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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Results
종합 결과 보고

제7차 서울-도쿄포럼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마음에 그린다는 의미에서 양국의 공통 과제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201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에 걸쳐서 일본 동경 뉴오타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정구현 서울포럼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이 참석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세계평화연구소 부회장, 사토 켄 이사장을 비롯하여 21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지한 토론에 임하였다.
이번 제7차 포럼에서는 일본 측과 6회에 걸친 서울-도쿄포럼의 개최를 통해 이루어진 신뢰에 바탕을 둔 협업관계를
발판으로 삼아 2016년 공동 연구 결과 발표를 재점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이 처한 공통의
과제를 적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포럼의 주된 주제였다. 한국 측 대표는 양국의
공통 과제로 북한의 안보 위협, 8년에 걸친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으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 그리고 산적한
국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들었다. 일본 측 대표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의한 안보 위협, 성장 침체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를 양국의 공통 과제로 지적함으로써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세션에서는 지역 정세에 대한 토론에 임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는 ‘건설적 애매함’
을 지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합의를 평가한 바탕 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매개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 측 발제자는 동북아의 현 상황을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구도가
구조화되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중국에 대한
경계론을 내세운 일본 측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도 중국의 민낯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양자 간 교류를 늘리고
다자적으로 얽어매기를 하는 전략적 행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일이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의 한
재계인사는 구조개혁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선거와 포퓰리즘을 들었고, 한국의 정치전문가는 4대 공공 개혁 부문에서
막판에 손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일본 측 발제자는 업계의 관습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판적 논조를 취했지만, 한국 측 발제자는 위기의식을 상실한 체념이야말로 가장 큰 구조개혁의 적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으로 한일 FTA의 재개, 한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활약하는
기반의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제3세션에서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심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북한 문제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 측 발제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한·미·일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한일 간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전략대화의 부족을 해소할 단계에 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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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할 때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 측 대표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군사력만이 아니라 지도력, 의지력, 통제력 등 전략적 의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일본정치전문가는 한일 안보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의 완비, 북한의 평화
공세 시 외교적 공조체제의 확립,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인식과 이해의 공유로 정리하였다.
종합 토론을 겸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일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외교부 인사는 한국과
일본이 혼자서는 중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중국을 한·중·일 협력의 틀 안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외교부 인사는 한일 관계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가치를
공유한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재계인사는 한일 협력의 문제는 서로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7차 서울-도쿄포럼 폐회사에서 일본 측 대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지난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의 인식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 계속 포럼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국 측 대표는 서울-도쿄포럼의 장점에 대해 이
포럼에서는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계 인사의 참여가 많다는 게 특징적이며,
정책결정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점도 좋다는 평가로 포럼을 마쳤다.
정리: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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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Seoul-Tokyo Forum took place between Sept. 30 - Oct. 1, 2016, at Hotel New Otani Tokyo. Determined to outline a
new 50-year-forecast for Korea-Japan relations, this year’s forum focused its discussions on overcoming the two countries’
common challenges and moving on to the next generation. The Korean delegation was led by President Jung Ku-Hyun
of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President Kim Yoon of the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while the
Japanese delegation was led by Vice Chairman Nakasone Hirofumi and President Sato Ke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The trust-based collaborative relationship built on the six years’ history of the Seoul-Tokyo Forum provided the 7th meeting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findings of the Joint Research Report conducted between the SFIA and IIPS in 2015.
Above all, the main focus of the forum was to precisely pinpoint the common challenges that the two nations confront and
seek a joint action plan. A representative from the Korean delegation called attention to 1) North Korea’s nuclear threat,
2) low economic growth, low prices, low interest rates due to a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over eight years, and 3)
accumulated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s common challenges. A Japanese representative confirmed that the two
nations are in agreement regarding common challenges by reiterating that security threats due to North Korea’s continuous
nuclear development as well as economic problems stemming from growth stagnation and increasing uncertainty need to
be addressed.
Based on such awareness, session 1 of the meeting dealt with regional state of affairs. One participant from Japanese academia argued that Korea and Japan need to build a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easible without the med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is should be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signed on December 28, 2015) which is known for its “constructive ambiguity.” A Korean expert on Sino-U.S. relation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strategic choices that Korea faces in the era of “cold peace” in which Northeast Asia is currently
involved in due to the visualization of US-Sino strategic competition. To the Japanese delegation that asserted the need for
vigilance against China, the Korean delegation responded that Korea is also witnessing what China is like behind its mask.
A Korean participant also brought up the significance of strategic moves such as increased bilateral exchanges with China
and multilateral entanglement of China.
During session 2, both sides exchanged ideas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structural reform as a basis for overcoming lowgrowth. While one Japanese participant brought up elections and populism as undermining factors for structural reform, a
Korean participant pointed out that bureaucrats who wish to not let go of their power are indeed hindering public sector
reform. Another Japanese participant criticized old business habits and customs prevalent in the private sector as major
factors hindering structural reform. On the other hand, a Korean figure from academia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a sense
of crisis is indeed the biggest impediment to the path of structural reform. In order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the forum agreed upon the following areas of cooperation: resuming the Korea-Japan FTA and creating a foundation for Korean and Japanese enterprises to thrive in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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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was centered around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especially concerning North
Korea. Regarding the North Korean gridlock, a Korean participant suggeste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put more endeavors for bilateral strategic dialogue concerning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a Japanese expert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joint action among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respond to North Korea’s peace offensive.
In addition, a representative from the Korean delegation stressed that leadership, willingness, and control are key factors
along with physical military power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was suggested that possible areas for security cooperation may include the following: equipping a joint response system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establishing a
diplomatic coordination system for North Korea’s peace offensive, and sharing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in regards to
the potentia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st session, the Korean and Japanese delegation engaged in a comprehensive discussion concerning ways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argued that the two nations should invite China into the
frame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s Korea and Japan alone cannot deal with China. A
Japanese foreign service official emphasized tha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not one that “shares strategic interests,”
but should rather be described as a “partnership based on mutual values.” Furthermore, a Korean entrepreneur underscored that the survival of the two countries may highly be dependent on the future of Korea-Japan cooperation.
During his closing remarks for the 7th Seoul-Tokyo Forum, President Sato Ken of the IIPS suggested that this forum should
continue to serve as a place for the two nations to iron out differences in perspective and enhance mutual agreement, as
there are piles of issues to be resolved together. President Jung Ku-Hyun of the SFIA commented that this year’s forum
allowed candid discussions among participants that came from a broad spectrum of backgrounds including the business
community as well as government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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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y Session
세션별 요약

제1세션

동북아 지역 정세의 추적

일본 측 참가자는 한일관계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건설적 애매함이 있지만, 이것밖에 없다는 인식이 일본 측 유식자들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중재재판 판결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듯이 국외자의 입장을 배제해왔던 전전 일본의 잘못을
답습하는 모습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세계의 글로벌화, 국제협조체제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국제협조의
취약 화라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한일의 이익임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이 있고서 안보, 경제협력도 가능하므로
미국의 매개 없이도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국 측 발제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강대국 정치가 귀환하는 동북아가 힘의 투사 경쟁으로 인해 위험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실험 등도 역내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역사문제는 동면상태이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존재감이 세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성급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을 제기하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일방 주의적
유전자와 중국의 중화 주의적 유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2010년까지 협력에
기반을 둔 간헐적 경쟁(cooperation-based competition)으로부터 선택적 협력을 수반한 전략적 경쟁(competition-based
coopera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파하였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역내 국가들에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저쪽 편인가?’를 물어보고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딜레마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2010년 이후 역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기 싸움’(ego fighting)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곧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대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내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조 발제에 나선
일본 측 참가자는 중국의 문제점은 동아시아에 중국의 안정적 동맹국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요약: 정 재 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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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한일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다시 불붙일 것인가

일본 측 발제자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 활력의 회복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요체를 공격적인 금융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요약하면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수익의 증대가 주가의 상승 및 자산가격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경기의 회복이 일자리의 증대를 가져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대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늘어나 개인 소비의 증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후, 30~40대 여성과
60대 이상의 남성고용 증대가 나타난 것에 주목하였다. 구조 개혁과 경기대책의 동시 진행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한국 측 발제자는 한국이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기능부전의 시장 경제가 저성장과
부실채권 누적으로 나타나 격차를 확대하고 이것이 분열과 불만의 사회를 가져와 사회적 일체감을 저하하며, 다시 이것이
지지의 저하를 낳아 정치적 경색으로 인한 리더십의 약체화를 낳는다는 체제의 정체감을 지적하였다. 이를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개혁적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쟁과 개방에
기반을 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회복시킴으로써 사회적 일체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의 경제전문가는 한국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급 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있지만, 노동과 구조 개혁이 잘
되면 하드 랜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도 토론에서 고령화 자체는 저성장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을 개혁하여 젊은 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외교부 인사는 개혁을 위한 규제 완화가 강한 자를 더욱 강하게 하는 역설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누진세,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측 참가자는 노동 개혁에 실패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가속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요약: 박 철 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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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한일 안보협력의 향상은 가능한가

일본 측 발제자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전략적 근심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에 대한 불안정성,
브렉시트와 세계 경제 장래에 대한 걱정, 룰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동요, 중국의 공세적 군사정책, 그리고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증대가 그것이다. 이를 안정적 협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자 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국을 협력의
틀로 복원시키고, 한일 간 북한에 대한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관여를 계속하게 하는 데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안보 법제에 대한 설명에 나선 일본 측 발제자는 신안보법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존의 평시 안보체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국제안보활동에 더해서 동맹국 등 타자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것이 이번 안보법제 개정의 요체이며, 타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한국적 이해의 틀과는 다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보공유가 가장 키를 이루며 군사 물자 지원 협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어와 국제 평화활동에서의 협력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 측 발제자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관리하여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핵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에 협상 틀을 새로 짜야 하며,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미·일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어 중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6자회담은 유용한 틀이 아니라고 보았다. 현 단계에서 한일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 정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GSOMIA와 ACSA의 추진을 통한 정보의 일체화, 작전 행동의 일체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한일 간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대화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전문가는 북한은 미국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미 억지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핵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내 있는 억지를 지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한국의 정치전문가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관과 공유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새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을 통일의 협력자로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중국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는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고, 한국이 미국과 무관하게 독자적 군사행동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군의 관료화가 심각하여 국방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요약: 박 철 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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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종합토론

제4세션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한일관계의 설정 방향, 그리고 이전 세션에서 다루지 못한 이슈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일본 측 참가자는 한일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 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 대중들의 국민감정의 해소, 둘째, 유식자들 간의 한일 인식의 격차 축소, 셋째, 정책결정자들의 미래
비전 제시와 실행이 그것이다. 그 바탕에는 2012년 이후 악화한 상호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확산,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일본 내 대한 인식의 악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깔려 있다고 발제자는 진단했다. 또한, 한일 간에 다른 중국관과
장래 질서관이 이들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어 관계회복을 위한 상호의 노력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한국 측 발제자는 소통 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것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대중들과 달리 현대의 젊은이들은 셀카 촬영에서
나타나듯 디지털 방식의 소통에 익숙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만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무장된 시민에 적응하지 않으면 참여의 격리와 갈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한일 양국의 이미지와 인식관리와도 상통되는 측면이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부 인사는 양국 국민을 하나로 다시 묶어 내려면 메가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05년도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서도 ‘한일 우정의 해’를 설정함으로써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인용하였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항만이 능사가 아니며, 중국을 한일이 함께 협력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함께 고안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일본의 한 정계인사는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방일한 한일현인회의
멤버들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두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는 지난 3년 반을 거치면서 한일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향후 2-3년이 한일관계 회복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요약: 박 철 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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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Program

SEPTEMBER 30TH (FRI.)

a.m.

Move to Tokyo

12:30-13:00

Courtesy Visit to Mr. Yasuhiro Nakasone (Chairman, IIPS)

13:30-14:30

Welcome Lunch for Korean Participants at “Horikawa”
Hosted by Hisamitsu Arai (Vice President, IIPS)

15:00

Check-in at Hotel New Otani

15:30-15:40

Registration

15: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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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8:00

Session One
“Taking Stock of Regional Developments”
•Moderator: LEE Sook Jong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Presenters: Shinichiro Kitaoka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IPS)
Shin Kawashima (Senior Fellow, IIPS)
CHUNG Jae-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8:30-20:30

Reception for All Participants in “LAPIS L”
Hosted by Hirofumi Nakasone (Vice Chairman, IIPS)
•Japanese Speaker: Fumio Kishid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Korean Speaker: Hon. LEE Joon-gyu, Ambassador, Korean Embassy in Japan 		
•Toast by RYU Jin (Chairman, Poongsan Group)
* Buffet Style Dinner

OCTOBER 1ST (SAT.)

9:30-11:30

Session Two
“How to re-kindl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Japan”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Presenters: Yasuyuki Iida (Associate Professor, Meiji University)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Affairs of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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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20

Business Leader Speech
•Masakazu Tokura (President, Sumitomo Chemical Co., Ltd.)
•KIM Yoon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12:20-13:20

Business Lunch at “Satsuki”

13:20-15:20

Session Three
“Is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Possible?”
•Moderator: Ichiro Fujisaki (Vice President, IIPS)
•Presenters: Noboru Yamaguchi (Professor,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Yuichi Hosoya (Senior Fellow, IIPS)
KIM Tae-hyo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15:20-15:40

Refreshments

15:40-17:40

Session Four
“General Session”
•Moderator: Hisamitsu Arai (Vice President, IIPS)
•Presenters: Junya Nishino (Professor, Keio University)
KIM Eun-m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7:40-18:00

Concluding Session
•Ken Sato (President, IIPS)
JUNG Ku-Hyun (President, SFIA)

18:30-20:30

Farewell Dinner (“Kurosawa” in Nagata-cho)
Hosted by Akio Mimura (Vice chairman, IIPS)
* Seated dinner (Japanese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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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명단

List of Delegation

LIST OF JAPANESE DELEGATION

ARAI Hisam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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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jisaki Ichiro

Vice President, IIPS /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ARA Minoru

Senior Research Fellow, IIPS

HOSOYA Yuichi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Keio University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IIPS

IIDA Yasuyuki

Associate Professor, Meiji University

KAWASHIMA Shin

Senior Fellow, IIPS/ Professor, Tokyo University

KIMURA Shinichiro

Director, Japan-Korea Economic Association

KITAOKA Shinichi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IPS /
Presiden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ZUMI Shin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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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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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MOTO Kazuhiro

Director in charge of Northeast Asia. Overseas Research Department, JETRO

NAKASONE Hirofumi

Vice Chairman, IIPS /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
former Foreign Minister

NISHINO Junya

Professor, Keio University

SATO Ken

President, IIPS / former Administrative Vice Minister of Defense

TAKAYASU Yuichi

Professor, Daito Bunka University

TOKURA Masakazu

President & COO, Sumitomo Chemica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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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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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KOREAN DELEGATION

CHUNG Jae-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NU-AC)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KAIST;
former Presiden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IM Chungsoo

Senior Counselor on Affairs of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former Visiting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KIM Eun-m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Tae-hyo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KIM Yoon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KOO Christopher

Chairman of LS

LEE Sook Jong

President of the East Asia Institute;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PARK Cheol H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irector,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oon-woo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RYU Jin Roy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CHOI Yoo Mi

Executive assistant, S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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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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서울-도쿄 포럼
일시: 2015년 6월 19 - 20일
장소: Lotte Hotel, Seoul
주제: Common Vision for the Next 50 Year of Korea-Japan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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