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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종합 결과 보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6차 서울-도쿄포럼은 2015년 6월 19-20일 양일간 많은 참가자들의 진지한
토론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일본측에서는 옵저버를 포함하여 총 29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측에서는 서울국제포럼
회원을 중심으로 총 33명이 참가하여 합계 62명의 참가라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한일관계 정상화 50년임에도 불구하고
교착된 양국 관계를 풀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찾고자 하는 양국 지도층 인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제6차 서울-도쿄포럼은 한일이 50년 전 국교 정상화를 위해 기본조약에 사인한 6월 22일 직전 주말에 개최함으로써
포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포럼이 개최될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가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한 것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반증한다.
제6차 서울-도쿄포럼은 지난 5차에 걸친 포럼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울국제포럼과 일본 세계평화
연구소가 6개월간에 걸친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이었다. 양 기관은 포럼 개최에 앞서 반년에 걸린
공동 작업을 통하여 향후 50년의 양국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갈등의 중심에 선 과거사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초국경과제 협력 등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진 협력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행동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한 데 무엇보다도 의미가 컸다.
또한, 양 기관 연구자의 개별적 연구 결과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수 차례에 걸친 토론과 공동 작업을 통해
하나의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는 쾌거를 이룬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양국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설계했다는 것은 기억에 남는 공동작업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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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한일관계 50년을 재평가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논의의 전반적 기조는 양국 간에 갈등적 현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의 양국 관계가 성공의
역사였으며.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윈-윈의 역사였음을 강조하였다.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나선형의 갈등 국면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력의 기조를 복원시키면서 상승적 발전 구조를 보여왔다는 것이 기본
인식을 이루었다. 첫날의 논의가 50년이라는 양국 관계의 역사를 되집어본 것이었다면, 둘째 날인 6월 20일의 논의는
포럼 직전에 완성한 공동보고서의 틀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이 향후 50년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 장과 아젠다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매개로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양국 경제의 어려움이나 성장동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이나 글로벌한 사업 제휴, 나아가 공동의 제도적 기틀의 확립을 통해 상호 선순환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양자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글로벌한 이슈에서의 협력이야말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인간 안보 및 재해 구조, ODA나 PKO의 공동 시행 등도
시야에 넣을 수 있으며,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공동 모색하는 노력이 한일 양국의 글로벌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다루어졌다. 나아가, 양국이 함께 고령화 사회의 선두주자에 서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정리: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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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y
Session
세션별 요약

제1세션:

한일관계 50년의 재평가

한일관계 50년을 재조명해보는 첫 번째 세션은 양국 관계가 기본적으로 윈-윈의 성공의 역사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은 냉전 상황에서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타협의 산물로 기본조약을 만들어냈지만, 양국 이익에 합치하는
평화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또한 1990년대 이후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국관계는 평탄한 발전의 길보다는 갈등과 화합이 복합된 나선형 상승 구조를 보였다. 일본내에서
리버럴한 세력이 상승할 때 한일관계는 상승하고, 보수적 반동이 나타날 때 갈등이 표면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2015년을 즈음하여 갈등에 빠져있는 한일관계의 구조적 원인으로 동아시아 세력전이 속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일의 서로 다른 대응, 한일 간 상대적 힘의 균등화 속에 나타나는 수평적 경쟁의식의 고양, 그리고 전후
세대의 전면 등장으로 인한 역사 감각의 상이성을 들었다. 하지만, 한일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인데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한 동질적 국가라는 데서 협력의 새 기틀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본측 발제는 1965년 한일합의에는 기본조약과 네 개의 협정, 1개의 공식 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민지 지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갭은 메우지 못하여 갈등의 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일 50년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였으며, 1998년 김대중-오붙이 선언으로 1965년 체제를 보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두에 대한 한일의 인식차, 북한에 대한 인식차,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방식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토론에 나선 한국측 참가자는 미국 쇠퇴론과 중국의 확대력이 기본 추세인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해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본측 참가자는 한일이 안보면에서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한일양국관계가 가끔 갈등이 반복되는 톱니발형 발전구조를 가진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또 다른 일본측 참가자는 300년 국제외교사에서 한일은 예외적인 성공사례라고 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소극적이면 중국의 독무대가
된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 다른 한국측 의견은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크다며, 한일이 치명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07 SEOUL-TOKYO FORUM 2015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표면적인 것만 읽지 말고 깊고 통찰력있게 읽어야 한다는 일본측 발제자의
지적이 있었다. 단, 지금부터의 한국의 국가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
발제자는 한국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며 동아시아의 패권세력 출현 방지와 통일 한국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수하였다.
사회를 맡은 한국측 인사는 한일관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파도형 관계와 같다며,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지도자의
행동 공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진단하였다.
요약: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 08 SEOUL-TOKYO FORUM 2015

제2세션:

한일 안보협력 증진방안

최근 한일관계가 냉각되기 전까지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이후 한일 안보협력이 가속화됐었다. 2009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2009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한일간 정보공유와 안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군수지원협정(ACSA)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소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루어진 이후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부각되면서 양국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 기저에는 중국변수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도 일조하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중일이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일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한일 안보협력이 삐걱거릴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의 효과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신뢰감을 토대로 안보협력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
북한 핵문제 악화, 중국의 지역질서 현상변경 시도,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증대 등으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쌍무적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한일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쌍무적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으로서 상호방위지원, 정보공유,
인사교류 등이 필요하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일양국은 유엔 PKO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HA/DR) 활동 등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일본은 통일이 한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양국은 통일의 기본 조건(예: 미국의 리더십, 중국의 긍정적 역할, 비핵화 진전,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역사문제, 중국변수 등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일본의 역사적 성찰과
한국의 실용적 접근이 합쳐지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한중협력과 한미동맹이 제로섬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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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참가자는 한미일 3자조정감독그룹(TCOG)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 TCOG가 차관보급
협의체로서 비교적 잘 작동하였으나,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강경할 때 한국은 온건하고, 한미가 유연할 때 일본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북 인식의 차이가 TCOG의 효과를 떨어뜨렸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다’를 둘러싼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협력의 영역을(인간안보 외에도) 해양안보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한일양측 참가자의 견해가 일치했다.
중국 변수에 대해 일본측 참가자는 아덴만 해적소탕을 위해 한일이 협력할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을 참가시키면 한중일
협력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양국은 중국의 사이버공격문제, 중국 내 국제기구와 NGO 활동 제약,
THAAD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양측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한국측 참가자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보다 항해의 자유, 인류공동자원에 대한 활용 등에 관해 설득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양측 참가자 모두 핵심 전략가들이 모여 북한, 동북아, 동아시아 전략 등에 관해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일본측 참가자는 통일문제에 관해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어떤 통일국가가
등장할 것인가에 관해 한국이 명확히 밝히는 게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역사문제와 안보협력문제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 포럼에 참가한 일본측 참가자들 역시 작년에
비해 훨씬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두루 개진하였다. 한미일
협력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보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이므로, 우리는 한일 역사문제와
안보협력문제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역사문제에 관해 일본이 진전된 입장(예: 위안부 문제, 아베 담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대북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역사문제에 관해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전략적 접근일 것이다.
요약: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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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한일 경제협력 방안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한국 또한 앞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두 국가의 성장률 증가를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TFP)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TFP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벤처기업 참여, R&D 투자의 촉진, 정보화 및 IT분야 투자 확대, FTA의 체결, 경제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금융제도의 정비 등이 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공통된 과제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벤처 기업의 시장 참여는 TFP의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일의 벤처 자본 투자 규모는 매우 작다. 이는 사업 실패시의 부담이
창업자에게 집중되어있다는 의미이며, 리스크 머니의 부족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하시킨다. 더불어 노동시장도
경직되어있기 때문에 돈과 사람이 벤처에 모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공동 기업가정신 증진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R&D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 협력도 필요하다.
양국간의 R&D투자 효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 이노베이션의 폐쇄성이라는 OECD의 지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부의 2015년도 기술개발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이 양국 경제를 자극하는 개방적인 연구구조가
필요하다.
한편, 동아시아 무역 시스템이 중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왔는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국제적 노동 분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한일 양국간의 상호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현재 논의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바, 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일 FTA나 TPP, RCEP 등 지역간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들을 한일 양국이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세안, 인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과 무역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간에 서비스 자유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문제 삼아 FTA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서비스 무역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의 수지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정은 정치적으로도 특정 국가의 무역 불균형 논의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서비스 자유화 협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일 모두 경제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 하여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양국이
WTO에서 진행되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중일 FTA를
위해서도 한일 간의 서비스자유화 논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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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경제 관계로 인해 일본 기업은 해외 투자 없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인재,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투자하기에 유리한 겅제적 요인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양국 산업간 협력을 통해
인도,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요약: 안 덕 근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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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한・일 초국가적 협력 증진 방안

아시아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면서 국력과 글로벌위상에
걸맞는 양국의 국제적 기여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반백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국이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상호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적 이슈와 인간안보, 에너지와 환경 이슈, 그리고 노령화사회 이슈들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들에 양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글로벌 위상과 글로벌 책임감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인도적 이슈와 인간안보
한일 초국가적인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계 이슈가 다양화되고
있고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한 노력이 국가 간 전쟁방지와 평화관리 차원을 넘어 무역,
환경,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비전통적 이슈들로 확대되면서 지구촌 이슈들이 한층 더 복잡해짐에 따라 초국가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둘째,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제관계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틀로서만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셋째, 초국가적 위협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공동대응을 통한
글로벌 위상과 책임감이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한 양국 간 신뢰 구축 및 매래 지향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한일 양국 간 초국가적 협력 증진 분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일 정책공조와 행동계획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쌍무적 정책과
행동계획 수립은 한일 양국의 글로벌 기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대량탈북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보편적 규범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3R에 기초한 정책, 즉 신뢰할 수 있고
(Reliable), 존경할 만하고(Respectable), 충격에 견디어내는(Resilient) “아시아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점점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에 관한
한일 공동대응과 협력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효연관성이나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에 놓여 있다는
양국민의 인식과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한일 간 초국가적 협력 진전에 대한 도전 및 장애요인으로는 정부 간 정치적・역사적 불신, 정치인・대중・언론 등에 의해
조성된 양국 간 잘못된 상호인식, 적극적 평화기여(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 선호,
그리고 재정적・인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의 기여도 및 경험에 있어서의 한일 간 격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양국 지도자, 정치인,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및 공동대응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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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초국가적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협력차원에서의 쌍무적 협력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한일
협력이 “기능주의적 협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방면에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 및 헌신이 필요하며, 양국 여론과
언론의 신중함과 인내심이 중요하다.

2.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한일 양국 모두 화석에너지의 부존자원이 미미하여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목표였다. 한국의 초기 에너지정책은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벤치마킹했는데, 한국의 1980년대 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결정, ’70년대 1・2차 석유위기 후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절약정책, 원전 확대, 정부주도의
해외자원(석유, 가스) 개발 및 이를 위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일본과는
다른 노선을 취했다. 일본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로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했고 이에 따라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을 융합하였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공급안정성
제고라는 목표아래 business-as-usual 에너지 소비패턴을 이어왔다. 그렇다면 에너지공급안정성과 기후변화대책은
서로 상충성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공급안정성 제고 방법에 달려있다. 즉 해외석유가스 개발 투자와 같이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시 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책과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정책과 상호 보완관계를 갖게 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에너지소비 감소, 석유 소비의 감소, 석탄・석유 발전의 감소 및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전력생산에 있어서 석탄과 원자력의 역할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일 간 석탄사용 비중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기후변화대책의 유무에 달려 있다. 향후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을 신기후체제
(post-Kyoto regimes)에서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에 요구되는 에너지미래는
신재생에너지비용의 하락, 천연가스 소비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등이다.
한일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기후변화분야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융합
비용의 하락을 위한 양국 간 전력계통의 연결, 둘째, 천연가스 확대를 위해 LNG 도입가격 인하 공동 추진(현재 한일 양국은
전 세계 LNG 시장의 2/3를 지배하는 구매력 보유), 셋째, 원자력 안전규제,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한 best practice, best
governance 경험에 대한 공유, 넷째,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기상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과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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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이다. 이외에 양국의 에너지기후분야 협력은 선진국과 중진국 협력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령화 사회 대응
한일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한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낮은 출산율은
한일 양국의 공통 문제이다. 일본의 총 출산율은 ’06년 1.26에서 ’13년 1.43으로 상승하였으나,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
(인구대체율) 2.0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총 출산율이 1.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15년 출생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각각 84년과 82년으로 매우 높다. 평균수명의 증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생리학적 생존기간만이 길어지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고 한국도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잠재경제성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정년 연장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은퇴자들은 대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55세 전후로 안정된 직장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화 인구의 비중을 더욱 커지게 하며, 이는 장기 침체 및 심지어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고령화 사회는 한일 양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에 닥쳐올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이슈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일이 갖고 있는 동양적 지혜를 통해 고령사회의 새롭고 긍정적인 개념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단기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거주자) 비율이 각각 3.0%와 1.5%로 매우 낮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임시직 외국노동자를 초청하거나
자국 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 결속력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여성 노동참여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노동력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총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해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소비 증대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 이 신 화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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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JUNE 19 (FRI)

Morning

Arrival of Japanese Delegation

12:00-14:00

Luncheon for Japanese Delegation hosted by the Japanese Embassy

14:30-15:00

Registration @ Belle-vue Suite (36F)

15: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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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18:00

Session One
“Reevaluating 50 Years of Korea-Japan Relations:
Positive Assessment and Mutual Misperceptions”
•Moderator: Han Sung-J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Presenters: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Nishino Junya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18:00-18:40

Keynote Speech
•Speakers: Yu Myung Hwan (President, Korea-Japan Forum)
Bessho Koro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18:40-18:50

Group Photo

19:00-20:30

Welcoming Reception @ Astor Suite (36F)
Hosted by Shin Dong-Bin (Chairman, Lotte Group)
•Welcoming Remarks and Suggestion for a Toast
Welcoming Remarks: Lee Hong Koo (Chairman, SFIA)
Toast Proposal: Mimura Akio (Vice Chairman, I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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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SAT)

9:30-11:10

Session Two @ Belle-vue Suite (36F)
“In Search of Upgraded Security Cooperation”
•Moderator: Sato Ken (President, IIPS)
•Presenters: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Hosoya Yuichi (Professor, Keio University)

11:20-12:10

Invited Business Leaders’ Speech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Japanese Speaker: Sasaki Mikio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Korean Speaker: Ryu Roy Jin (Chairman, Poongsan Group)

12:10-13:30

Business Lunch @ Astor Suite (36F)

14:00-15:40

Session Three @ Belle-vue Suite (36F)
“Enlarging the Boundaries of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Presenters: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ayasu Yuichi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15:40-16:00

Refreshments

16:00-17:40

Session Four
“Going Global Togethe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Beyond”
•Moderator: Arai Hisamitsu (Vice President, IIPS)
•Presenters: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Hoesung (Vice-Chair, 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17:40-18:00

Concluding Session
•Concluding Remarks: Jung Ku-Hyun (President, SFIA)
Sato Ken (President, IIPS)

19:00-21:00

Farewell Dinner @ Poongsan Group Building
Hosted by Ryu Roy Jin (Chairman, Poongsa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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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명단

KOREAN PARTICIPANTS

AHN Byung-joon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former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KOTRA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Hae-Hyeong

Chairman, Nara Holdings Corporation

CHO Yongs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HAN Sung-Joo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HONG Kyttack

Chairman & CEO, KDB Bank

HYUN Hong-Choo

Senior Partner, Kim & Chang/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YUN In-Taek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KIM Dalchoong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SFIA

KIM Jin Hyun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Science and Technology

KIM Kihwan

Chair, Seoul Financial Forum/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IM Myung Ja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WON Gooho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LEE Chung Mi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ROK’s Ambassador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LEE Dai Soon

Vice-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LEE Hoesung

Vice-Chair,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LEE Seung Yun

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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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unghoo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Woo Kwang

Research Fellow, Japan Knowledge & Information Center,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in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Chairman, Foreign Affairs, Trade & 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RYU Jin Roy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SHIN Dong-Bin

Chairman, Lotte Group

YI Insil

Professor, Sogang University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YOO Jang-Hee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YU Myung Hwan

President, Korea-Japan Forum/ Senior Adviser, KIM & Chang/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U Zu Youl

Secretary-General,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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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PARTICIPANTS

ARAI Hisamitsu

Vice President, IIPS/ former Vice Mini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METI

ARITA Shinnosuke

Senior Manager,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AWAYA Tsutomu

Senior Advisor, Mitsubishi Corporation

BESSHO Koro

Ambassador, Embassy of Japan

HOSHINA Toshihiro

Director General, JETRO Seoul,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HOSOYA Yuichi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ISHIYAMA Hirotsugu

President & CEO, Mitsubishi Corporation (Korea) Ltd.

KAMEYAMA Naoaki

Assistant General Manager, Mitsubishi Corporation

KANASUGI Kenji

Minister & Deputy Chief, Embassy of Japan

KIMURA Shinichiro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KOBAYASHI Kenichi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Embassy of Japan

KOIZUMI Shinichi

Special Advisor, Toray Industries, Inc./
Vice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KORENAGA Kazuo

Senior Executive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KUNO Arata

Associate Professor, Kyorin University

KURITA Shinichi

First Secretary, Embassy of Japan

MIMURA Akio

Vice Chairman, IIPS/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enior Advisor, Honorary Chairman,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MIZUNO Yuji

President, Asahi Research Center Co., Ltd./
Vice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NISHINO Junya

Associate Professor, Keio University

SASAKI Mikio

Chairman,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Honorary Chairman, Senior Advisor to the Board, Mitsubis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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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 Ken

President, IIPS/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SHIBATANI Masahiro

Deputy Director General, JETRO Seoul,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SOMA Hirohisa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Embassy of Japan

SONODA Yo

Counsellor, Embassy of Japan

TAKAYASU Yuichi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TOYODA Yutaka

Senior Research Fellow, IIPS

WATANABE Hideo

Director, IIPS/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YAMAGUCHI Noboru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former Lieutenant General, JGSDF

YASUDA Akira

Research Fellow, IIPS

- 21 SEOUL-TOKYO FORUM 2015

5. 역대 서울-도쿄 포럼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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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4년 9월 19일 – 20일
장소: The Capitol Hotel Tokyu, Tokyo
주제: Renewing Japan-Korea Relations: Prospect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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