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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도쿄포럼은 2014년 9월 19-20일 양일간 동경 캐피탈 도큐 호텔에서 한국 측 10명, 일본 측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한승주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정구현 회장을 비롯한 서울국제포럼 회원들이 주로
참가하였으며, 일본 측은 세계평화연구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재계 인사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 특히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미무라 일본 상공회의소 의장 등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두 명이 회의에 동시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양국 참가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이번 회의의 전체 주제를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Renewing Korea-Japan
Relations)”로 잡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한일 양국 참가자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급선무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역사 문제로 인한 감정적 대립을 극복하여야 하며, 특히 위안부 문제로 인한 상호 감정적 골이 지나치게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양국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의 화해가 긴요하다는 점도 공감을
이루었다. 갈등이 계속되면 서로 손해를 보니까 협력해야 마땅하다는 공리주의적 접근 (utilitarian approach)에
한정하지 말고 나아가 서로 마음을 달래고 추스르는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기존의
역사적 화해를 뒤집거나 부정하는 언행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제3국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일 양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우선, 지역과 세계를 시야에
넣은 전략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 또한, 단기적 갈등 관리에 머무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 하에서 양측은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협력의 아젠다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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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의 부상이나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능동적인
협력의 여지가 많은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ODA, 환경, 에너지, 전염병,
고령화대책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심층적인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논의해 온 한일 FTA는
사실상 관세철폐에 한정하고 있어 이미 양국에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FTA를 뛰어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양국의 경제체제를 통합된 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묶어주는 포괄적 경제협정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일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에서,
나아가 국제시장을 향해 공동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형태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보완적 협력은 제3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2015년이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첫째, 적절한 시점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2015년에는 양측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기획 주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계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가 좋겠다.
셋째, 민간 주도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서울국제포럼과 세계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연구프로젝트도 포함될 수 있다.
정리: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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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경제 전략과 양자협력

현재 국제 경제 환경은 큰 혼란의 와중에 있으나 IMF, BIS 등 금융·무역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국제 질서를 준수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서 양국은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각 국가와
지역들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강대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우려할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해서 혁신부품, 제조장비, 고성능 소재분야의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
기업들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의 대량생산체제가 활용되는 형태의 협력구조는 향후 국제경쟁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견·중소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국제금융 차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실물경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 혁신부품, 제조장비, 고성능
소재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과도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현지기업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풍부한 자금여력을 활용하여 양국의 금융기관들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vernight dollar자금을
한국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일본 금융기관들이 back
finance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산업계가 선의의 경쟁자로서
경쟁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한편 현재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TPP
뿐만 아니라, ASEAN과 중국의 역할이 주도적인 ASEAN 10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6개국 간의 RCEP, 한중일
3국간 CJK FTA, 미국-EU간의 TTIP 그리고 APEC 회원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FTAAP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FTA 경쟁을 고려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경제권역이 TPP로 확대되면서 EU 및 일본과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이러한 체제에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사실상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을 견제하는 형국이다. 특히 WTO에서 논의가 시작된 서비스무역에 대한 FTA 협상인 TISA를
감안하면 미국, EU, 일본 간 경제유대관계와 중국 간의 경제 대립상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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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외교적 문제 촉발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은 양국 간 정치문제가
경제·산업적으로 장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 아베 정부에 의한 환율인하정책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수입에 대해 한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연내 한중 FTA 타결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간 경제 산업 관계에 FTA에 의한 산업구조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과 그러한 경제협력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FTA를 통한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진행될 소지가 있어 향후 한-일 FTA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구조 재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권역간 견제현상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내 FTA는 bloc화 현상을
방지하고 대외개방성을 확대하여 “inclusive FTA”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 산업계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 연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표준의 상호인증, 지재권보호, 식품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조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인프라사업,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와
자원공동 개발사업 등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양국 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공동협력의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산업에 대한 한일 협력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 중심의 체제를 고수하는 입장 차이를 볼
때 국별 산업 여건이나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나 시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파악된다.
다행스럽게 최근 한일 양국 간 정치외교관계에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일교류잔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양국
간 친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비록 최근 일본사회의 혐한, 한국사회의 반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공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등 공통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 상호 이해증진의 여지가 크고 경제·산업측면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많다.
요약: 안 덕 근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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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한일 기업 협력

이또 이치로(Itoh Ichiro)회장의 발제는 주로 Asahi Kasei(旭化成) 사의 회사 개요와 한국 사업에 대한 소개였다. 이
회사는 1931년에 설립되었으며, 최근회계연도(2014년 3월 결산)의 매출은 약 1.8조 엔이고 종업원 수는 29,000
명이다. 회사는 크게 섬유/화학, 건축자재와 의료장비의 4대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매출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 수준이다.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에 1973년에 동양폴리에스터에 지분 참여하여 진출하였으며, 1974년에는
동서석유화학의 지분을 25% 취득하였고 현재는 100%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4대
사업부가 모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1.2조원이었다. 한국 매출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6.5 % 정도 되며,
중요한 수출기지이다. 한국이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 기지로서의 매력도는
증가하였다.
일본과 한국기업의 계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두 나라 간에도 FTA를 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 다른 참석자들은
한일 간에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의 제거보다 더 앞선 경제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서 아태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하는 FTAAP의 설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 발제에 나선 류진 풍산그룹회장은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2010년경까지는 기복은 있었으나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경제협력 성과는 괄목할 성장을 해서 상품교역은
431배로 증가하였고, 직접투자액은 양국 합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문화 교류 역시 한류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양국을 방문한 인적교류도 연간 5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 이후로 분출된 정치적 갈등과
산적되는 현안 때문에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정치ㆍ외교적 현안은 산적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관계나 문화교류 등 민간차원의 관계마저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정치ㆍ외교와는 차별화하여 대대적인
문화교류나 스포츠 교류의 장을 양국에서 각각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에서는 순조로운 행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저명한 연주가의 콘서트를 각지에서 순회 공연한다든지, 양국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하나의 리그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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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안고 있는 정치ㆍ외교적 현안을 피하거나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치ㆍ외교 문제는 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동협의회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재로 구성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안별로 꾸준히 해결안
및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를 양국정부에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제 및 문화교류는
지체할 것 없이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작금의 경제 환경은 아주 심각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류진 회장은 한일기업이 공동연구ㆍ추진 가능한 사업을 산업별로 정리하였다. 일본의 우수한 설계기술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소재산업, 한일 양국의 제조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사업을 먼저 지적하였고, 역시
일본의 설계기술과 금융 능력, 한국의 엔지니어링과 건설기술 등을 활용한 자원ㆍ에너지개발, 플랜트수출,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을 유망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부산물로서 발생한 환경, 자원 리사이클링, 자연재해, 위생분야와 경제성숙화와 함께 나타난 Bio
ㆍ의료사업 등이 또한 앞으로 유망하다.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청소년과 여성문제가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고령화 사회와 절대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고 우수여성 인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경제발전 지속의 관건이 될 것이다. 양국 대학생의 한일기업에서의
상호 인턴근무는 글로벌 인재 육성만이 아니라 각각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류 회장은 사업협력 모델, 유망한 사업 분야 소개에 이어 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경제협력
협정체결을 제안하였다. 양자 간 경제협력 협정은 세계 각국에서 수많이 체결되어 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각 국가 내의 각종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은 그리 많지 않았다.
FTA, TPP 등에서 관세철폐 또는 단계적 관세인하협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각국의 민감 분야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세를 제외한 각종 규제를 양국 간에 대폭 완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경제협정을 한일 간에 체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양측은 FTA를 넘어서 공동시장과 같은
대담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계경제는 지금 정보통신혁명과 중국시장과 기업의 급성장과 같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맞아 양국 기업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협력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요약: 정 구 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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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지역 안보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설명에 나선 게이오대 호소야 유이치 교수는 아베 총리가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일본-미국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어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를 안보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비 역시 향후 5년간 5.0%를 증액하여 ‘기동적인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을 지향하고
있으며,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충분한 방위력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의 현상타파 유혹을 억제하려는 것이라서
일본은 스스로 도발하거나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하였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억지로’ 안보협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동북아 역학구도 속에서 한일관계를 조망하면서 현재 동북아는 (1)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 (2)
미국의 리더십 약화, (3) 북한 핵문제 악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일 관계가 불균형
관계를 보이고 미국이 동북아 불안요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현상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륙외교’와 ‘해양외교’를 조화시켜야 하는 한국에겐 무척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내각의 외교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을 견제하려고 봉쇄정책에
몰두하다가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을 막지 못한 프랑스의 ‘작은 외교’를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려면 과거 고통을 안겨준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동북아 갈등구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일협력이 이뤄지면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관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일본 역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한일양국은
‘인간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일양국 참가자 모두 아베 내각의 외교가 상당히 혁신적이고 적극적이라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일본외교가 중국을 ‘봉쇄’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성안보(soft security)보다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한국 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한중 및 한일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ODA
협의체처럼 중일 양국이 동남아와 기타 지역에 제공하는 ODA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연성안보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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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에 대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를 ‘대륙외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바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을 대륙세력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라고 하여 중국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한국 측에 주문하였다. 최근 한중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이 힘을 합쳐 일본에 대항하자는
과도한 주문을 함으로써) 한중협력의 한계를 드러낸 회담이었다는 한국 측 참가자의 지적에 대해 일본 측은 주한미군
사드(THAAD) 도입에 대해 중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미동맹에 중국이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등 중국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였다.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억지로 하진 않겠다”고 하여 한일안보협력이 안 되는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취한데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의 냉소주의와 전략적 센스 부족을 질타하였다. 일본
측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시 체결하자는 주장을 폈으나, 한국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진솔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성급히 재추진할 경우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가치외교’를 표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열중하면서도 중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의사가 없으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마키아벨리적 외교’ 행태를 보임과 동시에 이러한 외교가 먹혀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중동 문제로 인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을 일본이 메워주고 있으므로
미국이 한일갈등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일본 정부의 기저에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므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삼각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대한 가운데 (인내심과 집요함을 발휘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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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종합 토론

제3세션은 종합토론과 더불어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이 세션은 한국 내에서
대일 외교 방향이 강경모드에서 유연과 대화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논점 제기로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 일본에 대한 한중 대일 공동 대항전선의 제의가 역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온 것이라고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측은 사뭇 놀란 반응이었다. 한 참석자는 한중관계가 ‘튀긴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말로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차갑다는 중국 외교관의 이야기로 현재의 한중관계를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에 이르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달리 중국을 위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 참석자 한명은
중국의 변화가 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국 요인이 한일관계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일관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양국은 양국 간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세계를 시야에 넣고 국제문제와
공통과제를 함께 다루어나가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의 앞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논의를
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깊고 장기적인 시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 일본 참가자는 지역과
세계문제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야말로 양국의 안정적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참가자 한명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조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임을 밝혔고, 한국 참가자는 여성의 역할 확대,
ODA 등 인간 안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청소년 육성 등이 구체적인 사업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참석자는 역사문제가 피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는
방점이 약간 달랐다. 일본 측은 역사문제가 가시처럼 박혀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역사문제의 사실 검증을
하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만, 한국 참가자는 현재의 일본 내 혐한 분위기와 아사히신문
두들기기를 보면서 일본의 우파들이 주장하는 강제연행의 부재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강제성의 부인으로 바꿔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국 참석자는 일본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사죄요구 피로증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각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한국도 사죄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 양국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은 모라토리움(moratorium) 기간을 가지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
지금 한일 간의 논의를 보면 한일 관계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그러면 갈등 기간 동안 실리를 잃는다는 utilitarian
approach가 주류를 얻고 있다면서 이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의 마음을 달래는 화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복수의
한국 참가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실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음을 사는 화해가 불가결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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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본 참가자 한명은 2015년에 새로운 형태의 ‘아베 담화’가 발표될 수 있는 데 대해 한국 측의 조언을
구해왔다. 한국 측은 이에 아베 담화의 내용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원점으로 삼는
게 좋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기초를 둔 것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베 담화가 자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파하였다.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신선한 제안들도 이어졌다. 양측 참가자들은 한일경제가 경쟁적인 동시에 상당 부분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를 살려나가려면 이제까지의 관세 장벽 인하라는 틀에 기반 한 한일
FTA 협정 교섭 재개보다는 생각의 전환하여 보다 큰 경제통합을 통해 노동, 자본, 기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 또한 FTA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정부에만 이를
맡겨두기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다. 이를 위한 비공식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5년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동 행사의 제안도 이어졌다. 한국의 재계 인사는 2015
년에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이 부드럽게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 행사 등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대규모 문화행사의 개최를 경제계에서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본 참가자는 서로를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차갑다는 사실을 제기하면서 한일
간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사회자는 한일 양국은 쌍둥이 같은 존재로서 서로 다투지 않으며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며, 서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말로 제3세션을
마무리하였다.
요약: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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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 한 승 주

이번 한일포럼에 참석해서 한일 양국관계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생한 해는 1940년입니다. 그때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지 30년째 된 해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기 5년 전의 일입니다. 1945년 여름쯤 우리가 서울시내 광화문 근처에 살던 때인데, 비행기 두
대가 하늘 높이 반짝이며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것을 미국 비행기 B-29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도 막판에 들어선 태평양 전쟁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B-29라면 그해 8월초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동형(同型)의 비행기들입니다.
제가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자신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해방(한국에서는
광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이 된 후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해방둥이”들 보다는 먼저 태어났지만, 의식면에서 순수한 해방세대이며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기억이나 일본에 대한
선입견(先入見)을 거의 갖지 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제가 1988년 한일 21세기위원회의 위원 겸 간사로 위촉됐습니다. 그 위원회는 한일 정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민간(民間)위원회로서 한일 간의 관계개선과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였습니다. 한국 측 위원장으로는 원로 역사학자셨던 고병익 (高柄翊)교수께서, 일본 측 위원장에는 스노베 료조
(須之部量三) 전 주한일본대사께서 각각 맡으셨습니다. 두 분은 양국 모두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한일 21세기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한ㆍ일간의 역사문제를 비롯하여 문화, 인적, 청소년 교류문제, 경제관계,
외교안보관계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쳐 원만한 합의를 보아 건설적이고 유용한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과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해였고 한일관계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인 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쁨과 자신에 차 있었고, 일본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진정으로 축하해주었습니다. 일본경제는 승승장구하여
하버드대학교 Ezra Vogel교수는 이미 「Japan as No. 1(1등으로서의 일본)」(1979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은 한국을 부상하는 경쟁국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양국의
지도층은 아직도 전전(戰前)시대를 실제로 경험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대였고 따라서 양국의 지도자간에는
인간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의 지도층은 과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적(心的) 부담감(負擔感)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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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편 한국 역시 여러
부문에서 일본에게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후 두 세대의 세월이 지나고
완전히 전후세대가 정부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전쟁 이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normal
state)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껄끄러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의 해소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은 한일관계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흔히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협력해서 할 일도 많은데, 양 국민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양국관계가 아직도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런 요지의 설명을 위해, 먼저 본인이 칼럼니스트로서 1992년
8월 31일자 뉴스위크지에 기고했던 글 “Asia’s Distant Neighbors(아시아의 소원한 두 이웃나라들)”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을 지속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공개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은 사건의 진상을 애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이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 것을 한국인의 감상적인 집요성의 탓으로 돌린다. 일본인들은 말한다. ‘우리는 충분히
사과했다.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는가?’ 한국은 과거문제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에 눈을 돌려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그들은 충고한다.”
이것은 23년 전의 칼럼이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지금도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한일관계에는 하나의 악순환(惡循環)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간의 관계 악화는 국민간의
감정 악화로 발전하고 이는 또 다시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악화는 한일 양국을 위해서는 물론, 아시아지역과 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계속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혐오와 반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양국의 지도층은, 정부의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문제의 본질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전이 부족하든지 혹은 용기가 부족하여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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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거슬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 일본의 책임을 좀 더 진솔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대중의 감정표출을 절제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한일관계 악순환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두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지도층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지 않느냐 (what we do not do)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what we do and how)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양국 지도자들은 상대방이 도발이라고 여길만한 행동과 언사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 정치인이
일본에 대해 경솔한 언행을 하는 것이라던지, 일본 정치인이 과거의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은 행동은 그 것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상대방에게 도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상대국 강경파의 입장을
부추기고 한일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의 얼어붙은 관계를 해빙하기 위해 상대방이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먼저 용기를 내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정치적 한계와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과 언사에 대하여 도덕적 견지에서,
또는 선(善)과 악(惡)의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는
“Agree to disagree(의견이 다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며 합의하지 못할 것은 이견(異見)으로 남겨 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셋째, 한국이 일본을, 일본이 한국을 생각할 때 “일본은 이렇다” “한국은 저렇다”하고 일반화(generalize)하기 전에
“상대국은 복수(複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을 잘 아는
한국의 원로 언론인 권오기(權五琦) 선생이 아사히(朝日)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若宮啓文) 씨와 대담한 것을 담은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소위 “혐한”의 표출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표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일관계의 후퇴를 우려해서 한국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입지와 입장을
부양(浮揚)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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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양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상대방의 편협한 국수주의적 입장이나 행동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도와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수주의에 초점을 맞출 때, 한일 양국 간의 정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이들의 입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때로 일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나, 공유하는 이익의 범위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너무나 넓고 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의 제2위 무역 상대국이며 일본의 투자, 기술협력, 첨단기술
부품 조달 등이 한국의 산업 활동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 북한 위협의 전반,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일본이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보통국가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간 과거사를 만족스럽게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의 정치경제학자 조세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는 역사적인 격세유전(隔世遺傳: atavism) 현상을 경계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세대를 걸러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이론가 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 교수는 과도한 민족주의의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세계화 되고, 재능이 있고, 개방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활력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오늘의
한일관계에도 커다란 임팩트를 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만들고 짊어져나갈 사람들입니다. 3년 전 일본의
동북부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 재해가 있었을 때 지원에 앞장섰던 것도 한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한류와
K-pop을 애초에 만들어 주고 키워준 것은 일본의 팬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하여
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한국 외무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요즈음 또 다시 하나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고노담화(河野洋平 官房長官 談話)”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물러나는 미야자와 키이치 (宮沢喜一)
내각의 용기와 현명한 판단에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때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일 정부도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필요와 제약으로 인하여
그런 노력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기에는
양국이 협력해서 같이 극복해야 할 이유가 많고,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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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공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과 동시에 고농축우라늄(HEU)에 의한 핵무기프로그램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contingency)
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협과 급변사태에 대응하고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양국은 또한
재해관리, 핵안전, 환경문제, 문화 및 인적 교류, 경제 활성화, 에너지문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그런
약속의 이행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문제에서도 한일 양국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은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제2의 정상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일관계의 재정상화
(再正常化)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는 이웃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의 밝고 생산적인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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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명단

Korean Participants

Han, Sung-Joo (韓 昇洲)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ung, Ku-Hyun (鄭 求鉉)

서울국제포럼 회장
President, SFIA

Ryu, Jin (柳 津)

(주)풍산그룹 회장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Kim, Yoon (金 鈗)

(주)삼양홀딩스 회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Chairman &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Chairman,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Hong, Kyttack (洪 起沢)

KDB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Chairman & CEO, KDB Financial Group

Shin, Kak-Soo (申 珏秀)

전 주일한국대사
Former Ambassador to Japan

Kim, Eun Mee (金 恩美)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동 국제대학원장
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im, Sung-han (金 聖翰)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Cheol Hee (朴 喆熙)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hn, Dukgeun (安 徳根)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Yoo Mi

Executive Secretary, S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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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articipants

SAKAKIBARA Sadayuki (榊原定征) 日本経済団体連合会会長、東レ株式会社取締役会長
Chairman, Keidanren; Chairman, Toray Industries, Inc.
ITOH Ichiro (伊藤一郎)

旭化成株式会社取締役会長
Chairman & Director, Asahi Kasei Corp.

TOKURA Masakazu (十倉雅和)

住友化学代表取締役社長
President & COO, Sumitomo Chemical Co., Ltd.

KOIZUMI Shinichi (小泉愼一)

東レ株式会社特別顧問
Senior Advisor, Toray Industries, Inc.

MIZUNO Yuji (水野雄氏)

旭リサーチセンター代表取締役社長
President, Asahi Research Center Co., Ltd.

SANADA Yukimitsu (真田幸光)

愛知淑徳大学ビジネス学部教授・学部長
Professor and Dean of Faculty of Business, Aichi Shukutoku University

MOMOMOTO Kazuhiro (百本和弘) 日本貿易振興機構海外調査部主査
Director in charge of Northeast Asia, Overseas Research Department,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OSAWA Jun (大澤淳)

内閣官房国家安全保障局参事官補佐
Deputy Counsellor,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Cabinet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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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articipants: IIPS Members

MIMURA Akio (三村明夫)

世界平和研究所副会長、
日本商工会議所会頭、新日鐵住金株式会社相談役名誉会長
Vice Chairman, IIPS;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nior Advisor, Honorary Chairma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SATO Ken (佐藤謙)

世界平和研究所理事長、元防衛事務次官
President, IIPS;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ARAI Hisamitsu (荒井寿光)

世界平和研究所副理事長、元通商産業審議官
Vice President, IIPS; former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FUJISAKI Ichiro (藤崎一郎)

世界平和研究所副理事長、前駐米大使
Vice President, IIPS; former Japa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OKAWARA Yoshio (大河原良雄)

世界平和研究所理事、元駐米大使
Special Adviser, IIPS; former Japa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WATANABE Hideo (渡辺秀央)

世界平和研究所理事、元郵政大臣、
日韓協力委員会会長代行
Director, IIPS;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KOBORI Shinzo (小堀深三)

世界平和研究所理事・特任研究顧問、元桜美林大学教授
Research Adviser, IIPS; former Professor, Obirin University

HOSOYA Yuichi (細谷雄一)

世界平和研究所上席研究員、慶応義塾大学教授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KAWASHIMA Shin (川島真)

世界平和研究所上席研究員、東京大学准教授
Senior Fellow, IIPS; Associate Professor, Tokyo University

IDE Tomoaki (井出智明)

世界平和研究所主任研究員
Senior Research Fellow, IIPS

MATSUMOTO Futoshi (松本太)

世界平和研究所主任研究員
Senior Research Fellow, IIPS

TOYODA Yutaka (豊田裕)

世界平和研究所主任研究員
Senior Research Fellow, IIPS

MATSUZAKI Miyuki (松﨑みゆき)

世界平和研究所主任研究員
Senior Research Fellow, IIPS

YASUDA Akira (安田啓)

世界平和研究所研究員
Research Fellow, IIPS

GOTO Setsuko (後藤節子)

世界平和研究所業務主任
Secretariat Officer, I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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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September 19 (Fri)

09:00-11:05

KE2707 (Gimpo-Haneda)

12:30

Arrive at IIPS

12:30-13:00

Courtesy call on Hon. Yasuhiro Nakasone, Chairman, IIPS

13:30

Arrive at The Capitol Tokyu Hotel

13:30-14:30

Welcome Lunch for Korean Participants at “Suiren” (3rd Fl.)
Hosted by Ichiro Fujisaki, Vice President, IIPS

15:00

Check-in at the Hotel

15:30-15:40

Registration

15:40-15:5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Ken Sato, President, IIPS
Ku-Hyun Jung, President, SFIA

15:50-16:00

Group Photo

16:00-17:00

Keynote Speech
Speaker: Sadayuki Sakakibara, Chairman, Keidanren

17:00-18:20

Session 1: Economic Strategy and Bilateral Cooperation
Moderator: Hisamitsu Arai (Vice President, IIPS)
Presenters: Yukimitsu Sanada (Professor, Aichi Shukutoku University)
Dukgeun Ah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20-21:00

Reception for All Participants in “Kiri” Room
Hosted by Ken Sato, President, IIPS
Guest Speakers:
Kazuyuki Nakane (Parliamentary Vice-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Heung-Soo Yoo (Korean Ambassador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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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Sat)

9:30-11:00

Session 2: Business Collabo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Moderator: Kyttack Hong (Chairman, KDB Financial Group)
Presenters: Ichiro Ito (Chairman, Asahi Kasei Corp.)
Jin Ryu (Chairman, Poongsan Group)

11:10-11:55

Invited Leader Speech
Japanese Speaker: Katsuei Hirasawa (Member, House of Representatives)
Korean Speaker: Hon. Sung-Joo Han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12:00-12:50

Business Lunch (Bento-Chinese cuisine) conference room

13:00-15:00

Session 3: Regional Security
Moderator: Kak-Soo Shin (Former Ambassador to Japan)
Presenters: Yuichi Hosoya (Professor, Keio University)
Sung-ha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15:15-17:30

Session 4: What Should Be Done to Make a Breakthrough?
Moderator: Ichiro Fujisaki (Vice President, IIPS)

18:00-20:00

Farewell Dinner (“Kurosawa” in Nagata-cho)
Hosted by Akio Mimura, Vice President, IIPS

September 21 (Sun)

10:20

Charter bus (The Capitol Tokyu Hotel to Haneda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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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대 서울-도쿄 포럼

제1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0년 11월 30일 – 12월 1일
장소: ANA Intercontinental Hotel, Tokyo
주제: 신시대 한일 전략협력의 방향성

제2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1년 11월 25일 – 27일
장소: Lotte Hotel, Seoul
주제: Korea-Japan Cooperation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제3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2년 6월 13일 – 14일
장소: New Otani Hotel, Tokyo
주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동 전략

제4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3년 9월 6일 – 7일
장소: Lotte Hotel, Seoul
주제: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 26 Seoul-Tokyo Forum 2014

- 27 Seoul-Tokyo Forum 2014

- 28 Seoul-Tokyo For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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