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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q 합동총회 개요
1) 합동총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매년 한번 씩 번갈아 각각 개최되고
있는 정기회의로써 본회의 및 6개 상임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진행
됨.
2) 개회식에서는 양측회장의 인사말, 내빈축사, 양측간사장의 기조연설이
있게되며,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사전(합동간사회의)에 결정된
의제에 대해 자유토론이 있게 됨.
3) 상임위원회별 토의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보고내용을 바탕으
로 합동총회의 총 결과라 할 수 있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되며
그 내용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 됨.

q 방문 주요 목적
1) 일제 한국인 징용자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양국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해법모색
2)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정착 및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체제 구축 문
제를 비롯하여 한일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문제, 고대사 교류 전시회
및 인적교류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하고 그 해결 방안
을 찾고자 함.
또한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문제와 미래 협력문제, 저출산·고
령화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도 모
색하고자 함.
3)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와 개인적인 친교를 통해 우호친선 증진 및
개인교류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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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문 국
q 일본

3. 방문기간
q 2019. 10. 31.(목) ~ 11. 2.(토), [2박 3일]

4. 방 문 단
q 단

장 : 강 창 일 회장 (더불어민주당)

단 원 : 국회의원 39인 (대표단 명단 별첨)
q 수 행 : 박 정 호

5. 의
상임위원회
안보외교

사 무 총 장

외

3인

제
의
제
비고
ㆍ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 안보외교
협력에 대하여
ㆍ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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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관하여
- 한일간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해외
일자리 확대
경제과학기술 ㆍ한일 양국 대기업의 변화와 중소기업 교류확대
추진
ㆍ한일 상호간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력 향상에 대
하여
ㆍ고대 한일교류사에 대한 공동연구와 백제․가야․신라시대
사회문화

유물 전시회 추진에 대하여
ㆍ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에 대하여
ㆍ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법적지위

ㆍ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
하여
ㆍ70-80년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일본
영주권 회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ㆍ동북아 공동체 안에서의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

미

래

축을 위한 청소년․어린이․교육․지역균형 발전 등
협력 방안에 대하여

여

성

ㆍ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제도 수립에 대하여

6. 주요일정
주요일 정
시 간
10/ 31
(목)

세

부 일 정

비 고

16:20

ㅇ 대표단 제1진 김포공항 출발

KE709

18:35
19:20

ㅇ 하네다(羽田) 공항 도착
ㅇ 대표단 제2진 김포공항 출발

KE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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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ㅇ 하네다(羽田) 공항 도착

19:35

ㅇ 대표단 제3진 김포공항 출발

21:50

ㅇ 하네다(羽田) 공항 도착

19:30~21:00 ㅇ 재일민단 만찬 참석 (대표단 1진 참석)
21:50

07:30

ㅇ 호텔 check in

ㅇ 자유 조찬

OZ1065

르포르 코우지마치 호텔

New Otani Hotel
☎03)3265 - 1111

① 가든라운지(본관2F)
② 나다망(가든타워 로비F)
③ 뷔페(가든타워 40F)

08:00~09:00

ㅇ 합동운영위원회 (조찬)
 간사장. 위원장. 상임간사

09:00~10:30 ㅇ 여성위원회 합동회의
ㅇ 개회식
- 인사말씀(양국 회장)
11:00~12:00
- 축사(국회의장. 국무총리
일본 총리대신.일본 중·참의장)
- 기조연설(양국 간사장)
11/ 1
(금)

12:10~13:00 ㅇ 양국대표단 오찬

뉴오타니 호텔
B1 오리즈루
중의원 제1의원회관
1F 국제회의실
중의원 제1의원회관
1F 다목적홀

〃 1F 다목적홀

ㅇ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 지정의제 토의
-안보외교: B1F 제1회의실
-경제과학: B1F 제2회의실
13:30~16:00
-사회문화: B1F 제3회의실
-법적지위: B1F 제4회의실
-미
래: B1F 제5회의실
ㅇ 본회의 속개 및 폐회식
16:30~17:00
 위원회 토의결과보고
- 공동성명 채택

중의원 제1의원회관

17:00∼17:30 ㅇ기자회견
양측 간사장. 운영위원장

중의원 제1의원회관
1F 다목적홀

18:30∼20:00 ㅇ 양국대표단 교류회 (만찬)

뉴오타니 가든타워
스이호우(翠鳳)

08:00

ㅇ 주일특파원 조찬간담회

11/ 2

10:00

ㅇ 호텔 출발

(토)

12:20
(12:25)

*회장, 간사장, 위원장, 상임간사

ㅇ 대표단 귀국 (하네다 출발)

중의원 제1의원회관
1F 다목적홀

뉴오타니 가든코트
아리에스 (신관 5F)

OZ1075
(KE708)

14:40(15:00) ㅇ 김포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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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요 예산
구분

금액
(천원)

국외업무여비
숙박비

36,048

일비,식비

24,917

국외항공료

45,098

소계

106,063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5,825

7,922

* 최종 정산에 따라 다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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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

119,838

8. 방문 결과 및 주요 성과

방문결과, 주요 성과
q 방문결과
◯ 합동총회는 본회의 개회식과 위원회 합동회의, 폐회식으로 나누어 진
행됨.
◯ 개회식에는 양국회장 인사말과 내빈의 축사, 양국 간사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됨.
⑴ 개회식 (11:00∼12:00)
○ 한일양국 회장 인사말과 국회의장 등 내빈 축사가 있었음.
○ 한일양국 간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음
○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간사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었
음.
⑵ 위원회 합동회의 (13:30∼16:00)
○ 상임위원회별 합동회의를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언하고 합동회의
가 진행됨.
○ 각 상임위원회 합동회의는 기 결정된 위원회별 합동총회 의제와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자유토론식 회의가 진행
됨.
○ 상임위원회별 합동회의 결과는 오후 속개된 합동총회 본회의에 보
고되고 본 내용은 공동성명의 기초가 됨.
※ 여성위원회 합동회의는 대표단의 타 위원회 중복구성으로 오전에 별
도로 진행됨.
⑶ 본회의 속개 및 폐회식 (16:30∼17:00)
○ 본회의를 속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결과보고를 청취함.
○ 이어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42차 합동총회 총 결산이라할 수
있는 「공동성명」을 참석 대표단 만장일치로 채택함.
⑷ 대표단 교류회 (만찬) (18:30∼20:00)
○ 한일양국 대표단은 일본측 의원연맹이 주최하는 대표단 교류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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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참석, 회의에서 못다한 한일현안 및 개인교류 기회를 가짐.
○ 특히, 위원회별로 만찬 자리배치를 함으로써 우호적 분위기를 통한
의원대표단 개인간 Pipe line 구축의 계기부여가 됨.
⑸ 한국특파원 간담회
○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합동총회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 기회를
마련함.
○ 특히, 각 위원장들의 참석으로 이번 합동회의에서 첨예하게 의견차
이를 보여왔던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해 회의 진행과정, 결과 등
을 소상히 설명함.
⑹ 합동운영위원회의
○ 제42차 합동총회 관련, 회의 진행순서,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조율
하고 합의함.

q 주요성과
◯ 최근 한국대법원의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에 피해보상 판결을 두고 촉
발된

한일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GSOMIA 종료 문제 등 경제와 안보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로 발전함.
◯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파장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양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한일양국
의 정치,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한층 고조됨.
- 물론 양국정부 당국간 공식적 교섭이나 접촉이 아닌 의회차원의 교
류 회의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존재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동회의에 거는 관심은 지대하였음.
◯ 따라서 한일양측은 상당한 부담감 속에서 진솔한 의견과 속마음을 드
러 내면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였으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
기로 하였음.
◯ 이 합동회의는 우선 양국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양측 공히,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 및 파국은 절대 진
행되어서는 안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의원연맹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외부에 선포하였는 바, 한일 현안해결의 단초를 제공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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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국대표단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물론 7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등 좀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점은 이번 합동회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붙임: 언론 보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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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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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q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일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규모 접촉과 솔직한 토론으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함.
ㅇ 이 합동회의는 우선 양국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고, 양측 공히,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 및 파국은 절대 진
행되어서는 안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의원연맹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외부에 선포하였는 바, 한일 현안해결의 단초를 제공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특히, 양국대표단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물론 7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등 좀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점은 이번 합동회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ㅇ 한일관계는 양국민 간 심리적 요인이 다른 동일한 것 보다 크기 때문
에 이번 양국 정치인의 대규모 만남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q 상임위원회별 회의진행으로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를 꾀했으며,
한일 양국의원 개인간 Pipe line 구축의 계기부여
ㅇ 합동총회는 상임위원회별 자유토론식 합동회의로 진행되어 소관현안
을 가장 잘 알고있는 대표단으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대한 효율성 및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류만찬회의 위원회별 자리배치
를 통해 의원대표단 개인간 인적 네트웍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함.
ㅇ 또한 합동회의 결과는 공동성명의 형식을 통해 외부에 발표되고 기자
회견을 통해 세세하게 설명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동 총회 내용에
대한 홍보효과에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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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활동

1. 제42차
제 42 차 합동총회 개회식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1:00∼12: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1F 다목적홀
q 주요 참석인사 (대표단 명단 별첨)
우 리 측
강창일 회장(단장) 등 40명

상 대 측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105명

q 주요 내용
○ 한일양측 회장 인사말 및 양국국회의장 등 내빈의 축사가 있었음.
○ 한일양측 간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음.
1) 회장 인사말 요지
가. 강창일 회장
ㅇ 이번 총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열리게 되었음.
ㅇ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한
일 양국은 역사 인식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했음. 역사 문제
를 둘러싼 갈등은 경제 부문과 안보영역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상
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음.
ㅇ 한일·일한의원연맹은 1972년 출범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의
를 바탕으로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애
써 왔음. 양국 정부관계가 얼어붙고 국민정서가 악화되었을 때 의
원연맹은 더욱 소중한 역할을 해 왔음.
ㅇ 지난 7월 말,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양국
의원연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었음.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지소

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진 지금, 우호와 친선의 틀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ㅇ 한국과 일본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숙명적 관계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잘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잘된다고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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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여러분도 그
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합동총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강창일 회장

ㅇ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은 역사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옳
은 일도, 이로운 일도 아님.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
로 이어진 상황이 이를 입증함.
ㅇ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획
득하기 어려움. 갈등의 여파로 줄어든 교류와 협력은 모두를 안타
깝게 하고있음.
ㅇ 특히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
준히 이어나가야 함.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선
반응은 양국 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음.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한일 양국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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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이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하겠음.
ㅇ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시아가 한치 앞
을 내다볼 수 없는 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지금, 한
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임.
ㅇ 올 들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두 차례 만난 가운데 한반도 평화
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음.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
비핵화를 진전시키면서 북한이 핵무장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평
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음.
ㅇ 내년은 한일관계의 도약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임. 익히 아시다시피 이 곳 도쿄에서 내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림.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준비가 한창중인 것으
로 알고있음. 도쿄올림픽이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
지하는 평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람.
ㅇ 올해 일본에 ‘레이와’시대가 열렸음. 연호에 담긴 ‘아름다운 조화’
가 합동총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유감없이 꽃피우기를 기원함.
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郞) 회장
ㅇ 2019년은 일본국에서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어 새
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내딛는 기념할만한 해임.
ㅇ 지난 4월 30일에 전 천황폐하가 퇴위하시고, 5월1일에 새로운 천
황폐하가 즉위하셨음. 그리고 열흘 전인 10월22일에는 천황폐하의
즉위를 국내외에 선언하는 ‘즉위예정전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됨.
‘즉위예정전 의식’에는 191개 국가 및 지역, 국제기구 대표 분들이
참석하셨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
함.
ㅇ 일본이 새로운 ‘레이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한의원연맹도 오늘
날의 일한관계가 ‘전후 최악’ 이란 평가를 받을 만큼 힘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현황을 타개하며 해결의 실마
리를 찾기 위해 정치가들의 바른 판단, 바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
는 시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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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람.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식민지지배를 당했던
한국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일한 양국은 새로운 역사를 새기기
시작함.
일본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공통된 가치관을 가
지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음.
ㅇ 1965년에는 일본과 한국이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정상화
를 이루었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음. 일본도 고도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일한 양국은 굳
건한 경제협력 하에 아시아의 선도국으로서 확실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임..
ㅇ 일한 양국의 전후 역사 속에서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획기적
이고 혁신적인 일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임.
ㅇ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일본 국회연설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
음.

“일본은 이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

를 표명하였고, 나는(김대중) 이 선언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과거
사 인식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라고 역설하신
것임.
ㅇ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과 ‘일한 파트너십 선언’으로 인해 그 이
후의 일한관계는 경제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 등
의 교류, 청소년 교류 등 민관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확대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게 되었음.
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쾌거였음.
ㅇ 저는 1965년 일한기본조약의 법적기반과 1998년 ‘일한 파트너십
선언‘의 정치적 합의야말로 일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비약하는 기
초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임.
ㅇ 이 두 가지 일한 양국의 약속은 양국발전을 위한 암반과 같은 것
으로,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됨.
ㅇ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
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
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한국정부 대응이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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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는 내용이며, 일한관계의 법적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임.
ㅇ 과거 한국 역대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청구권협정을 준수했
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함께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일한 양국이 미래를 향
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
함.
ㅇ 또 이른바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및 경제 분야의 혼
란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일한 양국의 발전과 일한 양국민
의 국민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ㅇ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
되지 않음. 정치의 책임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함.
ㅇ 지금이야말로 일한 양국 정상, 일한 양국 정부, 일한 양국 의회인
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한 양국의 국가, 국민의 번영과 동북아
시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고, 무엇이 최
대의 이익인지에 관해 현실적인 축적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ㅇ 한일 양국의원연맹은 이번 합동총회에서 저희가 국민대표인 국회
의원이자, 일을 결정하는 정치가라는 점의 본분을 발휘해, 일한 양
국관계가 처해 있는 현 주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현재와 미래의
일한 양국의 이익, 일한 양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함.
2) 축사 요지
가. 문희상 국회의장
ㅇ 먼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림. 아름다운 조화를
뜻 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갈 일본의 미래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음. 또 한편으로는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크실 일본 국민 여러분
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
ㅇ 한일 양국 의원들의 교류는 1972년 개최된 한일 국회의원 간담회
를 시작으로, 5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 양국의원연맹이 그 중
심에 있으면서 한일 양국의 수많은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는 크나
큰 역할을 해 왔음.
ㅇ 안타깝게도 최근 한일관계가 어려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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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24일 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음. 특히 양국 총리는 지금의 한
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데 공감했음. 물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았다는 표현으로 기대를 표하고자 함.

문희상 국회의장 축사를 대독하는 윤호중 사회문화위원장

ㅇ 총리 회담에 이어 오늘 양국의 의원들이 대규모로 도쿄에 모인 것
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양국 정부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반대로 양국 정부 간
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오늘 개최되는 합동총회에서 양국 의회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ㅇ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며, 불
교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1,500년 이상의 교류 역사를 가지고

주요일 ▸ 29

있음.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도해 왔음.
ㅇ 안보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공조의 한 축으로서
긴밀히 협조해 왔음. 한일 양국은 상호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함.
ㅇ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2년 단위로 연이어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함.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아시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국민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의 기반
을 더욱 공고히 하는 외교현장이 되기를 기대함.
나. 이낙연 국무총리
ㅇ 10월22일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저는 대한민국의 축하사절로 참
석했음.
ㅇ 레이와 시대에 일본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고, 일본국민 여러분이
한층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함. 한일관계도 레이와의 뜻 그대로 ‘아
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를 소망함.
ㅇ 1990년 아키히토 천황 즉위식을 저는 신문사 도쿄특파원으로서 취
재해 보도했음. 29년이 지나 저는 국무총리로서 나루히토 천황 즉
위식에 참석했음. 그런 인연을 저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함.
ㅇ 즉위식 후에 저는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했음.
아베 총리와 저는 한일관계의 엄중한 상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교
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음.
ㅇ 또한 저는 누카가 회장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님과도 의미 있
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 일한의원연맹을 오랫동안 지도해 주신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님께도 인사드렸음.
ㅇ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정치인들의 모임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이라고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말했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임.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저는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생각함. 한일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
께 창조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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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 의원연맹은 1972년 출범 이래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김포-하네다 직행편 신설, 월드컵 공동개최, 비자면제 협정
체결,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제정 등 양국관계의 획기적 진전에는
늘 의원연맹의 역할이 있었음. 저도 국회의원으로 일한 기간 내내
의원연맹에 동참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함.
ㅇ 업적뿐만이 아님. 양국 의원연맹 회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
며 문제를 해결하다가, 때로는 술잔도 기울이며 우정과 신뢰를 쌓
았음. 저도 양국 선배 동지들과 그런 시간을 함께 했던 것을 행복
했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음.
ㅇ 이번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하리라고 저는 굳
게 믿음.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
고 우정도 깊게 하시기를 바람.
다.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의장
ㅇ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22일 국내외 귀빈을 모신 가운데 ‘즉위예정
전 의식’이 거행되었음. 천황폐하 축하의식에 한국에서 이낙연 국
무총리께서 참석을 해 주셨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림.
ㅇ 레이와의 신시대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의 우호 협력관계는 양국
의 경제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불가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음.
ㅇ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이며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시
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깊은 신뢰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ㅇ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여러 차례 커다란 시련을 경험해 왔음.
양국의 의원연맹은 늘 양국을 연결하며 관계 구축에 엄청난 공헌
을 해 왔음.
ㅇ 현재 양국 간에는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한편
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를 비롯하여 지역의 안정을 위한 일본
과 한국, 미국에서 긴밀하게 연계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불가
피하고 시급한 과제임. 그러기 위해서 양국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양국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함. 그리고 이런 때 일수록 의원연맹을 포함한 의원간 교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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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 또 지역간의 교류가 중요함.
ㅇ 일한·한일의원연맹의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일한·한일 관계의 미
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ㅇ 일한 의원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는 양국의 의장간 교류도 필요함.
작년 2월에는 ‘제2차 일한의회 미래대화’가 개최되어 의장을 단장
으로 하는 대표단 간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음.
현재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
슴 아프게 생각함. 의장간의 활발한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양
측이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ㅇ 내일 폐막을 앞둔 럭비 월드컵에서는 일본대표가 활약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출신 구지원 선수가 힘차게 스크럼을 형성하는 모습
은 일본 국민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음.
ㅇ 정치관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스포츠, 문화, 교
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한의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임. 또 내년에는 드디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작년의 평창올림픽과 패럴
림픽처럼 일한 각각의 선수들이 서로 가교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
대하고 있음.
라. 산도 아키코(山東 昭子) 참의원의장
ㅇ 내년 여름에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음.
일한 양국민이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더 한층 이해를 심화시키고
관계개선의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
ㅇ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한 양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하지만,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함. 지난
달 24일 아베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 1년 1개월 만에 고위
급 회담을 가졌음.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정
상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꾀하는 것도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함.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합동총회처럼 양 의원연맹
여러분들이 교류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은 뜻 깊은 일임.
ㅇ 이번 합동총회가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양 의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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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여러분들의 활약과 양 의원연맹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함.
⧠ 특별메세지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간사장)
ㅇ 제42차 일한·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림.
ㅇ 아시다시피, 현재 한일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한국이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 이어야 함.
ㅇ 그야말로 이러한 어려운 때 일수록 많은 선인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한일 관계의 발전의 역사를 깊이
가슴에 새겨 널리 민간교류 그리고 국민대표인 국회의원 간의 교
류는 끊이지 않고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제 자신 운수장관 대신, 홋카이도 개발청장관 재직 시에는 그 당
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님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하네다-김
포 항공노선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한일월드
컵축구를 계기로 해서 개설된 하네다-김포노선은 지금도 한일 간
에 사람의 왕래를 뒷받침해 주고있음.
ㅇ 일한·한일의원연맹은 450명의 초당파 의원들이 회원으로 계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음..
ㅇ 오늘 총회에서의 논의를 걸음으로 삼아서 양국 신뢰관계가 두터워
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림.
3) 기조연설 요지
가. 김광림 간사장
ㅇ 먼저 나루히토 국왕 즉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
나루히토 국왕께서는 지난 5월1일 레이와 시대를 열면서 첫 소감
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 말씀하셨음. 나루히토 국왕의 ‘세계평화를 위한 간절한 희망’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소망이며, 우리 한일의원연맹의 소망이기도
함.
ㅇ 오늘 이 곳 동경에서 열리는 제42차 합동총회가 최근 틈이 벌어진
한일관계를 좁혀줄 디딤돌이 되어 ‘세계평화의 간절한 희망’을 견
인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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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년 전 이 곳 동경 함동총회 이후 이번에 다시 한 번 한일간 역사
를 살펴보았음.
선사시대와 고대의 생활·문화, 역사유적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증명하고 있음. 중세 이후 근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국은 갈등과 교류, 협력이 반복되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의 갈등’을 ‘내일의 갈등’으로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임.

한국측 기조연설을 하고있는 김광림 간사장

ㅇ 센고쿠시대와 연결된 아즈치모모야마시대는 한일 역사상 최초의
전면적 갈등의 시간대였음. 당시 일본 열도는 전국통일을 위한 전
쟁의 도가니였으며,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한반도는 환란의 시기
였음.
ㅇ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7년 전쟁이 끝난 후, 조선
과 에도시대 일본은 통신사를 파견하고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후
200여 년간 평화적 관계를 유지했음. 이때의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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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기도 했음.
ㅇ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를 딛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 1965년 중단되
었던 국교를 수립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옹호라는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걷고 있
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완치되지 않
은 과거의 상처를 때때로 덧내는 일이 있었지만 교류와 협력의 길
을 좁히기 보다는 오히려 넓혀 왔음.
ㅇ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
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21세기 한일 관계를 설정하는 이정표가
되었음.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더 이상 ‘과거사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으며,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 친구’라는 확인이었음.
ㅇ 대북정책 협의 강화 등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대중문화와 청
소년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잇고자 했음.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으며, 한
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서로에게 높은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음.
ㅇ 저는 최근 들어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지워
가는 기류가 나타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게됨. ‘정치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과거의 갈등을 만지작거리
고 키우는 모습에 걱정이 커지고 있음.
ㅇ 금년에,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
탱크인 겐론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일 국민의 상호 인식 조
사’에 따르면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로 양국 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역사문제”를 꼽고 있음.
ㅇ 한국 국민은 일본이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역사문제로 일본
을 비판하기 때문”으로 응답했음.
ㅇ 일본 국민은 역사인식 자체보다는 이를 다루는 ‘한국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함.
ㅇ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과 책임 있는 지식인, 언론·시민단체들이
양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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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찾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
ㅇ 과거에 오래 머물러서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미래로 가기도 어려
움. 한 사람의 역사도, 한 가족의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상대
를 탓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훨
씬 현명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
ㅇ 정치와 역사의 문제가 한일 경제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고, 과거의
일로 양국 국민들의 가슴에 갈등의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
금 많은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회외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42차 합동총회에 참석한 한일양국 의원대표단(앞줄 왼족에서 여섯 번째가 강창일 회장,
오른쪽 방향 바로 옆이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측 회장
이번 총회에는 한일양국에서 14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 한일관계 복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의 벌였으며 그 결과는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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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저는 이번 우리 양국 의원연맹이 앞장서서 갈등으로 얼룩진
2019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 한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의 새장을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음.
ㅇ 앞서 ‘한일 국민의 상호 인식 조사’를 언급했습니다만, 조사 결과,
다행인 것은 양국 모두 19~39세의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국에 대해 보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이들 세대에게 우리는 ‘죽은 과거를 묻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도록 해야
함.
ㅇ ‘아무도 끝낼 수 없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위해 우리 한일의원
연맹이 기능하기를 간절히 소망함.
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간사장
ㅇ 일한·한일의원연맹은 미래지향적인 일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함께 노력해 왔지만, 일한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
해 있으며, 안타깝게도 새로운 일한관계 구축은 아직 목표를 달성
하지 못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ㅇ 특히, 작년에 한국 대법원이 이른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와 관련해 일본국 기업에 내린 배상청구 인용판결은 일한관계의
법적기반인 1965년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청구권협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
ㅇ 이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시 이미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
판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대
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음.
ㅇ 이 문제의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일한 GSOMIA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ㅇ 일본과 한국은 일의대수의 이웃나라이며, 가까운 관계라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음. 하지만, 이웃나라이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
고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도 일한 양
국 정부에게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바임.
ㅇ 긴 역사를 지닌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은 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대화의 창구로서 물심양면으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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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을 지속해 왔음.
ㅇ 저희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어 받아 앞으로도 의원외
교 채널로서 제대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함. 여기에 모이신 일한
양국 의원연맹 동지 여러분께서 기탄없고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
며, 우리들의 논의가 일한 양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게 되기를
기대함.
ㅇ 작년 합동총회 기조연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야말로 저희
는 1998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과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
하신 ‘일한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함.
ㅇ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모두 우랄 알
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며, 불교와 유교문화도 공유합니다.
300년간의 도쿠가와 쇄국 시대에도 일본은 한국과 자주 왕래 했었
습니다. 그에 반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
은 약 4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의 식
민지 지배 35년간입니다.

이처럼 불과 50년에도 미치지 않는 불

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
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한일 양국
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를 맞
이 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며,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한 역사적 사실에
서 교훈을 얻고 보다 나은 내일을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
에 대한 희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음. 바로
21년 전의 말씀임.
ㅇ 저희 일한 양국 의원들은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일한·한일의 미래지
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지난 9월, 저는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으로 한국 서울에서 개최
된 일한축제한마당 2019 in seoul의 초대를 받아 폐회식에 참석했
음. 개회식 때 일한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 북적거리
는 일본 지자체 소개부스와 2020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도쿄대회
부스, 기모노 유카타, 한복입기 체험코너 등의 많은 인파를 보며,
국가 간 관계가 어찌 되었건 개개인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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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간교류야말로 일한의 밝은 미래의 기초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았음.
ㅇ 일한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교류나 문화 및 스포츠 교류는
확실하게 계속해야 함. 저희도 일한 공동 의원 간에 끊임없이 다
져온 강하고 친밀한 유대관계에 기초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 간
에 가로놓인 제반 과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을 향한 교류촉진을 위해 노력 했으면 함.

2. 안보외교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3:30∼16: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1회의실 (B1F)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나카타니 겐,나가시마 아키히사,혼다
히라나오,에토 세이시로,칸 나오토,

이 진 복 ,민 경 욱 ,김 석 기 ,김 한 정
박 용 진 ,윤 상 현 ,정 병 국 ,정 진 석
홍문종

스즈키 무네오,마시코 테류히코,오구
치 요시노리,이노우에 사토시,스에마
쓰 요시노리,후지스에 겐죠,나카야마
야스히데

q 주요 내용
ㅇ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보당 분야
에 있어서의 협력을 가일층 견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같은 인권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발
신하는 한편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
치가 강구되도록 촉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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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측은 북핵 폐기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이의가 없었으나, 탄도

안보외교위원회(위원장 이진복, 나카타니 켄) 합동회의에 앞서 대표단이
한일관계발전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재가 이진복위원장, 바로 오른쪽이 나카타니 켄 위원장)

미사일 폐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미사일의 발사시험 중
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전문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함.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같은 인권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발
신하는 한편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
치가 강구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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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3:30∼16: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2회의실 (B1F)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키하라 세이지,후쿠다 타츠오,마에하

장 병 완 ,최 운 열 ,김 병 관 ,성 일 종
유 승 희 ,추 경 호 ,홍 일 표

라 세이지,쯔지모토 키요미, 타지마
카나메,아카자와 료세이,오오카 토시
타카,아오야기 요이치로,야마자키 마
코토,모토무라 노부코

q 주요 내용
ㅇ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지
키며, 아시아와 세계를 리드해야 되고, 그러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봄.
ㅇ 수출관리문제 그것을 조기에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함.
ㅇ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제3국을
포합해서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된
다는 점,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정확한 인식 공유와 교류 심화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가
기로 함.
ㅇ 또한 한일 간에 경제적인 갈등의 악화가 오히려 제3국의 이익으로
귀착될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서로 루즈-루즈게임이
되기 때문에 윈-윈 게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을 해야하는 점에 대해 최소한
한일 양국의원연맹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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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장병완, 키하라 세이지) 합동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4. 사회문화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3:30∼16: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회관 제3회의실 (B1F)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하쿠 신쿤,타케이 슌슈케,코쿠타 케

윤 호 중 ,김 영 주 ,박 성 중 ,백 혜 련

이지,오부치 유코

원 혜 영 ,이 재 정

니노유 사토시,코가 유키히토,야마조
에 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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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내용
ㅇ 문화재에 대해서는 고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일본과
한국의 여러 문화재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있어서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문화재의 수집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함.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윤호중, 하쿠 신쿤) 합동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유물 관련문제도 한일 두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다자간
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ㅇ 오랜 시간을 거듭하면서 다시금 역사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두 나라가 많은 것을 공유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그런 의
미에서 상호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시금 이런 문화와 역사를 새
로 만들어 나가기로 함.
ㅇ 한국측은 부연설명을 통해
-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 과거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존중이 되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의
견을 모았다는 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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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일교포법적지위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3:30∼16: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4회의실 (B1F)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타카키 미치요,카사이 아키라,시미즈

노 웅 래 ,김 삼 화 ,김 순 례 ,서 영 교

타카유키,히라사와 가쯔에이,이토 타

신 창 현 ,이 은 재 ,전 희 경 ,함 진 규

다히코,키시모토 슈헤이,시미즈 타다
시,이토 타케에,오츠지 카나코

q 주요 내용

재일교포법적지위위원회(노웅래 위원장대리, 타카키 미치요 위원장)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한
대표단(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가 노웅래 위원장대리, 오른쪽 바로 옆이 타카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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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논의함.
ㅇ ➀헤이트스피치의 근절 ➁지방참정권 부여 ➂징용공 문제
ㅇ 헤이트스피치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원연맹에서 논의가 있었고, 2년
반전에 해석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결과 제정 시에는 3년간에 1,150
건이 있었던 헤이트스피치가 작년에는 30건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 평가함.
정부 지자체가 인터넷에 헤이트스피치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많이 진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함.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에 헤이트스피치 대책을 포함해서 좀더 실효
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벌칙도 필요하다 하는 논의도
이루어짐.
ㅇ 지방참정권 관련, 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옴.
한국 측에서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
정도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의견으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참정권은 중요한 권리이며 책임은 가해
지는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이미 2005년에 법률을 제
정했고 상호주의라는 입장에서도 진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세계 리더로서 알맞은 대응을 강구해 주고, 특별
영주권을 갖는 사람들은 한일의 역사의 증인이며 양국에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일본측은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만 간의 이해
와 공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밝힘.
ㅇ 징용공 문제 관련, 일본측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감정은 없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함.
ㅇ 특히, 한국대표단은 지방참정권 문제는 10년이 넘는 문제인데도 지
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가 시혜를 일본측에 배상
을 하라든지 구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은 이미 15년
전에 입법을 통해서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참정권을 주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본의 상호주의와 호혜정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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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3:30∼16: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5회의실 (B1F)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김 세 연 ,김 정 훈 ,김 해 영 ,신 동 근
이 종 배 ,정 갑 윤 ,정 종 섭 ,지 상 욱

상 대 측
오니시 켄슈케,카이에다 반리,무타이
슌스케,미야우치 히데키,야쿠라 카츠
오,키라 요시코,시오무라 아야카

q 주요 내용
ㅇ 양국관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미래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점, 내년 동
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국 의
원들이 의견일치가 있었음.
ㅇ 동경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후쿠시마현의 방
사능의 영향, 욱일기 사용 그리고 무더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
며, 일본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요청함.
ㅇ 동경올림픽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로 협
력하고 지원하기로 함.
ㅇ 양국관계의 악화가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노력하기로 함.
ㅇ 젊은 사람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스웨덴 16세 소녀 프레타 양을 예로
들어서 기후변화는 젊은 세대들의 공통 관심사임을 확인함.
ㅇ ‘미래위원회’의 전신인 ‘21세기위원회’의 설치경위를 감안, 미래위원
회 의원 상호간에 구체적인 교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음.
- 예를 들면 일본 측, 한국 측의 위원장의 지역구 상호방문
- 양국 미래위원회의 후쿠시마현 공동 방문 및 현장 점검 등에 대해
향후 양국 위원장 간에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특히 한국측은 논의 중에서 올림픽 패럴림픽의 내년도 성공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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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오니시 켄슈케) 대표단의 합동회의에 앞선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가 김세연 위원장, 오른쪽 바로 옆이 오니시 켄슈케 위원장)

최를 동경에서 할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자는 점에 대해서 전
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욱일기의 반입에 대한 논란이 지금 양
국 사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접근하며, 특히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기분 좋은 마음
으로 와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을 주지 시킴.

7. 여성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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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시 : 11.1일(금). 09:00∼10: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실 (1F)
q 주요 참석인사 (대표단 중복)
우 리 측

상 대 측
노다 세이코,다케야 토시코,이시바시
미치히로,아라이 사토시,쯔지모토 키
요미,오부치 유코,카이에다 반리,이

김 삼 화 ,김 순 례 ,백 혜 련 ,서 영 교
유 승 희 ,이 은 재 ,이 재 정 ,전 희 경

노구치 쿠니코,다카기 미치요,아카자
와 료세이,아베 토시코,오구마 신지,
사토 히데미치,아오야기 요이치로,오
오카 토시타카,키라 요시코,모토무라
노부코,오츠지 카나코,오카모토 아키
코

q 주요 내용
ㅇ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정치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
께 추진하기로 함.
ㅇ 또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고용안정의 제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 공동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
축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통해서 논의를 거듭
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한국측은 한일양국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확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자주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
다는 점과 특히,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서 한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들이 오갔음을 밝
힘.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관련, 한국의 비례대표 여성의 절
절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30% 할당 의무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본과 한국의 여성 지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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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점을 밝힘.

여성위원회(김삼화 위원장대리, 노다 세이코 위원장) 합동회의에 참석한 양국대표단
(앞줄 왼쪽부터 세번재가 노다 세이코 위원장, 한사람 건너 김삼화 위원장)

8. 본회의 속개 및 폐회식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7:00∼17:30
q 장 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다목적홀 (1F)
q 주요 참석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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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측
강창일회장 등 대표단

상 대 측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 志郞) 회장
등 60여명

q 주요 내용
◯ 6개 상임위원회별 합동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공
동성명을 채택함.

제42차 합동총회 본회의 속개 및 폐회식 광경
합동총회는 본회의를 속개, 상임위원회별 합동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된다.

가. 안보외교위원회
안보외교위원회는 어제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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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발사되는 등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
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히

외교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
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속개회의에서 공동성명(안)을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각 낭독하고있는
김석기(왼쪽), 시모지 미키오 의원. 공동성명은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 보고되어 참석대표단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한일 두 나라의 안보상의 과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위한
결과,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
전보당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가일층 견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체
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같은 인권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발
신하는 한편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
치가 강구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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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추가 발표》
작금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속히 조건 없이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발
표하신 내용에 한국 측이 이의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음.
핵 폐기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탄도미사일 폐
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발사시험 중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전문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지킨다. 그리고 아시아를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 그러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출관리문제 그것을 조기에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
을 동시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동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
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

해서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3국을 포합해서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을 포함
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자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정확한 인식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

으로도 교류를 심화시켜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측 추가 발표》
압축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이외의 분야, 정치 외교 쪽에서 문제가 발생
했지만 사실은 경제인들 간의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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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일 간에 경제적인 갈등의 악화가 오히려 제3국의 이익으로
귀착될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서로 루즈-루즈게임
이 되기 때문에 윈-윈 게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인
들이 힘들다고 하는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을 해야할 시점이다.

최

소한도 우리 일한·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하는데 의기투합 했습니다.
다. 사회문화위원회
문화재 그리고 유해의 발굴 및 수집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해서는 고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일
본과 한국의 여러 문화재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문화재의 수집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 관련문제도 한일 두 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다자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과거의 경위 이와 관

련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듭하면서 다시금 역

사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두 나라가 많은 것을 공유해 왔
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논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금 이런 문화와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측 추가 발표》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거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존중이 되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이런 모든 논의에 시종일관 양국 의원님들께서 아주 우호적이고 서
로 뜻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 재일교포법적지위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는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헤이트스피치의 근절, 두 번째는 지방참정권 부여입니

다.

모두 다 중요한 과제인데 노웅래 위원장대리의 협력을 얻어서

활발한 그리고 알찬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 공동성명을 정리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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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헤이트스피치에 관해서는 의원연맹의 논의가 있었고 해서 2년
반전에 해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정 시에는 3년간에

1,150건이 있었던 헤이트스피치가 작년에는 30건으로 감소되었습니
다. 규모도 줄었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인터넷에 헤이트스피치 대
응책을 강구하는 등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많이 진전되었다고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에 헤이트스피치 대책을 포

함해서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벌칙도 필요
하다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참정권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 정도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강한 요
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으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참정권은 중요한

권리이며 책임은 가해지는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 이
미 2005년에 법률을 제정했고 상호주의라는 입장에서도 진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세계 리더로서 알맞은 대
응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영주권을 갖는 사람들은 한
일의 역사의 증인이며 양국에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참정권
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으로서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고 국만 간의 이해가 공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노력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한번도 징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마

는 감정은 없다.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흉금을 터놓고 미래로 이어지는 대화

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의원연맹은 일본 국회의 헤이트스피치 해석법 제정을 계기
로 앞으로도 한일의 우호를 저해하는 언동의 근절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시책, 체제정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한국에서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모든 외국인
에 대해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렸고 일본 국회에서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각별히 협력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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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

일본은 법안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표명했

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에 재일 한국인 스파이사건에 관한 누명
피해자의 일본 재류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영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 추가 발표》
지방참정권 문제는 10년이 넘는 문제인데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혜를 일본측에 배상을 하라든지 구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5년 전에 입법을 통해

서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방참정권을 상호주의 호혜정신에 의해서
일본 측도 지방참정권을 줘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의 진정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년에는 할 수 있다 하는 의지
로 일본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 미래위원회
미래위원회에서는 양국관계가 어려운 때 이기에 더욱 우리 미래위
원회가 선두에 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해서 노력
을 해야 된다는 점, 내년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그 기회로 삼아야
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국 의원들이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과 관

련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후쿠시마현의 방사능의 영향, 욱일기 사
용 그리고 무더위대책에 대해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이에 대

해서 일본 측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올림픽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자 라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관계가 아무리 나빠진다 하더라도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스웨덴 16세 소녀 프레타 양을 예로 들
어서 기후변화는 젊은 세대들의 공통 관심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위원회의 전신인 21세기위원회의 설치경위로 인해서 미
래위원회의 의원 상호간에 구체적인 교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
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측, 한국 측의 위원장의 지역구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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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다 든지 미래위원회의 멤버들이 함께 후쿠시마현에 가서 실
제 현장을 둘러 본다 든지 양 위원장 간에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 추가 발표》
한일양국 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역시 우리 한일 양국의
의원연맹이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
시 깔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논의 중에서 올림픽 패럴림픽의 내년도 성공적인 개최를 동경에서
할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자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고 다만 욱일기의 반입에 대한 논란이 지금 양국 사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이해
를 하자 특히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와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올림픽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견해도 있었
고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자는 얘기를 했고 앞서 오
니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위원회에 소속된 양국 의원들 간
에 상호 방문 기회를 더 넓혀 가자는 노력에 전폭적으로 합의를 해
서 앞으로 꼭 실천에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 여성위원회
양국의 공동 과제인 여성의 노동문제,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육아지원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등에 대해서 시간을 초과해서 의
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공동성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양국의 의원연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의무할당제를 포
함한 정치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
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고용안정의 제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공동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체
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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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추가 발표》
한일 양국의원들이 양국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확대 그리고 경
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
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저희 한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 한일 간에 많은 부분에 대
해서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
는데 한국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여성의 절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
어서 30% 할당 의무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오갔
고 일본과 한국의 여성 지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하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 각 위원회 합동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만장
일치로 채택함.
【제42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공동성명】
한일·일한의원연맹은 2019년 11월 1일 일본국 동경에서 제42차 합동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이후 50여 년 간 자
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선린 우
호관계를 발전시켜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측은 일본 레이와 시대 개막에 축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국 의원연맹은 최근 들어 강제 징용소송 한일 간 수출규제문제 한
일 GSOMIA 등 현안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대한 깊은 우
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
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국회가 양국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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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1. 양국 의원연맹은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폐기와 평화구축을 위해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일미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등 인권침해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
도록 각각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2. 양국 의원연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FTA
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전향적으
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 간 갈등으로 양국 젊은이들이 상대 국가에서 취업
하고 미래를 여는 기회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 등 양국 공동으로 직면한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력 향상을 위한 협력과 함께 특히 중소기
업 및 소규모 사업자간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3. 양국 의원연맹은 양 국민 간 우호 친선강화를 위해 문화 관광 스포
츠 미디어교류와 조선통신사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 양국 간 고대사 이후의 유물교류 전
시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측에서 검

토 중인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회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요청
했고 일본 측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국 의원연맹은 태평

양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DNA 감식 및 유골 봉환사업을 비롯, 미국
을 비롯한 국제협력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
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
의 정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4.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일본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 우호를 저해하는 언동의 근절을 위해 보다 실
효성 있는 시책 및 체제 정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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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한국에서 영주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모든 외국인에게 지
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일본 국회
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하게 성
립되도록 각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더한층 노력할 것을 표명
하였다.
또한 1970년, 80년 재일교포 간첩사건으로 누명을 쓴 한국인 피해자의
일본 재류 자격에 관한 일본 특별 영주권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국 측은 2018년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본 측에 사의를 표하고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하여 의원연맹 차원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양 연맹에 각각 도쿄올림픽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울러

올림픽 패럴림픽과 스포츠 문화교류를 연계하여 한일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대회 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의원연맹은 미래지향적 교류 확대방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어린이 청소년 교류, 교육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의 주요 현안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규 교류 및 정례회
의 세미나 공동연구 등 교류 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6. 양국 의원연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할당제를 포함한 정
책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고용안정 계획의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공동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의원연맹은 제43차 합동총회를 2020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
고 일정에 관해서는 같은 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의에서 결정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9. 11. 1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김광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카와무라 다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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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동운영위원회 참석

q 일 시 : 11.1일(금). 08:00∼09:00
q 장 소 : 뉴오타니호텔 B1F 오리즈루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김광림,노웅래,이진복,장병완
윤호중,김세연,김석기,지상욱

가와무라 타케오,나카타니 켄,키하
라 세이지,하쿠 신쿤,타카키 미치
요,오니시 켄슈케,노다 세이코,키시
모토 슈헤이

q 주요 내용
○ 합동총회 세부일정 등 운영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재확인하고
조율함.

합동운영위원회 회의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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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한의원연맹 주최 만찬교류회 참석

q 일 시 : 11.1일(금). 18:30∼20:00
q 장 소 : 뉴오타니호텔 B1F 스이호우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강창일 회장 등 대표단

상 대 측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郞) 회장
등 50여명

q 주요 내용
○ 합동회의에서 나누지 못했던 관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대표단이 만찬교류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개인간 친교의 시간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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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됨.
특히, 위원회별 좌석배치를 통해 소관 한일현안에 대한 추가 토의는
물론 의원 개인간 Pipe line 구축의 계기가 됨.

11. 주일한국특파원 간담회 참석

q 일 시 : 11.2일(토). 08:00∼09:30
q 장 소 : 뉴오타니호텔 신관 5F 가든코트 아리에스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상 대 측
연합뉴스 김병규,채널A 박형준
동아일보 김범석,세계일보 김청중

강창일,김광림,노웅래,이진복

조선일보 이하원,JTBC 서승욱

윤호중,김세연.김석기,지상욱

윤설영,한국일보 김희경, 매일경제
정욱,파이낸셜 조은효,MBC 고현승
SBS 유성재

q 주요 내용
○ 강창일 회장 및 김광림 간사장이 총체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각 위원장들은 해당 위원회의 합동회의 내용 및 분위기 등에 대
해 설명하면서 기자들과 질문,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ㅇ 어려움이 많았으나, 고대유물전, 유골봉환, 강제동원표기 인정 등
성과도 있었고 의원간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음.
(강창일 회장)
ㅇ 공동성명에 ‘조속한 정상회담 촉구’가 포함된 것은 우리측 요구였
으며, 실제로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함. (김광림 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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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제징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어려울 전망임. (강창일 회장)
ㅇ 수출규제와 GSOMIA를 먼저 동시에 풀고 강제징용문제 해법을 모
색하길 기대함. (강창일 회장)
ㅇ 일본 측의 분위기는 정부에 정확히 전달 할 것이며, ASEAN+3, 12
월 한․중․일 정상회담 등 계기 시, 정상회담 실현이 목표임.
(강창일 회장)
ㅇ 강제징용 관련 4개 법안 제출중임. (강창일 회장)
ㅇ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으며,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음. (노웅래 운영위원장)
ㅇ 욱일기 관련, 찾아오는 손님을 불편하게하는 방안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김세연 미래위원장)
ㅇ 수출규제를 GSOMIA에 연결시킨 일본측의 정책이 문제라는 인식도
있었음. (이진복 안보외교위원장)
ㅇ 한일우호 ‘복원’을 위해 언론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함.
(강창일 회장)

12. 재일민단중앙본부 격려만찬 참석

q 일 시 : 10.31일(목). 19:30∼21:00
q 장 소 : 르포르코우치마치 호텔 3F 마블
q 주요 참석인사
우 리 측
강창일,김광림,김석기,김순례
김정훈,박성중,성일종,원혜영
이은재,정병국,이종배,정진석
지상욱

상 대 측
여건이 단장,정몽주 부단장,박안순
의장,양동일 감찰위원장,서원철 사
무총장,손성길 생활국장

주요일 ▸ 63

q 주요 내용
○ 참석자들은 한일관계 악화 이후 신오오쿠버 한인타운 등의 영업분위
기와 일본 시민들의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대표단은 한국인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문
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한일의원연맹의 활동을 언
급함.
○ 민단측은 한일관계 이후 교민들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고, 양국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64 ◂ 주요일정

Ⅲ. 참고자료

주요일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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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강창일
원혜영
정갑윤
정병국
김광림
김정훈
정진석
홍문종
김영주
유승희
노웅래
이진복
민경욱
장병완
최운열
윤호중
김세연
김삼화
김석기
지상욱
백혜련
성일종
김병관
김순례
김한정
김해영
신동근
신창현
이재정
박성중
박용진
서영교
윤상현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종섭
추경호
함진규
홍일표

66 ◂ 주요일정

성
姜昌一
元惠榮
鄭甲潤
鄭炳國
金光琳
金正薰
鄭鎭碩
洪文鐘
金榮珠
兪承希
盧雄來
李珍福
閔庚旭
張秉浣
崔運烈
尹昊重
金世淵
金三和
金碩基
池尙昱
白惠蓮
成一鍾
金炳官
金順禮
金漢正
金海永
申東根
申昌賢
李在汀
朴成重
朴用鎭
徐瑛敎
尹相現
李恩宰
李鍾培
全希卿
鄭宗燮
秋慶鎬
咸珍圭
洪日杓

명
Kang Chang Il
Won Hye Young
Jeong Kab Yoon
Choung Byoung Gug
Kim Gwang Lim
Kim Jung Hoon
Chung Jin Suk
Hong Moon Jong
Kim Young Joo
You Seung Hee
Noh Woong Rae
Lee Jin Bok
Min Kyung Wook
Chang Byoung Wan
Choi Woon Youl
Yun Ho Jung
Kim Se Yeon
Kim Sam Hwa
Kim Seok Ki
Ji Sang Wuk
Back Hye Ryun
Sung Il Jong
Kim Byoung Gwan
Kim Soon Rye
Kim Han Jung
Kim Hae Young
Shin Dong Kun
Shin Chang Hyun
Lee Jae Jung
Park Sung Joong
Park Yong Jin
Seo Young Kyo
Yoon Sang Hyun
Lee Eun Jae
Lee Jong Bae
Jun Hee Kyung
Chong Jong Sup
Choo Kyung Ho
Ham Jin Gyu
Hong Il Pyo

회 직

소속정당
會長
더불어민주당
顧問
더불어민주당
顧問
자유한국당
顧問
바른미래당
幹事長
자유한국당
副會長
자유한국당
副會長
자유한국당
副會長
우리공화당
副幹事長
더불어민주당
副幹事長
더불어민주당
運營委員長
더불어민주당
安保外交委員長
자유한국당
安保外交副委員長 자유한국당
經濟科學技術委員長 무소속
經濟科學技術副委員長 더불어민주당
社會文化委員長
더불어민주당
未來委員長
자유한국당
女性副委員長
바른미래당
常任幹事
자유한국당
常任幹事
바른미래당
監事
더불어민주당
監事
자유한국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幹事
자유한국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幹事
더불어민주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더불어민주당
議員
더불어민주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議員
자유한국당

제42차 합동총회 대표단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회

안보외교위원회
9명

경제과학기술위원회
7명

사회문화위원회
6명

법적지위위원회
8명

미래위원회
8명

여성위원회
8명

<

회직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간사
간사
의원
의원
고문
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감사
부간사장
의원
의원

성
이 진 복 (李 珍 福 )
민 경 욱 (閔 庚 旭 )
김 석 기 (金 碩 基 )
김 한 정 (金 漢 正 )
박 용 진 (朴 用 鎭 )
윤 상 현 (尹 相 現 )
정 병 국 (鄭 炳 國 )
정 진 석 (鄭 鎭 碩 )
홍 문 종 (洪 文 鐘 )
장 병 완 (張 秉 浣 )
최 운 열 (崔 運 烈 )
김 병 관 (金 炳 官 )
성 일 종 (成 一 鍾 )
유 승 희 (兪 承 希 )
추 경 호 (秋 慶 鎬 )
홍 일 표 (洪 日 杓 )

명
Lee Jin Bok
Min Kyung Wook
Kim Seok Ki
Kim Han Jung
Park Yong Jin
Yoon Sang Hyun
Choung Byoung Gug
Chung Jin Suk
Hong Moon Jong
Chang Byoung Wan
Choi Woon Youl
Kim Byoung Gwan
Sung Il Jong
You Seung Hee
Choo Kyung Ho
Hong Il Pyo

정 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위원장
부간사장
의원
감사
고문
간사

윤 호 중 (尹 昊 重 )
김 영 주 (金 榮 珠 )
박 성 중 (朴 成 重 )
백 혜 련 (白 惠 蓮 )
원 혜 영 (元 惠 榮 )
이 재 정 (李 在 汀 )

Yun Ho Jung
Kim Young Joo
Park Sung Joong
Back Hye Ryun
Won Hye Young
Lee Jae Jung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대리
여성위부위원장
간사
의원
간사
의원
의원
의원
위원장
부회장
간사
간사
의원
고문
의원
상임간사
위원장대리
간사
부간사장
감사
의원
간사
의원
의원

노 웅 래 (盧 雄 來 )
김 삼 화 (金 三 和 )
김 순 례 (金 順 禮 )
서 영 교 (徐 瑛 敎 )
신 창 현 (申 昌 賢 )
이 은 재 (李 恩 宰 )
전 희 경 (全 希 卿 )
함 진 규 (咸 珍 圭 )
김 세 연 (金 世 淵 )
김 정 훈 (金 正 薰 )
김 해 영 (金 海 永 )
신 동 근 (申 東 根 )
이 종 배 (李 鍾 培 )
정 갑 윤 (鄭 甲 潤 )
정 종 섭 (鄭 宗 燮 )
지 상 욱 (池 尙 昱 )
김 삼 화 (金 三 和 )
김 순 례 (金 順 禮 )
백 혜 련 (白 惠 蓮 )
서 영 교 (徐 瑛 敎 )
유 승 희 (兪 承 希 )
이 은 재 (李 恩 宰 )
이 재 정 (李 在 汀 )
전 희 경 (全 希 卿 )

Noh Woong Rae
Kim Sam Hwa
Kim Soon Rye
Seo Young Kyo
Shin Chang Hyun
Lee Eun Jae
Jun Hee Kyung
Ham Jin Gyu
Kim Se Yeon
Km Jung Hoon
Kim Hae Young
Shin Dong Kun
Lee Jong Bae
Jeong Kab Yoon
Chong Jong Sup
Ji Sang Wuk
Kim Sam Hwa
Kim Soon Rye
Back Hye Ryun
Seo Young Kyo
You Seung Hee
Lee Eun Jae
Lee Jae Jung
Jun Hee Kyung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미배정 2명> 강창일 회장, 김광림 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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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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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長
会長代行
顧問
顧問
顧問
顧問
幹事長
副会長
副会長
副会長
副会長
女性委員長
副会長
運営委員長
副会長
副会長
常任幹事
常任幹事
常任幹事
常任幹事
常任幹事
社会文化副委員長
常任幹事
常任幹事
常任幹事
社会文化委員長
安保外交副委員長
安保外交委員長
経済科学技術副委員長
幹事
法的地位副委員長
幹事
法的地位委員長
監査
運営副委員長
幹事
未来副委員長
事務局長
運営副委員長
事務局長代理
事務局次長
経済科学技術委員長
未来委員長
女性副委員長
安保外交副委員長
社会文化副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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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額賀 福志郎
衛藤 征士郎
中曽根 弘文
赤松 広隆
山口 那津男
志位 和夫
河村 建夫
船田 元
逢沢 一郎
中谷 元
井上 義久
野田 聖子
前原 誠司
中川 正春
海江田 万里
下地 幹郎
穀田 恵二
増子 輝彦
石井 啓一
三原 朝彦
石田 祝稔
遠山 清彦
土屋 品子
小渕 優子
泉 健太
白 眞勲
長島 昭久
武田 良太
小熊 慎司
平沢 勝栄
笠井 亮
辻元 清美
高木 美智代
笠 浩史
谷合 正明
左藤 章
猪口 邦子
西村 明宏
赤澤 亮正
岸本 周平
伊藤 忠彦
木原 誠二
大西 健介
石橋 通宏
本多 平直
武井 俊輔

Name
Nukaga, Fukushiro
Eto, Seishiro
Nakasone, Hirofumi
Akamatsu, Hirotaka
Yamaguchi, Natsuo
Shii, Kazuo
Kawamura, Takeo
Funada, Hajime
Aisawa, Ichiro
Nakatani, Gen
Inoue, Yoshihisa
Noda, Seiko
Maehara, Seiji
Nakagawa, Masaharu
Kaieda, Banri
Shimoji, Mikio
Kokuta, Keiji
Mashiko, Teruhiko
Ishii, Keiichi
Mihara, Asahiko
Ishida, Noritoshi
Toyama, Kiyohiko
Tsuchiya, Shinako
Obuchi, Yuko
Izumi, Kenta
Haku, Shinkun
Nagashima, Akihisa
Takeda, Ryota
Oguma, Shinji
Hirasawa, Katsuei
Kasai, Akira
Tsujimoto, Kiyomi
Takagi, Michiyo
Ryu, Hirofumi
Taniai, Masaaki
Sato, Akira
Inoguchi, Kuniko
Nishimura, Akihiro
Akazawa, Ryosei
Kishimoto, Shuhei
Ito, Tadahiko
Kihara, Seiji
Onishi, Kensuke
Ishibashi, Michihiro
Honda, Hiranao
Takei, Shunsuke

소속정당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無所属
公明党
日本共産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公明党
自由民主党
国民民主党
無所属
立憲民主党
日本維新の会
日本共産党
国民民主党
公明党
自由民主党
公明党
公明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国民民主党
立憲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国民民主党
自由民主党
日本共産党
立憲民主党
公明党
無所属
公明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国民民主党
自由民主党
自由民主党
国民民主党
立憲民主党
立憲民主党
自由民主党

중/참
衆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衆議院

47
48
49
50
51

鈴木 宗男
市田 忠義
荒井 聰
紙 智子
大口 善徳

Suzuki, Muneo
Ichida, Tadayoshi
Arai, Satoshi
Kami, Tomoko
Oguchi, Yoshinori

日本維新の会
日本共産党
立憲民主党
日本共産党
公明党

参議院
参議院
衆議院
参議院
衆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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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직

성 명

정당

중/참

위원장대리

中谷 元

나카타니 겐

자유민주당

중

부위원장

長島 昭久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유민주당

중

부위원장

本多 平直

혼다 히라나오

입헌민주당

중

衛藤 征士郎

에토 세이시로

자유민주당

중

菅 直人

칸 나오토

입헌민주당

중

鈴木 宗男

스즈키 무네오

일본유신회

참

増子 輝彦

마시코 테류히코

국민민주당

참

大口 善徳

오구치 요시노리

공명당

중

井上 哲士

이노우에 사토시

일본공산당

참

末松 義規

스에마쓰 요시노리

입헌민주당

중

藤末 健三

후지스에 겐죠

무소속

참

中山 泰秀

나카야마 야스히데

자유민주당

중

伊佐 進一

이사 신이치

공명당

중

위원장

木原 誠二

키하라 세이지

자유민주당

중

부위원장

福田 達夫

후쿠다 타츠오

자유민주당

중

前原 誠司

마에하라 세이지

국민민주당

중

辻元 清美

쯔지모토 키요미

입헌민주당

중

田嶋 要

타지마 카나메

무소속

중

술

赤澤 亮正

아카자와 료세이

자유민주당

중

10명

大岡 敏孝

오오카 토시타카

자유민주당

중

青柳 陽一郎

아오야기 요이치로

입헌민주당

중

山﨑 誠

야마자키 마코토

입헌민주당

중

本村 伸子

모토무라 노부코

일본공산당

중

위원장

白 眞勲

하쿠 신쿤

입헌민주당

참

부위원장

武井 俊輔

타케이 슌슈케

자유민주당

중

위원

穀田 恵二

코쿠타 케이지

일본공산당

중

小渕 優子

오부치 유코

자유민주당

중

二之湯 智

니노유 사토시

자유민주당

참

古賀 之士

코가 유키히토

국민민주당

참

山添 拓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참

위원

안보외교
13명

위원
경제과학기

사회문화
7명

70 ◂ 주요일정

법적지위

위원장

高木 美智代

타카키 미치요

공명당

중

부위원장

笠井 亮

카사이 아키라

일본공산당

중

부위원장

清水 貴之

시미즈 타카유키

일본유신회

참

위원

平沢 勝栄

히라사와 가쯔에이

자유민주당

중

伊藤 忠彦

이토 타다히코

자유민주당

중

岸本 周平

키시모토 슈헤이

국민민주당

중

清水 忠史

시미즈 타다시

일본공산당

중

伊藤 孝江

이토 타케에

공명당

참

尾辻 かな子

오츠지 카나코

입헌민주당

중

위원장

大西 健介

오니시 켄슈케

국민민주당

중

위원

海江田 万里
務台 俊介

카이에다 반리
무타이 슌스케

입헌민주당
자유민주당

중
중

宮内 秀樹

미야우치 히데키

자유민주당

중

矢倉 克夫

야쿠라 카츠오

공명당

참

吉良 よし子
塩村 あやか

키라 요시코
시오무라 아야카

일본공산당
입헌민주당

참
참

위원장

野田 聖子

노다 세이코

자유민주당

중

부위원장

竹谷 とし子

다케야 토시코

공명당

참

부위원장

石橋 通宏

이시바시 미치히로

입헌민주당

참

위원

荒井 聰

아라이 사토시

입헌민주당

중

辻元 清美
小渕 優子

쯔지모토 키요미
오부치 유코

입헌민주당
자유민주당

중
중

海江田 万里

카이에다 반리

입헌민주당

중

猪口 邦子

이노구치 쿠니코

자유민주당

중

高木美智代
赤澤 亮正

다카기 미치요
아카자와 료세이

공명당
자유민주당

중
중

あべ 俊子

아베 토시코

자유민주당

중

小熊 慎司

오구마 신지

국민민주당

중

佐藤 英道
青柳 陽一郎

사토 히데미치
아오야기 요이치로

공명당
입헌민주당

중
중

大岡 敏孝

오오카 토시타카

자유민주당

중

吉良 よし子

키라 요시코

일본공산당

참

本村 伸子
尾辻 かな子

모토무라 노부코
오츠지 카나코

일본공산당
입헌민주당

중
중

岡本 あき子

오카모토 아키코

입헌민주당

중

9명

미래
7명

여성
19명

주요일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