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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서울-도쿄 포럼 공동선언 (2019)
2019년 9월 20~21일 양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서울-도쿄 포럼에서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과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이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하여 아래 열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6대 지침과 4대 분리원칙

6대 지침
1. 한·일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잊지 말자.
2. 한·일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차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자.
3. 한·일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하며, 제3국에 의존할 이유는 없다.
4.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반기고 이용하는 이웃이 있음을 유념하자.
5. 한·일 양국 간 현안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자.
6.	정책 책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헤이트 스피치’ 등으로 상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자.

4대 분리원칙
1.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
2.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
3.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계속하자.

2019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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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종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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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서울-도쿄 포럼은 기술 전쟁과 환율전쟁,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미·중 간 갈등이 야기하는 불확실한
미래 하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2019년 9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일 양측 주최 기관을 대표하는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과 후지사키 이치로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이사장에 더하여 양국 공동 의장제도를 도입한 제8차의 정신을 이어받아 류진 서울국제포럼 부회장과 미무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부회장이 개회사 및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후지사키 이사장을 비롯하여
16명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을 포함, 한·일 관계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36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함께하였다.
제10차 서울-도쿄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과 한·일 관계’를 전체 주제로 삼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가능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한반도의 구조변화와 동북아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발제자들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주도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된 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다만, 한·일 양국의
리더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미·중 갈등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한·일의 주도로 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한·일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 측 발제자는 미·중 간의 IT 및 패권 경쟁으로
인한 주변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에 독립적인 제3의 축을
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 측 발제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의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주요국가들의 분열적인 리더십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문제이기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하루빨리 정상관계를 회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세 번째 세션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 경쟁 시대에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는 데 중점이 놓여졌다. 한국
측 발제자는 한·일 갈등이 단지 양국 간의 과거사를 앞세운 인식의 불일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중 경쟁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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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중국, 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갈등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일본 측 발제자는 한·일 간의 지정학적 인식의 차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중 관계와 일·중 관계를
다룸에 있어 드러나는 차이가 양국 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다 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이 법의 지배, 상호연계성(connectivity),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에 주력하고 있기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공조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그리고 한·일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두 발제자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들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경제구조와 생산 시스템 변화가 가져오는 노동시장 변화가 향후 한국과 일본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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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0th Seoul-Tokyo Forum was held on September 20-21, 2019, at the Lotte Hotel, Seoul. The discussions centered
on repairing Korea-Japan relations and maintaining close cooperation amid uncertainties caused by the U.S.-China
competition for supremac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SFIA) and Nakasone Yasuhiro Peace Institute (NPI), led by President Jung
Ku-Hyun and President Fujisaki Ichiro, respectively, co-hosted the forum. SFIA Vice President Ryu Jin and NPI Vice
Chairman Mimura Akio were the co-chairs and delivered the opening and closing remarks. The Japanese delegation had
16 participants, who were welcomed by SFIA Chairman Lee Hong-Koo. The Korean delegation had 36 participants. The
high number reflected Korea’s heightened interest in Korea-Japan relations.
The 10th Seoul-Tokyo Forum, titled “Korea-Japan Relations in the Age of U.S.-China Rivalry,” devoted its first session to the
effect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Korea and Japan.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and Northeast Asia in general. Speakers stressed the need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eparate change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are bringing to the international
order. The speaker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closer Korea-Japan cooperation to cope with increased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caused by the intensified fric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No consensus was reached on an
attainable solution to ameliorating the Korea-Japan impasse. Nevertheless, most participants agreed that leaders of Korea
and Japan need to exhibit an enhanced commitment to mature and frank communication. Lastly, it was pointed out that
in responding to the U.S.-China conflicts, Korea and Japan should jointly lead a group of like-minded countries as a means
to collectively protect their interests.
The second session considered ways Korea and Japan could respond to U.S. trade protectionism. Changes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subsequent effects on the two countries’ high-tech industries received much of the attention.
Participants said Korea and Japan should spearhead defense of the free trad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particular, the Japanese speaker said Japan should organize a third axis of like-minded countries to minimize collateral
damage from the Sino-U.S. face-off. The axis, she said, should be independent of Washington and Beijing. The Korean
speaker expressed concerns over risks to the global value chain emanating from the Korea-Japan and U.S.-China trade
disputes. Many participants agreed that Korea and Japan, next-door neighbors and crucial economic partners, should
tackle the threat in a united front that first begins with immediate restoration of normal bilateral relations. The problem,
they said, cannot be solely overcome by the divisive leadership currently displayed by many major stake-holding nations.
The third session conducted a critical review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that the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has in the
era of U.S.-China competition. The Korean speaker argued that the Korea-Japan conflict does not simply represent thei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relations. But rather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supremacy, it
markedly hinders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of Korea and Japan, while benefiting China and North Korea. The
Japanese speaker pointed out that the differences in Korea and Japan’s geopolitical perceptions—how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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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ly treat Sino-Korean relations and Sino-Japanese relations, respectively—are aggravating the differences in Korea
and Japan’s mutual perceptions. However, he added that Korea and Japan nevertheless have vast potential to cooperate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because in a wider geopolitical point of view, both nations value rule of law,
connectivity, and capacity building.
Finally, the fourth session discussed demographic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Korea and Japan’s labor marke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two speakers focused on rapid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 rates—both occurring in
Korea and Japan—and the impact on their labor market. General reviews and evaluations were conducted on the policies
that Korea and Japan are implementing to address labor shortages, which diminish corporate productivity and hinder
economic growth. One participant argued that more consideration must be directed into whether the curren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relevant policies may clash with the interests of young entrants into the workforce. Lastly,
participants exchanged opinions concerning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shifting economic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on maintaining both Korea and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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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ummaries
세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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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경쟁: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제 1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동북아 상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일 양국 모두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된 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일본 측 첫 번째 발표자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2011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후진타오 정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도광양회’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내세웠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담당해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수립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전략을 수정해왔는데 외교, 경제, 군사 등 포괄적인 접근, 제도화된 대중 압박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안보 경쟁이 경제 문제로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음을 지적하고 한·일 간의 우선 과제는 CPTPP, RCEP 등 자유무역 논리, 그리고
동아시아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일 모두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국뿐만이 아닌 한·일에도 중요한 공통 과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질서에 따르는 것과는 별도로 동아시아, 즉 한·중·일의 연대를 한·일이 주도하여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이외에, 인구
고령화, 환경 등 한·중·일이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어진 한국 측 발표에서는 미·중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미·중 간 경쟁은 단순한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의 확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동맹국과 주변 파트너국가들에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9년 여름에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박에 의해 고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 통신 시설의 사용 금지 요청으로, 일부 한국 기업에서 이를 지속 사용함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다고 보았다. 다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일 간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음을 강조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에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한국의 경우 동맹국의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가 중국의 지역 전략인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보다 1년 반가량 늦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반대였음을 지적했다. 한·일
모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의 협력 노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기반은 ‘가치의 공유’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2016년에 일본이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미·중 경쟁이나 한·일 양국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공통의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일본 측 두 번째 발표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경제적 우위를 가진 미·중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취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일은 미·중과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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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국제법이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국제법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정의하고, 이곳에서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이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개념임을 강조했다. 일본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세 가지 기둥(pillar)이 있다고 밝혔는데, 첫째는 항해의 자유와 법의 지배이고, 둘째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며,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통치, 거버넌스, 그리고 인프라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경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틀 내에 중국과의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중 경쟁이 격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손상된다고 보며, 한·일은 간접적으로 미·중 대립의 완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타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은 미·중 없이 리더십을 발휘해 TPP11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일본·EU FTA
도 발표했음을 강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여 미·중 갈등의 와중에도 국제 협조를 유지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한국이 가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일 양국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오해와 마찰을 조속히 극복하여
미·중이 대립하는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국 측에서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더 당당하고 강경한 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저자세의, 그리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사드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이 훨씬 강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반면 일본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 행보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근 중국이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는 중국 국내 시장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일은 중국에도 국내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함을 지적했다. 다만 일본 역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기에 대중의 감정은 좋지 않을지라도 중·일 관계의 필요성에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을 밝혔다.
다만 중국은 개방성, 경제성,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국내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한·중 관계가 좋은 것이 반드시 일본과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관계와 미·일의 이익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비록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가끔 확실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를 중국에 편향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럴수록 양국의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며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본 측에서도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어떠한 한·일의 협력을 달성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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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며, 그 방향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의견을 관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간의 경제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주력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장비나 소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핵심이었음을 지적하고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는 아베 정부가 마지막으로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수출 규제 조치를 한번 취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다른 수입 경로를 찾아내게 되면, 다시 한·일 수출입
교류를 되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그런데 일본 측이 먼저 한·일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조 중
가장 중요한 기둥이 빠져버렸고, 복원해도 예전처럼 대체 불가한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며 아베 정부도
아마 이렇듯 큰 파장을 예측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장기화
되면서 경직되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민당에는 민주당보다도 진보적인 인사가 있으며, 매우 보수적인 인사도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3년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 아주 우호적인 국민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본 측은 한·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측이 모두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측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내적 인식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같은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많지만, 지소미아 그 자체가 최상의 신뢰 조성 조치이므로 양국 간 분규가 있을수록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본 측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일 관계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일 안보
협력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하나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결정은 한·일 간의 여러 현안만을
고려한 결정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바탕에는 현 정권, 그리고 한국의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안보 인식이 있다고
추정하며, 한국 진보 진영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 문제가 일본 측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간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유엔사의 경우 북한 도발 초기 정전 관리 임무로 인해 연합 사령관과 권한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는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 사령관이 같은 인사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왔고,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각각 미국 장성과 한국 장성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협의하면 될 것으로 설명되었다.
(요약: 신 범 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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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제 2세션

이 세션에서는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한·일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두 명의 발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했다.
일본 측 발제자는 글로벌 경제에서 IT 산업의 중요도가 급증한 와중 미·중 간의 IT 및 패권 경쟁으로 인한 주변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일본은 제3의 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GDP, 급격한
인구 노령화, 그리고 일본 내 비즈니스 투자의 감소로 인해 일본이 미·중의 IT 기술 경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독립적인 제3의 축을 건설해 IT 분야
내 입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가치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3의 축 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포함, 공동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력을 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더했다.
한국 측 발제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이러한 양자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최근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련의 조치가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대한 신뢰문제로 인한 관료적 대응이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은 미·중 무역전쟁과 유사한 측면(mirror image)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수단으로 삼는 지경학적(geoeconomics)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트럼프의 대중국의 때리기, 철강 수입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그리고 중국의
THAAD 보복과 같은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경제관계에서의 비대칭성도 지적되었다. 우선, 민간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비해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성과는 미비하다. 둘째, 2004년에 출범한 한·일 FTA 협상은 중단된 이후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계기로 한·미·일을 연계하는 FTA의 가능성이 제기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의 주도 하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 TPP11(CPTPP)가 체결, 2018년 말에 발효되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CPTPP에의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에의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강경론자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적 개방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금 세계는 파당적인 정치가
야기하는 경제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역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굴기에 대한 한·일의 인식 또한
상이함이 지적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 견제, 21세기 무역 규범 선점 시도, 그리고 일본의 TPP 참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등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가 크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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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 많은
참가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한국 측 참가자는 특히, 지금과 같은 주요국가들의 분열적인 리더십으로는 극복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다자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공기처럼 소중한
공공재에 비교하며, 공기가 희박해진 지금 그 소중함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 경쟁은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와 중국식 실리콘 밸리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러나 이러한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장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웃이자 경제적 파트너인 일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많은 참가자가 동의를 표했다.
(요약: 최 병 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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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문제의 지정학

제 3세션

이 세션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 경쟁 시대에 가지는 전략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는 데 중점이 놓여졌다. 발표에
나선 한국 측 발제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의 전개가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에서의
분쟁을 포함한 동중국해로 올라왔다가 다시 2016년 이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중국은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미국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한·미
동맹 약화에 초점을 둔 움직임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서 유엔의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한·미 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를 향한 움직임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미국 동맹국 간의
내부 분열과 대립을 상징하는 한·일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일 갈등이 단지 양국 간의
과거사를 앞세운 인식의 불일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중 경쟁 시대의 맥락에서 중국, 북한을 비롯한 제3국에는
이득을 주지만, 갈등의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일본 측 발제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지적하고,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일 간의 지정학적 인식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을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로 보면서
전략적 경쟁의 상대로 보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순응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은 중·
일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이 법의 지배, 상호연계성(connectivity),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에는 공조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 측 한 참가자는 중국의 입장이 쉽게 바뀔 수 있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협력노선이 언제고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에게 거친 말을 퍼붓고 있는데도 왜 포용적이냐며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여론이 2016년 사드 보복 이후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본 관계가 나빠지지만, 점차 개선의 조짐이 있다면서 오히려 일본 측의 감정이 악화되는 점이
걱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국 측 참가자는 현시점은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차원에서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부상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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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과 한국은 늘 대화가 필요하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일 갈등의 현안이 되어있는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 점이 슬프다며 징용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은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참가자는 일본은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한다면서,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는 일본 측의 포용적인 태도도 불가결함을 지적하였다. 일본
측은 양국 정치가들의 체질이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자민당 정치가들도 전략적 사고보다는 조직에 충성하는 정당의 사원이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서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한·일은 미국을
무시하고 외교를 전개할 수 없으며, 중국 또한 협력의 상대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온건론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일본 측
참가자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비판 받으며 지위를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발제에 나섰던 한국 측 참가자는 서울-도쿄포럼 참석자들이야말로 자국의 민족주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국제주의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적극적 협력을 고양하는 ‘국제주의자들의 연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요약: 박 철 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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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그리고 한·일의 국제경쟁력

제 4세션

제10차 서울-도쿄 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두 발제자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들은 서구 선진산업 국가들 역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유소년 인구(0~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고령 인구(65세 이상)로 나눌 수 있는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고령사회,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전체 인구의 14.9%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2016년 전체 인구의 27.3%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206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 1,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모두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7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0.98 (2018년), 일본은
1.43 (2017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는
복지비용 지출 확대로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오고 은퇴자의 소비감소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예측을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여러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을
먼저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고자 하였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 인구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 인력 노동시장 참여 확대, 생산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는 이들의 은퇴 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을 가져왔는데,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층 노동자들과 고령자들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M자형 곡선’으로 대표되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30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정책, 보육 정책,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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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높은 수준의 산업로봇 활용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 도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의 고용허가제와 재중, 재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내국인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한국의 3D 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도전을 한국보다 일찍 경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인구 감소에도 직면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아베 정부는 “womenomics,” “1억 총 활약 사회,”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 시대 일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이하 입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방문 노동자
수용을 위한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14개 산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최대 5년 동안 체류 허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과 함께 일본의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정부가 2006년 이후 약 143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비용의 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가져온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룬 선진산업 국가들의
사례와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또한 현재 양국 모두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AI, big data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활용한 전략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피력되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들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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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청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경제구조와 생산시스템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 변화가 향후 한국과 일본의 국제경제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이민정책의 성과와 한계 측면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도전은 한국과 일본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써
양국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요 협력대상이라는 정리로 마무리되었다.
(요약: 송 지 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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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Speech

이혜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前 외교부 G20 셰르파, 국제협력대사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학자 등 양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모임인 서울-도쿄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 양국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중 분쟁과 관련한 한·일 관계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초청해주신 서울국제포럼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미·중 분쟁과 BREXIT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우리 두 나라 관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 향후
양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던 앞으로의 한·일 양국관계는 그전의 관계와는 명확히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전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분쟁은 일시적인 봉합은 가능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있는 국제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일 양국 모두에게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분쟁은 우리의 대외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 양국은 앞으로 새로운 관계로 진입해야 함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관계발전의 새로운 틀로써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이상을 국제통상 분야에서 일하면서 각종 양자 및 다자 통상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한·미 FTA
기획단장과 FTA 교섭 대표를 역임하면서 한·미 FTA, 한·EU FTA 협상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우리의 핵심 교역상대국인
이들과의 FTA 협상의 타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는 한·일 FTA 추진을 위해 일본 정부 측
인사와도 비공식협의를 수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NIKKEI FORUM에 초청을 받아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 그때 제기된 질문 중의
하나가 한국은 미국, EU와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는데 왜 일본은 못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는
제가 외교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속으로는 일본은 시간이 우리보다는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이 맞는다는 것이 일본이 TPP에 참여하여 2015년 TPP를 타결시키고 일본·EU FTA를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시킴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자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경제 관련 협정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양국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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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적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국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경제 통상관계이기 때문입니다.
WTO의 기본 원칙이 MFN, 즉 최혜국대우입니다.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이란 WTO 회원국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FTA는 그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서 1947년 GATT 24조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상호 간에는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FTA는 특별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WTO에서 허용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이러한
FTA를 적용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FTA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7년 GATT 출범 이후에는 평균 일 년에 2개 정도
체결되던 FTA가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에는 연평균 18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FTA
체결이 급증한 것은 우선 도하 라운드의 실패에서 보듯,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어려워진 것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만, EU
단일시장과 NAFTA 등 지역 특혜협정에 따른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16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WTO
다자협상보다 2개국 또는 수개 국만이 참여하는 FTA가 타협안(compromise) 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3년 한·일 양국이 FTA 교섭을 시작했을 때 주요 국가 중 FTA가 없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시작된 교섭은 양국 협상단 모두 경험도 없었고 준비도 충분히 안 된 상황이라 결국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 및 EU와 높은 수준의 FTA를 이미 체결했고, 일본도 비록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가한 TPP를 타결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한
이후에도 지도력을 발휘해 2018년 말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를 발효시켰고, EU와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서로에게 미국, 중국, EU 다음의 제4위 교역 상대국입니다만, 아직 양국은 이러한 특혜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0위 교역 대상국 중 FTA가 없는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홍콩과 대만밖에 없으며 일본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홍콩, 대만하고만 없는 상황입니다. 홍콩, 대만의 경우는 특수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요교역국 중 한국
일본만이 FTA가 없는 상황이며, 양국 간 교역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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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간 저의 FTA 협상 경험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이 FTA 협상을 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단기간 내에
기술적인 협상은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양국의 제도와 관행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금융, 통신을
포함한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원산지, 환경, 노동, 분쟁 해결 등은 큰 이견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공산품 관세, 농산물, 검역, 정부조달 등에 대해서도 타협(give and take)을 기본으로 해서 상호이익의 균형과 민감성에
대한 상호존중이라는 협상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면 실무차원의 협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이 협상할 때 서로의 마지노선(bottom line)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일 양국은 EU와 FTA를 체결했고, 한·미 FTA와 TPP 및 CPTPP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 협정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어 협상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그리고 미국과 EU의 TTIP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3년 발효된 아주
높은 수준의 양자투자협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동 투자협정을 일부 필요한 수정만 거쳐 투자 챕터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술적인 협상은 비교적 쉽게 타결될 수 있겠지만, 결국 관건은 정치적 의지가 양국에 있는지입니다. 저의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경험에서 볼 때 협상 개시, 협상, 협정 발효라는 세 가지 과정이 모두 동일하게 어려웠습니다. 한·일 FTA
는 한·미 FTA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민감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 자체는 비교적 용의 할 것이나, 협상 개시와 협정 발효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협상
개시에는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혜안과 함께 강력한 리더쉽과
정치적 의지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ASEAN, 인도 등과의 FTA뿐만 아니라 미국, EU FTA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법 제도가 유사하고 언어도 서로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인력이동, 자격증 상호인증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EU와 유사한 공동시장, 단일 시장의
형성까지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발전은 그동안 누적된 양국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FTA는 양국에 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규범에 기초한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일 FTA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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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에 가입하게 될 것이며 EU를 비롯한 한·일 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미국도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들 가치관이 비슷한(like minded) 국가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일본 간에 농업 등 제한된 분야에서 타결된 통상협상이 보다
확대되어 사실상의 미·일 FTA가 체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3국 간 FTA를 구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잠시 논의된 바와 같이 RCEP, 한·중·일 3국 FTA 체결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일 FTA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있어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많은 호감과
관심을 두고 있는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일 FTA 구상이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고,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민감하고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FTA는
당사국 간의 교역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제3국에 대해서는 교역을 감소시키는 교역 전환(trade conversion) 효과도 있음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 모두 다른 주요 교역 상대국과는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 간에는 FTA가 계속 없을 경우에는 양국 간
교역 규모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특수한 환경에서의 관계설정으로 인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느껴 보지도, 정확히
분석해 보지도 못한 타성을 계속 이어 가서는 안 되며, 냉정히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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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Speech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 Chairman,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미·중 패권 경쟁 내에서의 한·일 관계, 그리고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맺어 온 한국과 같은 국가를 상대할 때도 수입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여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미국의 방식이 과연 미국과 미국 국민의 최종 국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는 국가 간 패권 다툼이 무역 마찰의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정권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2)’에서 중국은 공산당 탄생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패권을 가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화인민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세우겠다는
‘중국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구호도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개전 선언을 담은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자국의 안전과 고용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 지도층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일은 안보 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밀접하기에 세계화의 추세에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중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지가 커다란 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일은 제3의 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즉,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미·중에 대항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우군을 모아야 합니다. 일례로, RCEP은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은 아니나, 구체적인 단체 행동을 통해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미국에 피력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그리고 한국이 함께 힘을 모아 장기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눈에 보인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한·일 관계를 돌이켜보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가 좋은 시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간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도 그 동안은
양국 국민의 상호 지혜 덕분에 민간 및 비즈니스 교류가 단절되지 않은 채 착실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안보 면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가 경제 및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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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며 양국 간 청구권이 최종
해결됐습니다. 이때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포함,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설립 과정에서는 당시의 후지제철이 아낌없는 협력을 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보상
문제 역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며,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및 중재위원회의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양국 민간 기업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이것이 금수조치인 것처럼 보도되어 한국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일 간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본 내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발 수출품이 무기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수출 관리는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 간 신뢰관계에 의해서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당국자끼리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나, 2016년
이후 한국 측 사정에 의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수출관리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격한 수출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기에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관리만을 여태까지의 우대조치가 아닌,
개별적인 심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자면, 금수조치가 아닙니다.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수출 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것 역시 사안에 걸맞지 않게 큰 소동으로 번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수출 관리를 엄격히 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한 포괄 허가의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상성의 발표 방식이 당돌한 측면이 있었으며 배경 설명도 불충분했으나,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양국이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아무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파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러시아군이 동해에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냉철하게 따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일본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논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양국 정책 관계자는
감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냉정히 사실 관계를 살피며 각자의 국익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 30 SEOUL-TOKYO FORUM 2019

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주장만을 강한 어조로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스스로의 모습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일은 서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일본 기업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44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 내 직접 투자의 20%를 담당하며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면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 커졌지만 2018년 기준 일본은 한국 내 제5위의 수출, 그리고 제3위의 수입 상대국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
내 제3의 수출, 그리고 제5위의 수입 상대국입니다. 2018년에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2,294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도 753만 명으로 이 역시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인적 교류는 상호 인식에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일은 아시아에서 두 나라밖에 없는 OECD 가입국이며,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도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공통 과제입니다. 이 이외에도 한·일이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전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관계의 기초
역시 훼손된 것입니다. 투자를 해도 자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투자할 일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남게 될까요?
한국은 비즈니스 기회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
일 청구권 협정으로 되돌아가, 국내 사정에 관계없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도쿄 포럼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양국이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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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JAPANESE PARTICIPANTS

FUJISAKI Ichiro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USA

HAYASHI Kenji

Chief Secretary to Mr. MIMURA,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HOSOYA Yuichi

Senior Fellow, NPI; Professor, Keio University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NPI

INABA Midor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AWASHIMA Shin

Senior Fellow, NP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KUBO Fumiaki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NP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Chairman,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INE Shintaro

Director General, JETRO Seoul

MOMOMOTO Kazuhiro

Senior Research Fellow, NPI

NAGAMINE Yasumasa

Ambassador of Japan in ROK

NISHINO Junya

Senior Fellow, NPI; Professor, Keio University

SHINOHARA Hiroaki

Counsellor, Japanese Embassy

SOMA Hirohisa

Deputy Chief of Mission, Japanese Embassy

WATANABE Hideo

Advisor, NPI; Acting Chairman, Japan-Korea Cooperation Committee;
former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YOKOYAMA Akio

Senior Research Fellow, N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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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ARTICIPANTS

AHN Choong Yong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former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BARK Taeho

President, Lee&Ko Global Commerce Institute; Professor Emeritu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Byung-i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HOI Kang

Vice Presiden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former President,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HO Sei-young

First Vice Minister, Foreign Affairs

CHUNG Jae Ho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Mong Joon

Honorary Chairma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former Chair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Ruling Party)

EOM Gu H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HAN Duck-soo

Former Prime Minister; form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AN Sung-Joo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ONG Kyttack

Former Professor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former Chairman of
Korea Development Bank

HYUN In-Taek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JUNG Ku-Hyun

President,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KIM Byung-Yeo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Chungsoo

Former Senior Counselor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former Senior Reporter and
Editorial Writer on Economic Affairs, JoongAng Ilbo

KIM Dalchoong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ident Emeritus, SFIA

KIM Jin Hyun

Chairman, World Peace Forum;
former Minister,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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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yung-Ja

President,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KIM Sung-han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Tae-hyo

Professor,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Yongjune

Dean,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CEO, Samsung Open Tide China, Beijing, China

KIM Yoon

Chairman &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KIM Younghoon

Chairman & CEO, Daesung Group

LEE Dai Soon

Acting President,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LEE Hye Min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G20 Sherpa of Korea;
former Ambassador to France

LEE Kyung Tae

Former Ambassador to OECD; former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LEE Shin-wha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LEE Sook Jong

Professor, Public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PARK Cheol H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Vice President, SFIA

SHIN Beomchul

Senior Research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OHN Jie-A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President, Arirang TV & Radio

SONG Jiyeoun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 Jang-Hee

Professor Emeritus & former Vice President,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Chairman,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YU Zu Youl

Secretary General, Korea-Japan Cooperation Council

- 34 SEOUL-TOKYO FORUM 2019

6. 프로그램

Program

FRIDAY, SEPTEMBER 20

15:15-15:30

Venue: Astor Suite (36F)
Registration

15:30-16: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Vice President, SFIA)
•FUJISAKI Ichiro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USA)
Congratulatory Remarks
•CHO Sei-young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16:00-18:00

[Session On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mpacts on Korea and Japan and Responses to Them
- Parameters of US-China Competition: Trade, Military, Technology
- Korea and Japan between US-China Rivalry:
One Belt One Road, Indo-Pacific Strategy, and Others
- US-China Rivalry and Strategic Choices for Korea and Japan
Moderator
•FUJISAKI Ichiro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USA)
Presenters
•KAWASHIMA Shin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Senior Fellow, NPI)
•SHIN Beomchul (Senior Research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OSOYA Yuichi (Professor, Keio University; Senior Fellow, NPI)

19:00-21:00

Venue: SamcheongGak
Welcome Dinner
Hosted by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Vice President, SFIA)
Congratulatory Remarks
•NAGAMINE Yasumasa (Ambassador of Japan i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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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5:20

SATURDAY, SEPTEMBER 21

09:00-11:00

Venue: Garnet Suite (37F)
[Session Two]
Trade Dispute, Changes in Global Value Chain and Its Impact
on High-tech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 Changes in Global Value Chain
- Impact of US Technology Blockade on High-tech Industries
in Korea and Japan: Semi-conductors, 5G, and AI
Moderator
•KUBO Fumiak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NPI)
Presenters
•INABA Midor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CHOI Byung-il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11:10-12:00

Leaders’ Speech
Moderator
•HAN Duck-soo (Former Prime Minister)
Presenters
•Japan: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orea: LEE Hye Min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2:00-12:10

Group Photo

12:10-13:20

Venue: Astor Suite (36F)
Business Lunch

13:20-15:20

Venue: Garnet Suite (37F)
[Session Three]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in the Age of US-China Rivalry
- Korean Peninsula Question on the Frontline of US-China Rivalry
-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for Korea-Japan Cooperation
Moderator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Presenters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NISHINO Junya (Professor, Keio University; Senior Fellow, N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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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Coffee Break

15:40-17:40

[Session Four]
Population Change, Labor Marke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wo Economies
- Population Dynamic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Labor Market
-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Capability of Two Economies:
Can We Get Over Labor Rigidities?
Moderator
•JUNG Ku-Hyun (President,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Presenters
•SONG Jiyeo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DE Tomoaki (Senior Research Fellow, NPI)

17:40-18:00

Concluding Session

	•JUNG Ku-Hyun (President, SFIA;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MIMURA Akio (Vice Chairman, NPI;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8:30-20:30

Venue: Astor Suite (36F)
Farewell Dinner
Hosted by 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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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 서울-도쿄 포럼 실적

List of Previous Meetings

제1차 서울-도쿄 포럼

제7차 서울-도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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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9월 30일 - 10월 1일
장소: New Hotel Otani, Tokyo
주제: Overcoming Challenges and Moving
Forward Together

제2차 서울-도쿄 포럼
제8차 서울-도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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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7년 9월 22일 - 23일
장소: Intercontinental Seoul COEX, Seoul
주제: Korea and Japan in the Midst of
Shifting Global Order

제3차 서울-도쿄 포럼
제9차 서울-도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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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년 6월 15일 - 16일
장소: Capitol Tokyu Hotel, Tokyo
주제: Solid Korea-Japan Partnership
in an Era of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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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 20일
장소: Lotte Hotel, Seoul
주제: Common Vision for the Next 50 Year of
Korea-Japan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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