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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베노믹스는 주가 상승,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
책을 통한 취업률 상승 등 일본경제의 활력을 가져왔다. 반면 당초 기대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통한
완전한 디플레 탈피,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대로 경제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미
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 전총리의 후광하에 발족한 스가내각은 아베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비전통적 금융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소간 부작용
이 예상되더라도 코로라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미완의 영
역으로 남은 성장전략 중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
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기득권
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임시관리 내각의 성격
으로 출범한 스가내각이 향후 장기안정 정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의 재정건
전화 문제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완이 필요하다. 당분간 엔화환율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총리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의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고 코로
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
축 등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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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수상의 중도 퇴임과 새로운 수상 선출 경위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미·일동맹의 탄탄한 기

총재(총리)선출 과정을 참의원과 중의원의 자

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갱

민당 출신 국회의원 394명과 도도부현 47개에

1)

신하던 아베 전총리 가 금년 8월 28일 건강악화

서 각각 3명씩 총 141명의 과반수 선출로 당선되

를 이유로 총리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는 약식선거(양원 의원총회 선출방식)로 결정했

갑작스런 사임의사를 밝혀, 일본 국내외에 적지

다. 자민당내 각 파벌들은 아베총리 중도사퇴에

않는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자민당의 강세와 공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7개 파벌 중 5개 파벌

명당과의 연립여당의 절대 안정정권하에서 자민

이 스가관방장관을 지지하였다. 이후 여론도 스

당 내의 대안 부재를 이유로 일부에서는 아베총리

가 지지 쪽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3) 그 결과 아

4연임 가능성마저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 전총리의 퇴임의사 표명 전 여론조사에서 수

아베총리는 숙원이던 아베노믹스와 평화헌법 개

위를 달리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을 누

정을 완성하지 못한 채, 코로나19의 확산 움직임

르고 스가관방장관이 70.6%를 얻어 압도적 1위

2)

속에서의 대처부진과 누적된 정치스캔들 에 대

로 자민당 총재로 선출(9월 14일)되었다. 유효

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하에서 건강을 이유로 중

투표 수 534표 가운데 스가씨가 377표(그중 지

도 하차라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판단된다. 노련

방표는 89표), 기시다(岸田)씨는 89표(동 10표),

한 아베총리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이시바(石破)씨가 68(동 42표)표를 얻었다.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차기 당대표

16일 선출된 스가총리는 즉시 아베정권 계승자

(총리)로 선출하는 데,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보

의 이미지가 강한 내각을 출범시켰다. 아소타로

인다. 아베총리는 자신의 복심을 읽는 니카이 도

(麻生太郎) 부총리·재무상과 니카이 토시히로

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에게 자민당총재 선출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상 등 상

과정을 일임하였다. 일반 당원 투표를 포함하여

당수 각료(당료)를 유임시키고, 관방장관에 가토

민의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시바 시게

노부오 현 후생노동상을, 방위상에는 기시노부오

루(石破茂)씨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총리가 중

(岸信夫, 아베 전총리의 동생)를 임명하는 등 파벌

도 사임한 긴급상황임을 들어 니카이간사장은

안배와 해당 정책의 전문가를 발탁하였다.
세습의원도 아니고 파벌에도 소속하지 않는

1) 금년 8월 24일 현재 아베총리의 연속 재임기간이 2,799일로 사토 에이
사쿠(佐藤栄作)총리를 넘어 최장수 기록을 갱신하였다.
2) 수의학과 신설 관련 이마바리(今治)市의 가케(加計)학원문제, 유치원 설
립 관련 국유지 저가 불하 의혹의 모리토모(森友)학원문제, 초과 예산집
행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사쿠라를 보는 모임(총리 주재
공식 행사)’ 등 아베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이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침체로 아베노믹스의 장점 퇴색과 아베노마스크 등 코
로나19 대응 미숙으로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스가총리의 당선은 일본정가에서 상당히 이례적

3) 아베총리가 퇴임을 발표한 직후 일본경제신문사의 여론조사(8. 29-30)
에서는 지지율이 이시바씨 28%, 스가씨 11%였으나 스가씨가 출마를
표명한 이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9. 2-3)에서는 스가씨( 38%)가 이시
바씨(25%)를 크게 앞섰다.

2 0 2 0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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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이다. 그는 낙후된 지방인 아키타에서 농가

일본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재등장도 배제할 수

의 장남으로 태어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없다고 하겠다. 아베 전총리는 건강상 이유로 인

며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요코하

한 중도 퇴임이라는 묘수를 통해 일본경제신문

마市에서 비서관, 시의원을 거쳐 중의원 의원 8

사 여론조사에서 금년 6월 38%로 부진하던 아베

선을 기록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일본 매스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퇴임의사를 밝힌 8월말에

에서는 스가총리에게 흙수저의 이미지를 부각시

는 55%로 끌어올렸다. 동 조사에서 아베수상의

키고 있으나, 오랜 관방장관 경력으로 친숙한 이

실적에 대해 평가함(27%)과 평가하는 편(46%)이

미지에 비해 실제로 베일에 가려있는 인물이라는

란 응답이 평가하지 않는 편(13%), 평가하지 않음

인상도 강하다. 스가총리가 지방에서 인기가 높

(11%)이란 응답을 크게 상회5)하였다. 아베정권 1

은 이시바후보보다 지자체 선거에서 2배 이상 득

차 내각에서 총무상, 2차 내각에서 관방장관(우

표를 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번 스가총

리의 대통령비서실장겸 청와대 대변인)으로 보

리 선출과정은 일본이 비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

좌한 스가씨가 후임 총리로 선출되는데 아베 전

고 있다고는 하나 100만 당원의 의사보다는 국회

총리의 역할이 컷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의원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민의보

통해 아베 전총리는 자신의 아베노믹스 및 외교

다는 파벌중심의 정치를 각인시켰다는 비판도 존

안보 노선을 대부분 스가정권에서 승계하는 효과

4)

재한다. 그러나 예상외로 지자체표 다수를 포함

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헌법 개정 문제

하여 압승을 거둔 것은 아베 전총리의 정책계승에

에 대해서도 스가총리는 자민당의 방침(黨是)으

대한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로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아베 전총리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자진

본고에서는 주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아베노

퇴임한 것이지 실정에 대한 책임으로 퇴임한 것

믹스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후, 스가총리의 주

이 아니므로 향후 정치적인 영향력 유지는 물론,

요 경제정책 방향과 신정권 출범이 우리에게 미치

4) 아사히신문 9월 14일자에서는 “약식 선거방식 채택으로 선거기간이 1주
일에 불과하여 정책논쟁의 기회가 적었으며, 유권자에 가까운 당원표 수를
1/3로 줄인 것 등은 정통성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는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5)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2. 아베노믹스의 평가
(1) 아베노믹스의 성과

평가하는 데는 대체로 2019년말까지 7년 정도를
시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0년 2월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베노믹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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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아베

또한 일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닛

노믹스 자체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케이주가는 2012년말 1만 395엔에서 2019년말에

다. 아베노믹스는 비전통적인 금융완화정책, 적

는 2만 3,657엔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9월 16

극적인 재정정책,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 추

일 종가기준으로 2만 3,476엔을 기록하였다. 아

진의 3개화살로 대별된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베노믹스의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인 성장전략

는 일본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추진으로 인해 일본기업의 경상이익은 2012년도

6)

가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아베

(회계연도; 4. 1 - 익년 3. 31 이하 동일) 48.5조엔

노믹스가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지

에서 2018년도 83.9조엔으로 증가하는 등 사상 최

는 모르나 일본기업의 자신감 회복 등 일본경제

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의 경상이익

활력제고에 기여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

이 83.6조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익의

7)

각한다. 아베 전총리가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산 건수는

재임 기록을 갱신한 데는 아베노믹스의 공을 빼

2012년 1만 2,124건에서 2019년 8,383건으로 31%

놓을 수 없다.

나 감소하였다.

아베노믹스 7년간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를

둘째,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완전

살펴보면 <표 1>에서처럼 미진한 부분과 긍정적

고용 상태를 실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취업자 수는

인 부분이 공존하나 특히 게이단렌 등 대기업의

2012년 6,271만명에서 2018년에는 6,655만명으

평가가 우호적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과 관련 사

로 384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생산가능연

항은 다음과 같다.

령 인구가 503만명 감소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여

첫째, 엔화약세 등을 통한 기업수익 향상과 주

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취업률도 대졸의 경우

가의 높은 상승을 들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비전

2012년 4월 93.6%에서 2019년 4월에는 97.6%로,

통적인 양적완화정책에 의해 엔달러 환율은 2012

동기간 고졸 취업률도 94.8%에서 98.2%로 높아

년말 85.9엔에서 2019년말 108.9엔으로 상승하였

졌다. 1억총활약사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동기간

다. 아베노믹스 이전 일본기업들이 엔화강세로

중 여성의 취업률도 60.7%에서 69.6%로 높아졌

인해 수출부진으로 고전하였고, 일본경제가 장

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자 수도 607만명에서

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엔

862만명으로 255만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

화약세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성과라고 할만하다.

본의 실업률은 2012년 12월 4.3%에서 2019년 12
월 2.2%로 감소하여 완전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6) 아베노믹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KIET 정책자료,
2019.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日
 本 內閣府 政府広報オンライン, 「データで見るアベノミクス
2020年 1月版」, ABENOMICS REPORT 2020(https://www.gov-online.
go.jp/tokusyu/abenomics/assets/images/Abenomics_pamph.pdf).

청년실업률(15~24세)도 동기간 7.2%에서 3.8%로
감소하였다. 또한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 수/유
효구직자 수)도 동기간 중 0.83배에서 1.57배8)로
높아졌고, 정규직 사원의 유효구인배율도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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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아베노믹스 7년간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금융시장

엔/달러(연말, 엔)
닛케이주가(연말, 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85.9

105.0

119.5

120.6

116.6

112.9

110.4

108.9

10,395 16,291 17,451 19,034 19,114 22,765 20,015 23,657

GDP

실질GDP성장률(%, 연)

1.5

2.0

0.4

1.2

0.5

2.2

0.3

기업

경상이익(연도, 조엔)

48.5

59.6

64.6

68.2

75.0

83.6

83.9

-

실업률(12월)

4.3

3.7

3.4

3.3

3.1

2.7

2.4

2.2

유효구인배율(12월, 배)

0.83

1.03

1.14

1.27

1.42

1.58

1.62

1.57

임금

실질임금지수
(2005=100, 현금급여총액)

104.5

103.6

100.9

100.0

100.8

100.6

100.8

99.9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12월, %)

-0.2

1.3

0.5

0.1

-0.2

0.9

0.3

0.8

재정

정부총채무잔고
(대GDP비율,%)

229

232

236

232

236

235

237

238

601

464

364

1,365

1,970

2,016

1,747

1,845

고용

경상수지 억 달러(연)

0.7

자료 : https://dashboard.e-stat.go.jp/timeSeries, https://ecodb.net/country/JP/imf_ggxwd.html, 內閣府, 「データで見る アベノミ
クス」, 2020. 1, 한국은행, 「경제통계D/B」.

배에서 1.13배로 높아졌다.

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타결, 미·일 무역

셋째, 아베노믹스의 지역활성화 정책 중 외국

협정·디지털무역협정 발효, 한중일FTA와 RCEP

인 관광객 유치활성화 정책이 가장 성과가 두드

의 교섭 추진 등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쳤다. 일

러졌다.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12년 836만명

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도 동기간 중 91.2조엔에

에서 2019년에는 3,188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외

서 181.7조엔으로 급증하였고, 직접투자 수익도

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점포 수

4.2조엔(2012년도)에서 10.3조엔(2018년도)으로

가 2012년 4월 4,173개에서 2019년 10월에는 5만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222개로 급증하였다는 데서도 외국인의 일본방

외화준비고는 2020년 8월 현재 1조 3,985억 달러

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8)

에 달한다. 외국인투자 배증정책 추진 결과 일본

넷째, 해외투자 증가와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의 외국인직접투자 잔고는 2012년말 19.2조엔에

등 일본이 해외 성장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서 2018년말에는 30.7조엔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을 추진한 것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할 수 있

내 투자환경 개선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

다. 일본정부는 EU와 FTA 체결, TPP(환태평양경

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 이탈에도 불구하고 일본

다섯째, 아직 다소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포괄적·점진

있지만 아베노믹스는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4차
산업혁명 투자 확대 등 기업친화적인 성장전략 추

8) 2020년 1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 유효구인배율이 7월에는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1.08배로 떨어졌다(https://vdata.nikkei.com/economicdashboard/macro/#c-p?open=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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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노믹스의 비판과 과제

기대비 1.6%(연율로는 6.3%)로 5분기만에 처음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초창기의 환호와는 달

セイ基礎研究所, 「2020·2021年度経済見通し

리 아베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미흡한 부분에 대

(20年2月)」, 2020. 2. 18).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는 등 과제와 문제점도 나

이동제한 등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2020년 4~6

타나고 있다.

월의 실질GDP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하면 전기대

첫째, 물가 2% 목표를 세워 디플레를 완전히 탈

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ニッ

비 -27.8%를 기록하였다.

피하겠다는 공약도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고, 기

셋째, 두 차례의 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업의 임금상승률도 기대만큼 높지 않아 소비진작

일본의 총부채잔고가 GDP대비 2012년 229%에

을 통한 성장추구라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

서 2019년에는 238%로 증가9)하는 등 2025년 재

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2월 기준)을 보면

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표 1>

2012년 -0.2%에서 2019년 0.8% 상승으로 다소 개

참조). 향후 복지수요의 증대와 코로나19로 인

선되고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한 대책비용 급증으로 2020년도 일본의 기초

급감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

적 재정수지(Primary balance)10) 전망치는 당초

하고 향후 물가상승률 달성 전망도 매우 불투명

GDP대비 -2.7%에서 -12.8%로 크게 악화될 것으

한 실정이다. 일본의 명목고용자보수는 2012년

로 예상된다(野村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0.

도 253. 9조엔에서 2018년도에는 284.7조엔으로

9. 15)

31조엔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실질

넷째,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지방경기나 내수

임금지수를 보면 2012년의 104.5에 비해 2019년

업종의 중소기업의 실적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에는 99.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는 평가도 있다(<표 2> 참조). 이 점은 이시바

(<표 1> 참조).

씨가 자민당 총재후보 경선에서 아베노믹스의 성

둘째, 일본의 실질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수주도형 성장전략 중

1% 전후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오히려 크게 둔

심의 지방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있는 데서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GDP가 2012년 3/4분

도 찾아볼 수 있다.

기 493.0조엔에서 2019년 3/4분기 559.2조엔으

다섯째, 아베정권은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로 66.3조엔이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 실질GDP

완화정책을 통한 디플레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수

도 43조엔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질GDP성장률
(2015년 연쇄가격 기준)은 2012년 1.5%에서 2019
년에는 0.7%로 2013년 2.0%와 2017년 2.2%를 제
외하면 오히려 아베노믹스 직전보다 둔화되었다.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인해 2019년 10~12월은 전

9) https://vdata.nikkei.com/economicdashboard/macro/#c-k?open=k1
10) 과
 거의 채무와 관련된 이자지불 이외의 지출과 공채발행 등을 제외한
수입과의 수지를 말한다. 다케나카 헤이조씨는 기초수지 적자가 계속
되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므로 금리지불 전 재정수지를 플러스
로 하고, 국채잔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
다(일본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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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항목

진척 상황

평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 29%대로 인하한 것 평가(OECD 평균 25%와는 괴리)

기업지배 구조 강화

- 일본판 스튜어드 십 코드, 코퍼릿 가버넌스 코드 도입,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GPIF) 개혁

암반규제개혁

- 암반규제개혁은 에너지(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농업(지역농협의 경영자유화
와 경쟁촉진)에서 진척

FTA 체결

- 일·EU

EPA(FTA) 타결.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CPTPP로 타결, 미·일 무역협정·
디지털무역협정 발효, 한중일FTA, RCEP의 교섭 진행 중

◎

관광입국(인바운드)

- 전략적 비자 완화, 면세제도 확대 등 방일 여행자수가 2012년 836만명 → 2019
년 3,188만명

◎

여성 활약 추진·외국인
활용·고령자 취업 촉진

- 여성 관리직 비율 30%를 목표. 일하는 방식 개혁에 착수. 가일층의 외국인 노동
력 활용 방안 수립 필요. 고령자의 취로지원을 위해 60~60세의 취업률을 2020년
까지 67%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

△

지방 발전

- 중소기업 지원, 지방발 벤처기업 창업환경 조성

△

노동시장 개혁

- 고도 전문인력제도(탈시간급 제도) 등의 관련 법안 미성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
족

×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배증전략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잔고가 2012년말 19.2조엔에서
2018년말에는 30.7조엔으로 급증.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규모가 1/6 수준

△

창업

- 개업률·폐업률은 5% 이하로 목표인 10%(영·미 수준)대를 크게 미달

×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 2022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로 배증, 설비투자를 2016년 대비 10% 증
가 목표로 추진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전 설정, 추진체제 구축, 인재육성 강화
등 관련 투자 확대 중

△

△

자료 : 관서경제동우회, 「아베노믹스 5년간의 검증과 일본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2018. 4, p. 6.에 필자가 가필하여 평가와 기술 내
용 등을 수정함.
주 : ◎: 매우 성과가 큼, : 성과가 큼, △: 성과가 다소 미흡, ×:성과가 미흡.

행해 왔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

정규율의 이완, 일본은행의 재무상황 악화를 초

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금융시장의 기능 저하, 재

래하였다.

3. 스가총리의 정치 이념과 중점 정책
스가총리의 정치이념은 자조(自助)·공조(共

에 중앙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대응(公助)한다

助)·공조(公助)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는 것이다. 자수성가형 스가총리가 자조를 강조

신이 알아서 하고(自助),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하는 것이 국가책임보다 개인책임을 중시하는 것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共助), 그 후

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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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된다. 스가총리는 아베총리의 정책노선 계승

본경제신문, 2020. 9. 17일자). 일본정부는 그동

을 표방하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만큼 아베총리

안 몇 차례의 긴급경제대책(2020. 4. 7 등)과 이에

의 경제 및 외교안보 등 기존 정책에서 독자성이

따른 재정지출계획(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

나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표 3> 참조).

方針2020, 2020.7.17)을 발표한 바 있다. 스가총

스가총리는 외교안보 등에서 전임 아베총리에

리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공급망

비하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개헌

재구축과 일본기업의 자국내 회귀도 강력히 추진

지지와 미·일 동맹을 축으로 관련 당사국들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겨울 인플루엔자

관계 강화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

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이

다. 스가총리는 특히 아베노믹스에 대해 매우 높

를 구별하는 검사체제 구축과 검사능력 확대를 추

게 평가하고 있어 향후 큰 틀에서 아베총리의 기

진할 예정이다.

존 경제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스가총리는 향후 아베노믹스의 성장전

향후 스가정권의 중점과제는 첫째, 당분간 코

략 중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중에서

로나19 대응에 전력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체 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약간의 변화를 도

로나19 감염자 수는 9월 15일 현재 누계로 7만

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총무상을 역임한 경

5,609명이고, 사망자 수는 1,467명이다. 상대적으

험 등에서 디지털청 설치를 통한 디지털화 촉진

로 피해가 큰 수도권 등을 포함하여 일본의 신규

으로 각 정부부문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일

확진자는 8월 중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스가총

본 정부조직 업무의 통합도를 제고하는 구조개혁

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담당할

경제재생의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일

행정개혁·규제개혁상(相)에는 코노 타로(河野太

<표 3> 스가총리의 정책안에 대한 자민당총재 입후보자 간 비교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분단에서 협조로: 중간층 부활에 의 납득과 공감: 지역균형발전과 내수
한 격차 시정 중시
주도성장 추구

정치이념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신형코로나
대책

검사체제 확충, 특별조치법 재개정 PCR 검사체제 확충,
은 코로나 수습후에 추진
특별조치법 재개정 논의해야

아베노믹스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중간층이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큰 틀에서 계
평가하나, 개인, 지방, 중소기업이
지방에는 혜택이 불충분하고 분배
승, 발전시킬 예정
풍요로워졌는지는 의문
재고 필요

지방경제

농업개혁이나 관광을 필두로 정치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으로 원격 근 지역분산형 내수주도경제, 동경집
주도로 지역경제를 지원
무·교육·의료 추진
중 시정

외교·안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근린제국 핵군축 등 글로벌 이슈의 규범 제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비약, 대등
과의 관계 구축
주도
한 미·일 동맹관계 지향

개헌

자민당의 기본 방침(黨是)으로 계속 9조에 자위대 명기 등 4개항의 자 2012년 자민당의 개헌초안이 유일
추진
민당 개헌안 존중
한 대안

PCR 검사체제 확충, 특별조치법
재개정은 보상제도와 함께 논의

자료 : 市川雅浩, “2020年自民党総裁選挙-3候補の政策案を比較する”,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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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전 방위청대신을, 디지털청 설립을 위해 자민

으며 효율성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향후 비전통적

당내 최고 디지털정부 전문가인 히라이 타쿠야

인 금융완화정책을 현재보다 강화하기는 어렵다

(平井卓也) 디지털개혁상(相)을 임명하였다. 중

고 판단된다. 우선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급

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타파, 통신비

선무인 상황하에서 적극적인 재정청책을 펼 수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

밖에 없으나 일본의 급속한 재정적자 확대에 따

으로 예상된다.

른 재정건전성 후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

셋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성이 크다. 아베노믹스에 의한 확장적 재정정책

타격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임바운드 수요 확대,

과 함께 최근 코로나 긴급경제대책과 2차례의 추

리조트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일본의 공적채무잔고는

다. 스가총리 자신이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으로 1인당 10만엔 지

‘Go To 여행’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적극 추진한

급, 기업의 고용보조금·매출감소 보전금, 관광보

주역이기도 하다.

조금 등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160.3조엔에 달하

넷째, 아직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에 대한 구
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구로다총재 인선에서부

였고, 일본정부는 그중 90.2조엔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였다.

터 관여해 온 스가총리가 특별히 정책을 변화시

전술한 점을 고려하면 스가총리 내각은 아베내

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상황

각이 경제산업성 내각이라고 불렸던 것과는 다소

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의 수단이 마땅치 않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맺음말
본 절에서는 스가정권의 장기정권 가능성, 우

가 있다. 스가총리는 아베 전총리의 정책노선

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엔화환율 움직임, 한·일 관

을 대부분 계승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부분적

계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인 수정은 해도 큰 틀에서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첫째, 스가총리가 장기 안정정권의 구축으로

된다. 아베노믹스가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스가

자신의 경제정책인 ‘스가노믹스’를 구축할 수 있

노믹스’로 변화될지 여부는 스가의 장기집권 여

을지가 주목된다. 스가내각이 아베정책의 계속

부에 달려있으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의 경제

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실무중심이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

향후 스가총리 정책의 독자성이 제약받을 것이

다. 일부에서는 스가내각이 아베 전총리의 잔여

라는 평가(노무라연구소의 키우치 다카히데씨)

임기 1년을 채우기 위한 임시(관리) 내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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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본 유권자의 56%가 향후

베노믹스의 계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관

4년 이상의 장기정권을 기대한다는 여론조사(일

심이 많은 것은 엔화의 움직임이다. 아베정권은

본경제신문사, 2020. 8. 31) 결과도 있다. 향후 정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다소

치 지형변화에 따라 스가총리가 일본 중의원을

변화는 있지만 상당 부분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해

해산하고 총선거에서 압승하면 다시 총리로 재

왔다. 아베총리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아베

선되어 장기 안정정권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

노믹스 퇴조로 인해 엔화강세가 발생할 것이란 우

기 어렵다. 스가총리는 코로나19 대책에 전력하

려가 있었다. 그러나 스가총리의 아베노믹스 계

면서 아베노믹스 가운데 미진했던 구조개혁 중,

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9월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설치 등 칸막이

16일 현재 엔화는 105엔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

행정 폐해 축소,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의 재편, 통

다. 향후 일본기업 해외투자 자산의 일본 내 환류

신요금 인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

증가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엔화강세의 가능

스 금리 상태에서 금융정책의 수단이 거의 남아

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 향후 급격한 엔

있지 않고 효용성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하

화강세나 엔화약세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

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은 지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이 긴축정책을 하

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베 전총리에 비해

거나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이이

서 생활형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스가총리로서는

치경제연구소의 후지시로 코이치(藤代宏一)씨도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

엔화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이 향후 달러당 105엔

어 향후 일본의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

전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 크다. 또한 향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구조

스가정권하에서도 당분간 엔화의 강세 전환이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일본의

엔화약세의 심화 등 엔화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없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은 경제협력개발기

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OECD) 36개국 중 21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

셋째, 스가총리의 등장을 경색된 한·일 관계 해

이다. 따라서 스가총리로서는 장기적으로 기존

소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스가총리가 아

의 수요창출 정책에서 경제효율을 높이는 공급

베 전총리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교안보 전략에

측면의 정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일본 노무

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도 있

라연구소의 기우치 타카히데씨). 구조개혁을 통

다. 그러나 스가총리는 징용공 문제 등 한·일 관

한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 문제와 함께 재정건

계에 대한 기본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

전성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스가정권

수 필요라는 아베 전총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

의 최우선 과제이자 장기집권화로 가는 첩경이

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및 화이트

라고 생각된다.

리스트 철폐를 위해 WTO에 일본을 다시 제소한

둘째, 향후 엔화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상태이다. 현재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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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부분 수출허가를 해주고

향후 스가총리로서는 일본지방에 대한 높은 여행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신일

잠재수요를 가진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

철주우금속 자회사 주식의 현금화 등이 실현되면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경색

일본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

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

로 보인다. 한국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

이 미·중 마찰과 코로나19의 대응으로 글로벌 공

리, 일본에서는 아베 전총리가 유력한 정치인 중

급망 재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

에서 가장 친한파라는 의견도 있다. 스가총리 등

가총리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

장만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막연한 기

안의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대응, 글

대는 금물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아베총리의

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

퇴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

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

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스가총

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

리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

서야 한다. 양국 정부가 기존의 악화된 한·일 관

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관

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서

심이 많고,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Go To 여

로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행’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적극 추진한 적이 있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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