지를 위함 이었음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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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보다
변화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부합하도록 미일동맹에 더 집중한 자민당 하시모토
(橋本龍太郎) 내각의 등장(1996.01),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1998.08) 등으로
인해 북일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일본의 대북정책의 중심은 1990
년대 초기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한 관계 개선에서 안보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동하였다(신정화 2016).
한편, 2000년대의 북일관계 개선의 모색은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북한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미국에 의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을 통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완화시켜 주기를 원했고(杉田米行
2004), 일본 또한 자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명목으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및 동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길병옥·김학성 2004). 더욱이 당시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총리는 자신의 내각에서는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따라서 압력보다는 대화를 우선으로 한 정책이 행해졌다. 이로 인해 회담이 중단된지
약 7년여만에 제9차(2000.4.5.-7, 평양), 제10차(2000.8.22.-24, 동경), 제11차
(2000.10.30-31, 북경) 등의 수교회담과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의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1차. 2002.09.18., 2차. 2004.05.22)이 개최되는 등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전되었고, 역사적인 ‘북일평양선언(2002.09.17)’이 이루어졌다. 하지
만 당시 의혹으로만 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인정되고,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가짜유골 논란’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2. 북일관계에서 납치문제의 의미: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 국내정치의
국제정치화
요코타 메구미6)로 대표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6) 1977년 만 13세의 나이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귀갓길에 북한에 납치되었으며, 2002년 북일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사실을 시인하였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북일본인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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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그림 1>은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을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
지 조사한 것으로, 일본인들은 북한의 핵실험(1차. 2006.10.9, 2차. 2009.5.25, 3차.
2013.2.12, 4차. 2016.1.6, 5차. 2016.9.9, 6차. 2017.9.3)에 의한 중대한 안보위협
에도 불구하고, 납치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일본인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사항 (2000-2018)
(단위: %)

※복수응답
출처: 일본 내각부,“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00-2018 각 년도 참조 재구성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중후반, 1980년대
초 다수의 일본인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다수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7) 일본인
납치문제가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1980년 1월 7일자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의
기사에서였다. 당시 신문에서는 토야마(富山), 후쿠이(福井), 니가타(新潟), 가고시마
(鹿児島)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실종사건을 특종으로 다루며 외국에 의한 납치의
어린 나이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하였다고 통보하며, 2004년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였으나, 검사 결과 가짜로 판정되면서 일본사회의 공분이 일었다.
7) 북한의 특수공작기관에서 공작원 일본어 교육, 신변은폐를 목적으로, 혹은 공작선을 목격했거나
공작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납치한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된 13명 가운데 7명은 공작원, 1명은 청부업자에 의해, 5명은 본인의 동의
하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철희 2004, 2).

116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4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동 기사에서 실종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는 않지만, 사건 조사 관계자들에 의해 북한의 연루의혹이 제기되었다.8)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9)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1991년 5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자신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던 이은혜가 일본에서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라는 여성이며, 끌려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10)
납치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1년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11)에서였다. 일본은
북일 수교교섭 제3차 본회담(1991.05)에서 처음으로 이은혜, 즉 일본인 여성 다구치
야에코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고, 납치의혹을 처음으로 공식 문제로 제기하였다.
북한은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일본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회담이 일시적으로 결렬된다. 이후, 6차 본회담(1992.01-02) 납치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며, 결국 1992년 11월 제8차 북·일 수교교섭이 중단되었다.12)
납치문제가 다시 언론에 부상된 것은 1997년이었다.13) 1997년 2월 3일 산케이신
8) 산케이신문에서는 2017년 납치문제 40년을 특집으로 다룬 기사에서, 1980년 자사에서 처음으로
보도한 납치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당시 실종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특종이
묵살되고, 양국간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계속 취재할 수 있는 기
회를 잃었다고 언급하였다. -【拉致４０年 家族の慟哭(３)】｢展望もない、地獄の苦しみ｣ 黙殺され
たスクープ 高い捜査の壁 (2017.03.27) https://www.sankei.com/premium/news/17032
7/prm1703270006-n1.html (검색일: 2019.05.15)
9)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UAE 아부다비를 경
유, 한국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되어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희생된 사
건이다.
10) 1988년 2월 일본경찰청은 리은혜가 다구치 야에코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같은 해 3월 일본공산
당 하시모토 아츠시(橋本敦)가 처음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경찰 및 공안당국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행방불명자로 처리
되었고, 일본의 미디어 및 여론도 비현실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였다(박정진 2015, 17
2-173).
11)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첫 교회담은 3차례에 걸친 예비회담과 8차례에 걸친 정부 간
공식협상(1991.01.03.-1992.11.05.일)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담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기웅·김준동 2006, 장박진 2010) 참조.
12) 1991년-1992년, 총 8차에 걸친 국교정상화 협상은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쌍방이 관심
을 가지는 문제 4개의 쟁점 분야로 진행되었으나, 양 측은 전 분야에 걸쳐 대립하였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 불법성에 기초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기본문제와 경제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과 보상은 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것을
우선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신정화 2016, 176).
13) 95년경 자민당내 온건보수세력은 사회당과의 연립정권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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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977년 니가타현에서 실종된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관심의 증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납치문제의
조속해결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인식되
게 되고, 납치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하게 되었다(박철희
2004, 5). 결국 같은 해 4월,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 협상 무조건 개재 방침을 철회하
고, 납치의혹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998년 6월, 하시모토 수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선언하였다(도진순 2005, 신정화 2000).
납치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변모한 것은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였다.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과 북일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는 새로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었다.14) 북일평양선언(2002.9.17)에서 김정일 국방위원
장은 그 동안 부정해온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인정하고, 생존자 귀환,
납치문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의혹에서 사실로 판명되고, 납치된 13명 중 8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전해지
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윤홍석 2007, 87).
더욱이 당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납치문제 해결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했
다는 여론이 우세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북협상 자세가 문제시되었고, 결국 일본은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한편, 2004년 5월 개최된 제2차 북일정상회담15)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본은 1차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납치피해자 사망원인
둔 대북접근 움직임을 보인 바 있고, 사민당과 연립유지에 부정적이던 자민당 내 보수연합파를 중심
으로 대북관계 정상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전면으로 부각시킨 이슈가 납치문제였다. 납치문
제는 주로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납치문제가 북일
간 국교정상화 속도조절을 위한 논리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박철희 2004, 1).
14)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이유는 첫째,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둘째, 미국의 대북위협정책을 차단
시키고 대화정책으로 유도하며, 셋째, 국교정상화 시, 지급된 보상금으로 국내의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일본은 첫째, 경제적 지원과 미국과의 대화 주선 등을 내세워 납치문
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이를 통해 고이즈미 정권의 국내지지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도진순 2005, 197).
15)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연금 미가입 문제로 인해 하
락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문
제 해결을 통한 체제안정 유지를 위해 제2차 북일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김영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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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방불명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백지상태로 재조사’할 것에 합의하
였다. 또한 북한은 납치자의 잔류가족 8명 중 5명을 고이즈미 수상의 귀국에 동행시켰
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약속하였
다. 같은 해 11월, 제3차 북일 실무회의 이후, 북한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측에 보냈으나, 조사 결과 유골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어 일본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시도
는 실패하였으며, 양국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신정화 2016, 181).
이후에도 북일 양국은 납치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2008년 6월, 베이징에
서 개최된 실무자협의, 2012년 11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정부간협의 등에서 납치
문제의 재조사 실시 및 추가검토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아베수상의
특사자격으로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의 방북과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비공식 또는 비밀접촉16) 등은 납치
문제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요코타 메구미의 친딸 김은경의 면담17)
이 이루어졌고, 이는 곧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2014.05.28)로 이어졌다.18) 스톡홀름
16) 2013년 12월 중국, 2014년 1월 베트남, 2014년 2월 홍콩에서 북한 측과 비밀협의가 이루어졌
고, 같은 해 3월 3일, 3월 19일에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 접촉이 이어졌다(박정진 2016, 106).
17) 동 회담에서는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 메구미의 딸인 김혜경과 생후 10개월 된
그녀의 아들, 메구미의 남편이자 김혜경의 아버지인 김영남이 만났다. 요코타 메구미는 없지만,
4대(代)로 이어지는 가족이 함께 만난 셈이다. 요코타 가족의 만남은 일북 간의 비밀접촉 끝에
이루어졌다. 1월 25일 베트남 하노이, 2월 22일 홍콩에서 일북 외교관의 비밀접촉, 3월 초 중국
선양(瀋陽)에서 일북 적십자 대표들의 만남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가족의 만남이 이
뤄진 것이다. 가족 상봉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장에서 메구미의 부모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서운함을 표시하지 않았고, 딸 메구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찾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딸을 납치한 테러국가 북한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수상은 이후 메구미의 부모를 수상관저로 초대, 식사
를 같이했는데, 메구미의 부모는 수상에게 납치자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납치문제의 상징과 다름없는 메구미 부모의 변신은 일본사회의 납치문제에 대한 사회적
터부의 종언(終焉)을 의미한다. - <월간조선> (2014.05) “급물살 타기 시작한 日北修交”(검색일:
2019.05.15)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
01405100026&page=8
18) ‘스톡홀름 합의(2014.05.28)’의 배경으로, 북한은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의 경제
위기 타파, 만경봉호 재 입항 및 조총련 본부 매각, 한미일 공조균열 의도 등,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의 저하와 개헌 추진에 대한 반발 등 국내 지지율 하락 돌파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적·외교적 고립 탈피와 위상 회복,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등이 지적
된다. - 상세사항은 이기완(2014), 신정화(2016), 박정진(2016), 진창수(2014), 미야모토 사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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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 전면적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되면 귀국조치, 조사과정에서 관계자 면담을 허용할 것에 합의하였는
데, 이는 “납치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박정진 2016, 108-109). 그러나 일본의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의 조사 보류,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납치문제는 큰 성과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 납치문제는 일본 내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
건이자 선결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박철희 2004, 1). 고이즈미 총리의 두 차례의
방북 이후, 일부 납치자 및 가족의 귀국 등이 이루어졌으나, 요코타 메구미로 대표되는
미해결 납치자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일본 자민당 정권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다시 이들이 납치문제와 북한제재 문제를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 재생
산해 나가는 순환구조가 생겨났다(오일환 2008, 379). 이후,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의
주요 사안이자, 일본의 대북정책 전개의 기준이 되었다(이종국 2016, 49). 즉, 북일
양국관계에서 모든 의제는 납치문제로 거의 일원화되면서(박정진 2016, 126), 일본
에게 있어 북한문제 해결의 입구인 동시에 출구이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납치문제의
해결은 동시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치문제가 있기에
북일양국은 자신들만의 의제로 만날 이유가 항시적으로 존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납치문제 이상의 것이 논의되었다. 역설적으로 납치문제를 매개로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6자회담 등 다자간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 온 북일관계가 독자적인 양자관계
중심으로 변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박정진 2016, 127-128).
현재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 17명(2002년 12월 당시 15명, 2005년 4월 1명,
2006년 11월 1명)을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2002년
9월에 밝힌 대로 납치피해자는 13명이 전부(4명은 미 입국)이며, 일본 귀환 생존자
5명 이외의 8명은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2002년 10월 15일에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생존 납치피해자 5명은 10월 24일에 일본 정부의 영주귀국 조치로 일본에 정착하였
고, 2004년 5월과 7월에 생존자 5명의 잔류가족 8명도 귀국하여 납치문제는 모두
(20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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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납치문제 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Ⅳ.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인식 및 태도:
「시정방침연설」과 「소신표명연설」을 중심으로
1. 정치인 아베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아베는 1988년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후,19) 정계에 입문해서도
줄곧 납치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1993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그는
1997년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 발족을 주도했고, ‘납북 일본인 지원 의원 연맹’
사무국 차장도 맡았다. 납치 문제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것이다. 일본인에게 있어
납치문제는 전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으며(本田優 2002, 53, 히라이 히사시 2015, 17),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는 문제이기도 하였다(野上忠興 2006, 183). 이
러한 과정에서 납치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아베는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특히,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관방부장관이
었던 아베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건을 시인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북일 공동성
명에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문제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후나바시 요이치 2007,
19) 1988년 9월, 일본의 한 60대 부부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당시 자민당 간사장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5년 전 영국 런던에서 행방불명 된 딸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恵子·실종 당시
23세)를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손에는 딸의 남편이라는 이가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가
있었고, 편지에는 딸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베 신타로 간사장의 차남이자
비서를 맡고 있던 인물이 아버지를 대신해 아리모토 부부를 외무성과 경시청으로 직접 안내해
사건 내막을 알렸는데, 그가 바로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이다. 이날 이후 그는 일본인 납북 사건
에 관심을 가졌고, 문제 해결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 <조선일보> (2014.5.31) “‘일본인 拉
北’에 매달린 26년, 그 덕에 총리까지 된 아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4/05/31/2014053100145.html (검색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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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완 2013b). 아베는 납치문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의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
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는 북한에 의해
상처받은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정치가로 받아들여졌고(신정화 2016, 183),
이렇게 정치인 아베는 일본인 납치 사건을 주도하면서 ‘보수(保守)의 아이콘’이자,
‘보수(保守)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해 북·일 정상회담으로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생존자 5명을 일본으로 일시 귀국시켰을 때, 북한과의
약속을 깨고 이들의 영구 귀국을 관철해 전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납치문제는 아베의 ‘필생의 과업’이자, ‘납치의 아베’는 아베가 수상이 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과제이며, 아베 수상을 대중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 요소였다(송석원 2008; 野上忠興 2006). 아베에게 있어 북한요인은 1990년
대 일본 사회가 보수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정치기반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이기태·김두승 2016, 84-85). 다시 말해, 납치문
제는 정치인 아베에게 있어 정권획득까지 이끈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자, 책무
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납치문제는 북일 국가관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지지세력 확보와 연계되었고, 국가간 문제가 국내문제화되며,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아베 내각의 대북원칙과 대북정책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정책은 ‘압력과 제재’로 전환되
었다(배정호 2014, 82). 더욱이 2006년 아베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이미지 때문에 집권에 성공했으며, 피해자 가족단체 등과
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납치문제 해결만을 고집하며 북한
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행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과 불화
가 지속되었고,20)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
20)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는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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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패하고, 정권을 후쿠다(福田康夫) 총리에게 이양했다(오일환 2008, 380).
후쿠다는 ‘자립과 공생에 기초한 아시아 외교’를 기준으로, 북한문제에 있어 납치,
핵·미사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후쿠다의 대북 온건정책은 아베, 아소 등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격렬한
저항과 언론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이어진 아소(麻生太郎) 내각에서는 북한
의 미사일 발사(2009.04.05)와 2차 핵실험(2009.05.25)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이기완 2013b, 85).
한편, 2009년 자민당으로부터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에서는 압박
과 제재에 바탕을 둔 자민당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민당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하토야마(鳩山由紀夫), 간(菅直
人), 노다(野田佳彦)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의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 중국
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한국과의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민당의 대북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
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기완 2013b, 86-89).
2차 집권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아베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
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납치문제의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는 주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하루빨리 모든 납북자의 귀국으로 이어질 만한 성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포착해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나라로부터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통해 아베 내각은 국내적으로는 보수파의 내부 결집을 도모하
고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 위협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영토 분쟁에 의한 중일 갈등 및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
회담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었다고 회고한다(藪中三十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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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계에서 고립을 탈피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를 통해 유엔안
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이기태·김두승
2016, 83-87). 그렇다면 실제로 아베 내각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방침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구체적으로, 아베 내각의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
지는 납치문제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베 내각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현재까지 시정방침연설 과 소신표명
연설 에서 밝힌 북한문제, 그 중에서도 납치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정기국회의 첫 머리에 행해지는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은 내각의 공식적인 기본
방침을 밝히는 자료이며, 총리의 소신표명연설 은 총리 개인의 소신에 근거해 국정
방침이나 중요과제를 설명하므로 개인의 인식, 소신, 선호,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자료이다(양기웅·안정화 2014, 266). 따라서 양 연설을 함께 비교·분석해
보면, 각 사안에 대한 아베 총리 개인의 인식과 내각의 공식입장을 함께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시정방침연설 과 소신표명연설 을 통해 드러난 1차부터 현
재까지 아베 총리 개인 및 내각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방침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 아베내각21): 2006.09.26.-2007.09.26.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는 전체 약 66%의 높은 득표율로
제21대 자민당 총재, 9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지명선거에
서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小沢 一郎)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
었다.22)
5년여 만에 치러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후계자 경쟁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아베 대세론’, ‘아베 대망론’이 우세하였다. 이후, 아베신조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21) 1차 아베내각 기간은 2006.09.26.∼2007.09.26.이며, 이 중 개조내각 2007.08.27.∼2007.09.
26.이다.
22) 아베는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국회의원표 267표, 지방표 107표: 득표율 66%)를 획득하며,
득표수 136표(국회의원표 69표, 지방표 67표: 득표율 19%)를 얻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
관, 득표수 102표(국회의원 66표, 지방표 36표: 득표율 15%)를 얻은 타나카키 사다카즈(谷垣禎
一) 재무장관을 높은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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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 및 전문가 그룹 등의 후쿠다 야스오 지원, 고이즈미 비판
노선에 따른 정치권의 질적 변화 등으로 인해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으
로 압축되었다. 아베의 지지율은 2005년 말까지 4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에 접어들면서 30%로 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 고조와 함께 다시 40% 중반대로 급상승하였다. 결국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9월 총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아베가
차기 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北風)을 타고 등장한 정치지도자였다(배정호 2007).
2006년 9월 26일, 아베 정권의 성립으로 일본의 대북불신과 압박은 한층 강화되었
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납치문제 담당
상과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납치담당 총리 보좌관을 새롭게 임명하고, 자신이 본부
장을 역임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도 설치하였다(이기완 2012). 또한 ‘납치문제와 국
교정상화 일괄 타결’ 방침을 천명하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이기완 2013b, 84).
아베는 2006년 1차 내각에서의 대북정책 원칙으로 첫째, 납치문제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둘째, 납치피해자 전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교섭
할 수 없고, 셋째, 납치문제 해결없는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3원칙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대북압박과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는 2006년과 2007년
아베 총리의 소신연설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표 1>은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총리의
소신표명연설 중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일간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북일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납치문제의 해결없는 북일국교정상화는 불가능”하고, 아베
총리는 “모든 납북자가 귀국할 때까지 철의 의지로 노력”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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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총리(1차 아베내각)의 소신표명 연설 비교
주요내용
“올해 5월 북한을 다시 방문한 것을 통해 납북자 가족 8명의 귀국이 실현되었지
고이즈미 총리
만, 안부를 알 수 없는 실종자문제, 핵 미사일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관계국
소신표명연설
들과 연계하면서 일북평양선언을 기본으로,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일북
(2004.10.12)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시 우리나라가 안보상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주도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아베 총리
결의안을 제안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제휴 아래,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소신표명연설
채택되었습니다. …(중략)… 납치문제 해결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불가능합
(2006.09.29)
니다.…(중략)…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간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6자 회담을 활용해 해결을 지향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선언의 충격을 잊어버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베 총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략)… 북한의 납치,
소신표명연설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2007.9.10)
모든 납북자가 귀국할 때까지 철의 의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총리소신표명연설 각 연도 참조하여 일부 발췌.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 하에 제1차 아베 내각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재재 등 ‘대화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고(배
정호 2007, 100),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최대사안으로 둔 대북정책 노선을 추구하
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26일 취임 직후인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해 금융제재 외의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등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일 간 및 6자 관련국 관계기관과의 긴말한 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2) 2차 아베내각23) 이후: 2012.12.26.-2019. 현재
2009년 8월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역사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23) 2차 내각은 2012.12.26∼2014.12.24이고, 3차 내각은 2014.12.24∼2017.11.01이며, 4차 내
각은 2017.11.01.∼2019년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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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대북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3년여의 집권기간 동안 납치문제와 북일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은 결국 자민당에게 다시 정권을 내주었다. 민주당 정권의 외교적 무기력함과 맞물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미사일 발사는 대북 강경노선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아베에게 역사적 승리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이
기완 2013b). 더욱이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의 제3차 핵실험(2013.2.12)이 강행되자, 일본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독자적 제재
조치와 국제사회로부터 기존 결의안보다 더욱 강화된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2차 내각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관심은 1차 내각에서 보다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취임 직후의 소신표명연설(2013.01.28)과 시정방침연설
(2013.02.28)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나의 사명”이라고 표현하며,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납북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범의 인도의 3가지 항목을 납치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3차 내각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소 변화하였다. 즉, 북한에
대해 ‘압력과 대화’, ‘행동대행동’이라는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납치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면서도 기존의 납치문제 해결을 분리하여,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표명했던 것과 달리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완화 및 핵·미사일 문제와 통합되어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보다는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7년 11월 4차 내각이 들어서고 발표한 소신표명연설
(2017.11.17)과 시정방침연설(2018.01.22)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은 더욱 강하게
표명되었다. 특히, 기존의 연설에서 외교문제를 연설의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과
달리, 해당 연설에서는 가장 처음에 언급하며 사안의 급박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 정세를 ‘국난(國難)’, ‘일본에 있어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까
지 표현하며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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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베총리의 소신표명·시정방침 연설(2차 내각 - 2019.05 현재)
구분

주요내용

“모든 납북자의 가족들이 자신의 손으로 혈육을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나의
소신표명연설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화와 압력의 방침을 고수하며 모든 납북
(2013.01.28) 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범의 인도의 3가지
항목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핵실험과 같은 도발 행위는 북한의 평화와 번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연대해 단호
시정방침연설 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납북 피해자 가족 모두가 혈육을 다시
(2013.02.28)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를 통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진상
규명, 납치범의 인도를 관철하겠습니다.”
2차 소신표명연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전면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각 (2013.10.15)
“북한에는 납치, 핵, 미사일 등 다양한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궤적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두가 혈육을 다시 껴안는 날이
시정방침연설
올 때까지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화와 압력’방침을
(2014.01.24)
고수하고,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범 인도 등의 세 가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이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전면적 조사를 시
작하였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두가 혈육을 다시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소신표명연설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이라
(2014.09.29)
는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압력’, ‘행동대행동’의 원칙
을 고수하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에는, 납치, 핵, 미사일의 모든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가
시정방침연설 장 중요한 문제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은 신속한 조사를 하고 하루 빨리 모
(2015.02.12) 든 결과를 솔직히 통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압력’,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고수하며,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차
내각

“지난 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비난
합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한
시정방침연설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압력’, ‘행동대행동’ 원칙을 관철하면서 납
(2016.01.22)
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반복하고 있어 강력히 비난합
소신표명연설 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아무런 이득이 되지
(2016.09.26)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핵, 미사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
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북한이 지난 해 두 차례 핵실험, 스무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시정방침연설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보리결의에 근거하는 제재에 가세하여 관계
(2017.01.20)
국과 협조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대화와 압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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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동’의 일관된 방침 아래, 핵, 미사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
제이며, 발생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긴박한 북한정세,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지금 우리나라는 확실히
국난이라고 불러야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없이는 이 국난
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전
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나라를 뛰어넘는 연이은 미사
일발사,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략)… 납치피해자의
가족이 고령으로 접어든 가운데 납치피해자가 다시 고향땅을 밟고 가족들과
소신표명연설 포옹하는 그 날까지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2017.11.17) 그리고 납치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에 그 정책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압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APEC,
EAS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각
국 정상과 북한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를 조속히 개최하고, 세 국가의 연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사태에 대비해 공고한 미일동맹 아래 구체적 행동을
취해가겠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비롯한 우리의 국방위력을 강화하고, 국
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
4차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내각 시정방침연설 합니다. 북한에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한
(2018.01.22)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중략)… 북한 정세가 긴박해진 가운데 자위대는
처음으로 미 함정과 항공기의 방호 임무에 임했습니다. …(중략)…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든 사태에 대비해 공고한 미일동맹 아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일미간 긴밀한 제휴 아래,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층 더 나가가게 하기 위해 일미, 일미한의 결속 아래
국제사회와 제휴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나
소신표명연설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문제에
(2018.10.24) 대해 가족들도 고령인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
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납치, 핵, 미사일
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지향합
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불신을
저버리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
시정방침연설
고 끝까지 결단력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
(2019.01.28)
교정상화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한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
히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총리소신표명연설 및 시정방침연설 각 연도 참조하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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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경색되어 있던 한반도 정세가 같은 2월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2018.4.27, 2018.5.26, 2018.9.18-20)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
통령의 북미정상회담(1차. 2018.6.12, 싱가포르, 2차 2019.2.27-28, 베트남 하노
이)이 이루어지는 등 ‘대화의 무드’로 바뀌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아베 총리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는 2018년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부터 나타났다. 아래
<표 3>은 아베 총리의 2017년과 2018년 유엔총회 연설을 비교한 표이다.
<표 3> 아베총리 2017, 2018 유엔총회 연설 비교
구분

주요내용

“북한 도발을 멈추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국제 사회 연대에 달려있습니다. …
(중략) … 독재자가 대량파괴무기를 손에 넣었고,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수소폭탄까지 됐던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반수단은 대륙간
아베총리
탄도미사일(ICBM)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온 것은 결코 대화의 부족이 아니
유엔총회연설
었습니다.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시도는 무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과
(2017.09.20)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 (중략) …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 유엔 모든
가맹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
아베총리
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유엔총회연설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중략) …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도 북한과의
(2018.09.25)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가 있습니다”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총리유엔총회연설 각 연도 참조하여 일부 발췌.

이처럼 2018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아베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2017년 전체 연설의 80% 이상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압박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는 등 상황이 진전되면서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북한과의 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으로, 아베
총리는 2018년 8월, 자민당 총재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한 소신표명연설
(2018.10.24)과 올해 초 시정방침연설(2019.01.28)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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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및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표 2> 참조). 나아가
최근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하며,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24)

3. 분석
아베총리의 소신표명연설 과 시정방침연설 을 통해 보면 일본의 대북인식 및
태도에 대해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본에게 있어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에 있어 주요사안임을 확고히
하며, 양 사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동일시하였다. 아베 정권 8년여 동안 시기에
따라 발언의 수위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 사안에 대한 발언은 지속적으로 제시되
었고, 이를 통해 핵문제와 납치문제는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시켰다. 북일
관계에서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 사안은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는데, 양자 모두 문제의 발생원인을 북한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및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이나,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발언 수위를 낮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 대북정책
의 3원칙, 첫째, 납치문제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둘째, 납치피해자 전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교섭할 수 없고, 셋째, 납치문제 해결없는 국교정상화
는 없다고 표명하던 강경한 입장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납치문
제 해결없는 국교정상화는 없다”라던 강경한 태도에서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포괄
적 해결”, 그리고 “조건없이 마주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포용적이고, 온건한 태도로 바뀐 것이다.25) 특
24) <テレビ朝日> (2019.5.6) 日朝首脳会談へ 安倍総理 ｢条件を付けずに｣ https://news.tv-asa
hi.co.jp/news_politics/articles/000153872.html (접속일: 2019.5.6)
25) 아베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야를 떠나 논의가 분분하다. ‘북
일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회장: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이 “일본 국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그대로 놔둔 채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화
론에 무게를 둔다면,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회장: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은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 되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화노선을 견제하며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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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납치문제에 있어서도 2차 내각 초기 문제해결의 3가지 목표로 언급된 “모든 납북
자의 안전 확보 및 즉각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범의 인도”에서 “가족들도
고령인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의 기저에는 실제로 납치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즉,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이지만, 실제 납치피해자로 추정
되는 인원이 너무 많고, 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점, 북한과의 협의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존자의 생사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26) 이를 통해, 아베
내각은 북한과의 납치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일관된 태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 후퇴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납치문제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아베 정권에서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고 완고한 것으로 여겨지나, 지난
8년여간의 주요 발언을 통해 볼 때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과거와 달리, 2018년 말부터는 “상호불신의 껍질을

…

…

깨고 ”,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 등의 변화된 표현을 통해 과거에 비해 북한에
대한 한층 완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납치문제에 대한 수위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 배경에는 지난 해 한미·북미 회담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재팬패싱(Japan Passing)’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중국, 러시아 방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본 스스로 위상을 되찾고, 한반도
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자국의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대북정책이 초기 아베 총리에 의해 주체적·주도적으로 이끌어져 왔다면 최근의
변화는 국제정세 및 주변 상황에 따른 반응적·대응적 성격이 가미되어 변화될 수 있다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연합뉴스> (2018/6/22) “日정치권, 아베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지
원·경계론 교차”(검색일: 2019.05.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
2/0200000000AKR20180622128851073.HTML
26) 아베가 2013년도에 이지마를 특사로 북한에 보낸 것은 이러한 요인의 일환으로, 일본인 납치문
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급격히 약
화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이기완 2013b,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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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결론
일본의 대북전략 기조는 ‘대화와 압력’으로 상징되지만,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
험을 계기로 ‘압력과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배정호 2014, 82). 그러나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하면서 일본은 대북 강경정책을 변화시켰고, 2014년 스톡홀
름 합의를 진전시키는 등 ‘대화와 압력’의 대북기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
핵실험 등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은 ‘압력과 제재’를 강화하여 왔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비핵화 논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역량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상이한 입장 차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내각은 북한문제,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의 총결산,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국교정상화를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관계의 입구에 있는 납치문제를 선두에서 이끌
어온 정치인 아베로서 납치문제의 우선순위를 쉽게 낮출 수 없다는 데 있다. 납치문제
는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여전히 지지기반을 모을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고, 아베에게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자, 자산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다만,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적 책무를 가진 아베에게 있어 이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납치문제의 순위와
해결방안 등은 아베 총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아베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준을 과거에 비해 완화시켜 놓았다. 즉, 아베 내각의 납치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일관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하였고, 과거 주체적·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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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끌어 왔던 것에서 주변 상황에 따른 반응적·대응적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아베 총리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상대적 완화된 입장27)을 통해 볼 때, 북일 양국간 관계
가 진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일간 주요 사안
중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결코 거리를 두거나,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웃국가이다.
세계 제3위 경제대국이고, 주요한 무역상대국이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객관적 사실 외에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이다. 따라서 향후 북일간의
움직임을 지속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일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
하겠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평
화프로세스의 달성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일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 고 일: 2019.08.11.
심사완료일: 2019.08.23.
게 재 일: 2019.11.30.

27)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일 간의 현안으로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언젠가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 <共同通信> (2019.5.50 正恩氏，日本人拉致と対話言及, ｢いずれ安倍首相
と会う｣ https://this.kiji.is/497743184273818721 (접속일: 2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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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Policy about Japan-DPRK Abduction Issue
of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Prime Minister Abe’s Statements and Speeches
Eunmi Choi

Seeking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ve been difficult tasks for any administration
of Japan. However, it must be even more difficult for Prime Minister Shinzo Abe,
who has been tough o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has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In other words 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s a political task of abduction issue,
becomes even more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abduction issue by reviewing his statements and speeches including those from his
first term.
As a result, the study clarifies that firstl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abduction issue are the major issue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the two issues were equated. Secondly,
Japan is adamant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it shows that the goal
of resolving the abduction issue has been lowered considerably. Lastly, the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changed by adding a reactive nature as a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and surrounding situation.
Keywords: DPRK-Japan Relations, The Abe Administration, Abduction Issues, Policy

Statements, Policy Spe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