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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 로 의 한 ·일 관 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다.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침을 계속해왔다. 박근혜 정권 초기
3년간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오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다. 2016년 초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연속은 한·일 간의 협력을 가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투트랙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내고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면서 양국 간의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30일에 이루어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 갈등을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 시기를 즈음한 국제관함식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2018년 12월 일본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 문제로
양국 안보협력의 토대마저 불신의 고리에 집어넣는 사태로 이어졌다. 2019년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견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산성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발동하였고,
8월 2일에는 ‘한국이 안전보장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서 수출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부터 한국을 배제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항하여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운동을 벌인 바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9년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가 미국의 커다란 불만과
반대를 불러들였다. 11월 22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조만간 철회한다는 협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은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서, 외교적 갈등, 경제적 분쟁, 나아가
안보협력의 거부로까지 번져가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한·일 양국 간의 신뢰는 최저로 떨어지고 상호 비판의 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는데, 한·일 갈등을 막고 협력의
고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가 협력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서로 방치해도 좋은 관계인
것처럼 외면하는 양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국 갈등을 적절히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상대방 탓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서로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화된 국민감정과 비판적 국민 정서에 맞서려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노력은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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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처한 국내적, 양자적 인식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 전체 및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양국이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한·일 갈등은 어떠한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 식’ 상황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같은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상황 인식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악화가
가져오는 서로의 기회비용과 갈등의 역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방식은 한·일 양국이 공유한 이익의 원점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관계와 강대국 관계의 기본 판(plate)이 움직이는 와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의
전략적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고서는 한·일 협력의 기초를 확인하기 어렵다.
04

또한, 본 보고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는 한·일 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안이한 방식(complacency)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사에 대한 요구만을 반복하는
한국 정부가 과거사의 포로이듯,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일축하는 일본 정부도 과거사의 포로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한국이 주로 일본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한국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마치 서로가 경쟁자인 양 인식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힘의 균등화와 수평화가 가져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자국에 대한 반성의 숙고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양국을 이어주는 정책 및
갈등관리의 교류 네트워크도 낡은 고무줄처럼 늘어져 있고 세대교체의 기회를 상실한 채 과거의 관성으로만
체면치레 식 공공외교에 나서고 있다. 양국 정치적 행위자들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행에 묶인
양국 네트워크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서로가 공유한 이익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상황인식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체제를 공유한 제도적 공동체임은 물론
동아시아의 선진경제 국가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한 전략적 협력 국가이다. 인구변동이나 경제의
운용 및 글로벌화의 측면에서도 시차를 둔 쌍둥이와 같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이 직면한
고령화, 저출산의 과제는 이를 가장 잘 대변한다. 서로 유사한 상황과 지역적, 국제적 이익을 공유한 양국은
함께 행동하고 공동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공통이익이
무궁무진하다. 과거사에 묶여 현재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지 못하는 것은 서로에게

SEOUL FORUM

JAPAN STUDY MISSION 2019
⸻I⸻
INTRO

주는 불완전 연소와 같은 협력의 미실현이라는 불안과 불만을 남길 공산이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일이
공유한 양자적, 지역적, 국제적 이익을 재확인하고, 양국 갈등이 파생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현재 ‘비전략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갈등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략적 행동이 필요한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양국 국민과 시민사회에 잉태되고 있는 부정적
상호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어떠한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현재 및 미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현세대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가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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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를 고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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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일 안보관계의 세 가지 착시(錯視)

(1) 한국이 규정하는 일본과 실제의 일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국은 안보, 경제, 미래 이슈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한국의 자의적 의지에 따라 관리할 독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

자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축

다. 국가 간 경제통상 장벽이 낮아졌고 인터넷과 정보통신

으로 하여 지키고 있으며,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혁명은 민족국가의 배타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

에서 미국·유럽·인도·중국·아세안·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

의 실시간 교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테러리즘과 민족·종

무역협정(FTA)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미래 이슈들은

교 분쟁에서 기인한 소규모 전쟁과 폭력이 산발적으로 이어

관련 기술과 세계규범을 관리하는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

지고 있지만, 국가들끼리 벌이는 정규전쟁은 더 이상 찾아

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보기 힘들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이 제기한 복

한국이 이들 세 가지 국가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협력을

합상호의존론은 국가 간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선하며 궁극

도모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수

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현재

년간 전개된 한·일관계의 파행과 반목의 소용돌이는 한·일

국제질서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띤다. 대

양국이 협력파트너이기는커녕 적대 관계로까지 돌변한 것

규모의 폭력과 살상을 동반한 전쟁외교 가능성은 현저히 줄

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어들었으나 국가 간 안보와 경제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
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안보·경제 네트워크 경쟁이

한국 측의 욱일기 게양 반대로 인한 일본 해군의 한국주관

과열되고 있다.

국제관함식 불참(2018.10),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한국
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2018.10),

글로벌 국제사회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확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도출된 ‘화해치유재단’

된 활동반경을 보장하지만, 주요 강대국들이 경쟁하면서 주

의 해체(2018.11),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한 한국 해군

류 질서를 놓고 다투는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함정의 공격용 레이더 가동 논란(2018.12), 부산 일본총영

다. 상호공존의 필연적 목표를 위한 협력의 범위와 공간 역

사관 앞 위안부소녀상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추가설치 추진

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경쟁 논리가 지배하며 그 방식은

(2019.5) 등, 쉴 새 없이 양국 간 갈등과 충돌 국면이 이어졌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사력은 글

다. 이들 현안의 공통점은 한국 측에서(특히 정부 차원에서)

로벌 세력 투사를 전제로 한 동맹네트워크를, 경제력은 무

먼저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발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떠

역·금융·지식을 포괄하는 다자시장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게

나 한국이 일본에 이러한 행보를 취한다는 것은 i) 과거사를

임으로 전개된다. 장차 세계질서의 주도권은 부와 지식 패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용서할 수 없고, ii) 피해자인

러다임의 선점 여부로 귀결되며, 인공지능(AI), 유전자 개발,

한국은 가해자인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우주 개척, 기후변화 대응 등 소위 미래 이슈에 관한 역량 경

깔고 있기 때문이다.

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교과서
한국은 지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의 기술을 약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수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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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일 양

2019년 11월 13~16일 기간, 서울포럼의 Japan Study

국 정부의 교섭을 통해 도출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합의사

Mission 팀은 일본 중의원, 나카소네세계평화연구소(NPI),

항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

일본경제연구센터, 게이오대 한국연구센터, 정책연구대학

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한·일 위안

원대학(GRIPS), 일본 주요일간지 국제부 편집실 등을 방문

부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였

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일본 측은 소속을 막론하고 한·

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강제징용 문제까지 적시하여 일

일관계 악화의 원초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그 해결

본 측의 경제원조(배상)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

한국 대법원은 일본 민간기업의 배상책임을 추가하였다. 외

일관계의 답보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냉

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치외법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소가 한국 국민 전체에 대한 불편함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설치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를 묵과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사과와 배상 조치를 거부하
는 것은 국가 간 합의와 약속을 깨는 것이며, 추가로 과거를

(2)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반성하라는 꾸짖음은 상대방의 냉소를 불러올 뿐이다.
과거사에 관해 일본 측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믿는 한
한국이 과거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국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달리, 일본인 대다수는 일본

우월하다는 믿음과 한국이 일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

정부가 이제까지 한국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제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뜻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을 관철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본

일관되지 못하며 어떤 이슈에 대한 한·일 합의가 또 다른 어

은 이미 에도막부(江戶幕府, 1603-1867) 시기부터 청(淸)과

떤 이슈에 의해 묻히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자괴감에서 비

의 조공·책봉 관계를 거부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 급변하

롯된다. 일본인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돌파구 없는 끝없

는 세계질서를 읽지 못하고 쇄국(鎖國)으로 일관한 조선을

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다고 본다.

강제로 개국(開國)시킨 것도 일본이었다(1876 강화도조약).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 승리의 여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이 악화일로 한·일관계의 책임으로부

세를 몰아 한때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한 일본의 역량을 탐

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탓하는 한국

구하는 노력 없이 강했던 일본을 질책하기만 해서는 스스로

정부, 언론, 국민 여론을 국내·외에 환기하면서 일본 민족감

발전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과 영토의 복속을 터부시하

정을 자극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한·일 갈등 현

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

안이 한국 측 조치로부터 촉발되었고 한국 측에서 더욱 자

믿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다. 무력 수단 이외

극적인 민족감정이 분출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

에도 국가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은 다양하며 한국이

잉민족주의(hyper-nationalism)가 한·일관계를 지배하면서

한·일 관계를 경시하여 돌아올 실리는 없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우방이라는
수식어가 서로 무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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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한·일 우호 관계의 출발점은

나아가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모색했다. 2015년 12월 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새로이 건국되었다는 공집합이었다.

본군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정서적인 앙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뒤 6년만인 1951년(9.8) 일

금은 남아있을지라도 과거사에 대한 정부 간 조치는 이제

본은 주권을 되찾으며 국제사회의 자유민주 진영에 가담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다.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진영을 제외한 48개국 자유민주

악화하고 고착화된 한·일관계의 질곡(桎梏)은 이제까지의

주의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

한·일관계를 송두리째 위협할 만한 불신 관계를 낳고 말았

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8.15)으로 자

다. 그 기저에는 양국이 서로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파트

유민주체제 주권국가의 수립이 일본보다 3년 빨랐다. 한·미

너로 인정하지 않는 가치의 괴리가 깔려있다.

동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체결(1954년 발효)되었으
므로 미·일동맹보다 3년 뒤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2015년 3월부터 일본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과 자유

미국과 양자 동맹을 맺으며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합류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

된 것이지만 이들 두 동맹의 일차적 목표[假想敵]는 각기 북

다. 당초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 언론인의 세월호 사건

한과 소련으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보도를 문제 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으나 4
년이 지난 2019년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

북한과 전쟁을 겪은 최빈국 한국으로서는 당장 눈앞의 북

의’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되었다.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

한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우산이 절실했고, 군

송언론 매체의 통제,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 정

국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탈바꿈해 신흥 경제

치, 원자력 발전과 4대강 등 전임 정부의 주요 업적 허물기,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일본으로서는 미·일동맹을 소련

사법부 주요 결정기관의 좌경화,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과

위협을 제어해줄 안전장치로 여겼다. 공산사회주의 이념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무리한 패스트

도전으로부터 국가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공통된 가치기

트랙(fast track) 지정 절차 등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한

반 위에 한·일 양국 간 협력의 명분이 축적되었다. 미국 동

국정치를 목격하면서 ‘한·일 자유민주연대’를 다시 떠올리기

아시아 정책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중재된 1965년 한·일

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교 수교는 과거사 문제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이루

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

어졌으나, 이후 한국과 일본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력 신

유하는 나라’로 표현(2014년 이후 처음 언급)함으로써 한·

장을 이루며 남겨진 과거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일 관계의 개선과 양국 간 안보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

함께 기울였다.

력했다.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
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가 한·일관계의

과거 침략사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1995 무라야마 담화,

중요성을 함께 천명하고 재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해결책을

2010 간 나오토 담화), 위안부 문제 사과와 배상(1993 고노

찾아나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담화, 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한 사과(1982 미야자와 담화) 등을 발판삼아 미래로 함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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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정치과정의 스타일도 차이가 있지만, 개개인의 자유

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며,

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궁극적으로는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를 공유한다. 그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에 남북한 통일 연방을

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는 것이 도리다. 목숨을 걸

수립하는 것이다.

고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방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10

다뤄야 할 직책과 조직을 비워두거나 축소한다면 북한 주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를 공유하는 미국, 일

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대북정책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과

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다름없다. 집단자위권과 평화헌법 수정의 의도가 한반도를

불구하고 현재의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는 중국과 북한 변수

다시 침략하려는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다고 맹신하는 한,

에 의해 흔들리면서 우방국 관계를 떠받치는 근본원칙과 철

일본의 안보 능력을 북한을 관리하는데 보태 쓰는 실리적

학마저 흔들리는 실정이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한·중관계를

사고가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이라

평양(Indo-Pacific) 자유민주 안보공동체에 초대받지 못하

고 하여 한국의 대북억지력과 대미 관계마저 약화시키는 정

고 참여할 의사도 없는 한국이 처한 국제환경을 냉철히 돌

책을 펴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

아볼 때다.

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안보 정책(사드 배치)이 중국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

(3) 중국과 북한 변수에 중심을 잃은 국가전략

보복 조치에 휘둘려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1994년 제네
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미·북 2·28 합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가 미국 실리 우

등 지난 25년 동안 비핵화 이행 약속을 여러 번 파기한 북한

선주의(America First)에 방점을 두면서 공통 가치와 규범

이 아직도 똑같은 협상 메뉴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을 매개로 한 ‘자유민주 동맹 유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비롯하여 무역수지개선 압박에 이

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략적 교감 없이 추진된 중국, 북한

르기까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본,

과의 이벤트성 정상외교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을 실리적 교환관계에 있는 파트너

일본의 의구심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루듯 협상(deal)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미·일, 한·미 간 갈
등을 미·중, 미·북 간 갈등과 질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

서울국제포럼의 Japan Study Mission 투어에서도 일본 측

다. 미국이 구축해 놓은 세계 안보·경제 질서(워싱턴 컨센서

은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 할 것 없이 중국과 북한을 바

스)의 틀 안에 공존하면서 규칙의 적용과 절차의 이행 차원

라보는 한·일 양국 간 인식의 격차가 한·일 전략적 협력관

에서 미국과 부분적 마찰을 빚는 것이 일본과 한국이라면,

계의 중대한 도전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점차 구조화돼가

중국은 자기 자신이 주축이 된 새로운 안보와 경제 공동체

고 있는 미·중 갈등 관계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보

(베이징 컨센서스)를 모색한다. 북한 정권의 당면 관심사는

이는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한국이 미국, 일본과 전략적 협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

력의 접점과 공감대를 찾지 못할 경우, 과거사 문제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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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일관계를 더더욱 난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

서는 국민이 정부에 통일외교 역량 구축을 주문하기에 앞

해야 한다.

서 정부가 표방하는 통일국가의 모습과 지향점이 과연 무
엇인지 먼저 물어야 할 듯하다. 정책실패가 반복될수록 위

냉엄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자아 중심적 민족주의와 당

기(crisis)의 잠재력이 누적된다. 일본의 모습이 어떠하며

위론에 매몰될 경우 명분도 실리도 함께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일본이 한국의 국가전략에 어느 위치를 차지해야

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은 미

할지 모르면 한국의 위기만 불러오는 감성적 대일정책을

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대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정책을 강조한다.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주권도, 다른 누구
의 도움도 받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도 사실상 불가
능하다.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자주국방의 노력도 소홀히
한다면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 구도에 연루(entrapment)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불편한 선택도 내리지 않겠다는 ‘균형자’
마인드는 동맹과 우방으로부터 방기(abandonment) 당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
에서 한쪽의 입장을 살피다 다른 한쪽의 불만을 사고, 다시
정책을 되돌리다가 양쪽 모두의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중심
전략 없는 편의적 외교를 반복해 왔다.
한·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일정책은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에 관한 총체적 오판에서
비롯된다. 한국이 확보한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이 넓고 깊
을수록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반대로,
한·미 양국 간에 중국과 북한을 보는 시각에 괴리가 커지거
나 한국은 늘 일본과 과거사에 얽매여 있고 일본의 안보 능
력에 무조건 과민반응을 보이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굳어
진다면 동북아시아의 나머지 주변국들은 한국을 더욱 손
쉬운 상대로 여길 것이다. 언제 어떻게 촉발될지 모를 북한
내부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주변 어느 나라도 소홀히 하
지 않는 통일외교 또한 지속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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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일 양국에 의해 안일하게 방치된 한·일 갈등:
“경 시, 편승, 방치”

한·일 양국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나, 양국 정부는

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국에 대한 경제

갈등관리에 나서기는커녕 서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국

적 가치 평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점증하고 있는

내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다. 정상 간

대중 투자 및 무역에 비해 일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하되

의 관계가 소원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관계 회

고 있는 현실이 일본에 대한 경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으며 양국 사이에 번지는
갈등의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소방수도, 구원투수도 없는

일본의 한국 경시 및 평가 절하

상태이다.

반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점점 평가 절하
되고 있는 점도 숨길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의 급격하고 공

12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의 심화는 과거사 현안, 특히 강제징

세적인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

용 판결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넓

는 ‘다이아몬드 안보 구상(Diamond Security Link)’과 더

은 안목에서 보면 서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경시가 갈등

불어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는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추진에 매
진하고 있다.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전략의 추진은 반

(1) 한·일의 상호 전략적 경시

도 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2 한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

한국과 일본은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급

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그 근저에 담겨 있다.

격하게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상대국의 역할

또한 한국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환태평양파트너쉽

을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PP)’에 대한 가입을 주저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이 거부
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적극적으

한국의 일본 경시 및 평가 절하

로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경도된 국가가 아닌가 하

한국의 일본 경시는 먼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는 의구심을 나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정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

도·태평양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게 한국

이 미미하다는 관점에서 도출된다.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

은 친중 국가이거나 적어도 중국 및 지역전략에 있어 ‘주저

국, 중국,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당사

하는 파트너(hesitant partner)’라는 인상을 강하게 하였다.

자이지만, 일본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

따라서 일본의 대외전략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떨

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는 인식이 일본의 전략적 가

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치의 상대적 평가절하로 이어지고 있다.1 안보보다는 평화
에 방점을 둔 전략의 구사에서 오는 착시현상이라고도 볼

과거사에 대한 반복적인 요구가 일본 내에서 한국 피로를

수 있다.

가져오면서, 일본은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보상 요
구를 지도자 차원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을 협력의

다른 한편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이나 투자가 예전에 비

파트너로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당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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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괴롭히는

의 일환으로 치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3.1절 100

나라로 위치시키고 중한을 싸잡아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

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친일세력’의 처

하였으나,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 한국을 대일 공동전선의

단을 명분 삼아 ‘반일’의 정서를 확산시키는 정치적 상징조

일부로서 인식하기보다 독자적인 노선 추구를 모색하면서

작은 결국 일본에 대한 경시와 방치를 넘어서 정치적 편승

중·일 관계 타개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

을 조장하는 분위기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3

장 이후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들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일삼는 것 이외에도 한국, 일본, EU 등 우방 국가들에게 대

한국 피로현상과 무시를 통해 드러내는

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있는 상

일본의 ‘한국 때리기’

태여서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상호 면책 및 대응 보험

반면, 일본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복적 사과, 반성, 보상을

역할을 공유하는 교류를 늘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요구하는 한국을 ‘민주주의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

은 자연스럽게 방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

니며, 조약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으로 몰

사문제를 앞세워 일본에 대한 적대적 추궁을 지속하는 한

아가면서 한국에 대한 혐한, 반한 정서를 강화시켜가고 있

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은 무역 및 통상 분야에서의 실리 추

다. 한국에 대한 노골적 피로현상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한

구를 위해 타협적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 한국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거나 ‘무시하는 게 상책’이
라는 ‘무시 한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정치지도층

(2) 한·일 갈등 활용하는 정치적 편승

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일본의 정치지도층을
중심으로 일본 근대사의 한 시기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 사

한·일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한·일 정치지

과와 반성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

도자들에 의한 국내정치적 활용의 측면이 강하다. 강한 민

할 만하다.4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의 활동을 빌미로 삼고 상

일본에 대한 비판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이

대국에 비판적인 미디어를 적극 동원하는 양식을 통해 단

기 때문이다.

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향유하려는 경향은 한·일 양국에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정치지도자들의 분위기 조장 및 편승은 민족주
의적 시민사회들의 발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반일 프레임에 의한 ‘일본 때리기’

는 일본 회의를 비롯한 우익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시민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피해자 중

동 단체들의 우파적 발언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식

심주의’ ‘인권 중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본 때리기’를 전

민지 피해자 지원단체들 및 민주노총 등 민족주의적 성향

면에 내세우고 있다. 식민지 시절 한국의 피해를 해방 이후

이 강한 집단들이 반일 전선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

의 친일 행각과 연결지어가면서 한국 내에서의 ‘주체세력의

치적 방조 및 편승과 무관하지 않다.

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 비판
이 단지 현안의 해결을 넘어서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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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사 현안(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상호 방치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기본조약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
는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며, 이를 다시 들고나오는

단기적으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

것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기본적 토대인 1965년 청구권 조

국 간 입장의 대립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갈등

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2015년 12월

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에 이어 ‘화
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남

14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역대 정부 입장의 상치

은 잔금의 처리에 대한 협의도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사태

일본의 이른바 전범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 장기화하면서 양 정부 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

개인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식민지지

다.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깬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

배가 불법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제까지

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일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모순을 자

견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도 보류된

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과거사 현안 방치를 가져오는 원

상태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의 일

인의 하나는 바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상치

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한국 정부)+1(한국의 청구권자금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역대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수혜기업)+1(일본 가해기업)’ 방식의 재단 구성과 이를 통한

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청구권 조약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

피해 구제 보상 방식에 대해 일본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

전하게 해결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2005년 한·일기본

는 것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목격하면서였다.

조약 문서 공개 당시에도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
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2005년 당시 합동위의 결

2019년 말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문희상 법안’을 제안하면

론은 위안부 문제, 사할린 강제 이주자 문제, 원폭 피해자

서 한국의 기업과 공공부문이 나서는 조건으로 일본의 기

문제를 제외한 과거사 현안은 청구권 조약에 의해 해결되

업들도 자발적 기부를 통해 성의를 표시하고 양국 국민들

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 정리의 바탕 위에서 한국 정

의 성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

부는 1974년에 한 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한 보상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식은 한·일 양측

들에게 구제 배상을 해 준 것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다시

의 노력에 의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성의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72,631명에 대해 6,184억 원을 배상해

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배상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

틀에 갇혀 피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커지고

이 살아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추이를 반영

있다. 또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법

한 것이기는 하나, 역대 정부 입장과의 상치를 해결할 여지

안의 상정 및 통과에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이다.

를 협소하게 만들어 정부의 대응 방침 마련에 한계를 지워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관한 한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국제적 약속 및 조약 위반을 내세운 한국 비판

연출되고 있다. 피해자 원고단과 대리 변호인단에 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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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 한국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은 파국에 이르러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위에서 지적한 한·일 양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경시 및 평
가 절하, 문제 해결을 뒤로한 국내정치적 편승 현상의 두드
러짐, 나아가 현안 처리를 뒤로 미룬 방치상태의 장기화는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온 전통 및 관례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한·일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함에도 불
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인정에 바탕을 두고

주석
1	문정인 교수는 게이오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일본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실제로 한국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에 뒤이어 거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인터넷 댓글에서는 친일 반일의 논의를 넘어 ‘토착왜구’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일정서의 확산이 내부 담론화하고 있다.
친북을 넘어서는 ‘종북 좌파’에 대비되는 용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아베 총리는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을 2015년 아베 담화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머리털끝만치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치적, 외교적 타협을 시도한 전례가 많으며,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고위급 정치 채널을 통
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강구해
왔다. 현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때도 적지 않았으나 궁
극적으로는 상호 책임과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사태의 안
정화 및 갈등의 축소 지향을 통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유지
에 방점을 두어 왔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1965
년 기본조약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타협, 조정 및 수정과 보
완을 통해 진화해 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이다.
현재 문재인-아베 정권하에서는 서로가 무시와 경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신뢰보다는 불신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로
가 상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얻는 단기적 효과를 중
시하는 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
다. 나아가 정치·외교적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일로로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만
난무할 뿐 문제를 축소 지향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의 소지
를 줄이려는 정치적 노력이 부재한 상태가 일상화되고 있
는 점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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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일 이 공 유 한 이 익 의 원 점: “ 가치공유, 공통이익, 공생공영”

한·일 양국은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난제들(hard ques-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옹호, 법치주의와 같은 글

tions)로 인한 잦은 마찰, 반목, 마찰 및 대립 관계 속에 상

로벌 가치와 규범 및 체제를 공유한 제도적 공동체이자 미

호주관적(inter-subjective) 공감이 점점 결여되고 있다.

국과의 동맹을 공유한 전략적 협력 국가이다. 또한, 동아시

한국의 대일 증오심은 여전히 깊고, 일본의 반한감정도 점

아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경제 국가이자 ‘한류(韓流)’와

점 커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일 감정은 2013년

‘일류(日流)’ 현상이 보여주듯 문화 수준이나 생활양식에 있

76.6%, 2015년 72.5%, 2018년 50.6%로 한국인 과반 이

어서도 글로벌 보편성과 선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 여전히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의 괄목할만한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문화, 경제, 안보 등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구하고, 막상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평가, 언급, 인식에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차츰 커지고 있다.

있어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같은 시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6

2013년 37.3%, 2015년 52.4%, 2018년 46.3%를 기록하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이념적 동질성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

였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음식, K-Pop, 뷰티, 한류스타 등에

든 가운데, 공동의 위협인식이 결여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편

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인 대응책을 추구하고, 미국과도 기

견, 한국인의 감정적인 언동, 그리고 최근 이슈화된 위안부

존의 한미일 공조 속에서가 아닌 양자적 관계에서 대북 대

합의 무효화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5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간 공동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가능성도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및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높은 파고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

이러한 가운데 양국 지도자의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와

경제, 미래 이슈에서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공통이익을 추

관련한 신념이 포퓰리즘적 정책과 맞물려 양국의 기본공유

구하며 공생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할

가치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의의나 중요성이 폄되

수 있는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

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적대시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2015

구하고 갈등 확산 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로 인한 시간과 비

년 3월)과 한국 국방백서(2019년 1월)는 ‘자유민주주의와

용 및 감정 소모 등의 기회비용으로 상호 손해보고 있는 것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표현을 없앴고, 일본 외

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백해무익한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교청서(2019년 4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표현 삭제하

1965년 국교 재개 이래 많은 부분에 있어 협력과 교류 및

였다.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

상호의존관계를 이어왔던 양국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검토·

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난 2,500여 년에 걸친 한·일관계

재평가하고 단기적, 중단기적 협력 의제를 규명함으로써

를 국제관계사의 맥락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파악하

한·일 협력의 명분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근대 한·일관
계(1875-1945년)는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 현대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한·일관계(1945-)는 매우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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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차세대 리더십, 아시아캠퍼스 프로그

한 영역에 치우치기에 매우 복잡하게 얽힌 양국 관계의 중

램 등 같은 교육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등이 지난 20여 년

층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어느 특정 관점이나 이슈나 사

간 있었지만, 체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여 무지, 편견, 오

건으로 한·일관계 전체를 치부하면 안 될 것이다.

해, 왜곡 현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한·일 간 고위급 정치 채널을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등이 계속 성장하여 미·중 패권경쟁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를 위한 후속세대 양성이 제대

이 불가피해지는 등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이 가시

로 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차세대 리더십 공유네트워크

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먼로독트린으로 중남미에서의

를 강화할 학술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

지배권을 쥐었듯이 중국은 지역 차원에서라도 우선 규칙과

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간 인식 차이를 해소 및 포퓰리즘

규범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식 정치인들 견제를 위한 양국 오피니언 리더, 인식공동체

(LIO)를 토대로 한 평화개념은 민주주의, 바른 거버넌스, 강

(epistemic community) 및 미디어들의 노력 및 건설적인

한 시민사회 등을 옹호해왔다면, 중국은 발전과 평화를 불

‘정책 공공외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협

가분의 관계로 간주하여 경제개발, 강한 정부, 효과적인 거

력 확대 및 전면적 문화개방을 통해 여론의 ‘사이버화,’ 과거

버넌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 간 가치 및 정책의 충돌이

사의 ‘정치화,’ 양국관계의 ‘사법화’ 등을 지양하고 정서적,

불가피하여 아시아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

민족주의적 대응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인 전문

다. 즉 ‘중국판 먼로독트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가치 공유

가로 ‘블루리본위원회’(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법을

국으로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모색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6

따라서, 한·일 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양국 간 이견과 갈등

(2) 한반도 평화, 통일, 안보를 위한 공통 이익

이 발생했을 시 이를 조정 관리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간 공식적 채널 이외에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부활하

2018년부터 한국 국방백서에서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

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965년 체제’

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를 구축했던 양국의 유력 정치인과 재계 리더 및 지식인층

은 남북, 북미협상이 잘되면 일본은 따라올 것이라는 안이

들의 전면 혹은 막후교섭을 통한 조정과 타협을 통한 타결

한 사고를 하는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대북공조를 강화하

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 예를 들면, 1975년 한·일의원연맹

는 한편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협력을 정치적 협력으로 진전시키려는 양국 정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협상레버리지만 강화하여 한·일 양국

책가들이나 전문가들 간 교류협력으로 형성된 개인적 유대

모두에 전략적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관계가 외교 문제 발생 시 비공식적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각 영역에서 물러나면서 양국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 간 이견

갈등을 해소할 식견과 경륜을 가진 후속세대 간 채널이 결

과 균열 방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여된 것이다.

사실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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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시아 문제로 생각하는 미국은

엔사령부(유엔사) 해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중 정책에 있어 일본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큰데, 유엔사가 미국의 동북아 대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한

반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형성기반은 여

반도 유사시 유엔회원국들의 즉각 개입의 법적 명분이라는

전히 두텁지 못한(thin)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17개 정보기

점에서도 한국 정부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과의

관의 대중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즉 요코스카기

양상을 띠면서 ‘Five Eyes’(미, 영, 호, 캐, 뉴)에 더하여 일본

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일본

과의 정보교류 채널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적

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들은 한국

파트너십에 동맹국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국

전쟁 재발 시 무기와 병력 및 보급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한미일 공조의 차원에서 전략

하게 된다.7

적 가치를 인식하여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18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양자 협력이

한편,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한국에게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관계의 공고화하여 3국 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편의를 위해 북핵의 완전 폐기

긴밀한 대화를 활성화하고 미국정책에 있어 일본의 확장

가 아닌 북한 핵무기 감축과 장거리 ICBM을 놓고 김정은과

억제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지해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경우, 기존 북한 핵

한다는 필요성을 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 안보협력

탄두와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남아 한국과 일본은 북핵

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양국 모두 실질적인 접근을 모색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한·

야 할 것이다.

미·일 삼각안보협력관계의 공고화 등 다자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통적인 북·중·러 삼각관계가 복원되는 양상을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양

띠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 대신 미·

국의 공통이익을 규명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일 협력만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하다. 이를 위해 i) 북한 핵 문제 및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정
책 공조와 정보공유, ii) 한반도 유사시 재일 미군에 대한 일

설사 북한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라도 미국의

본의 병참 지원 관련 정보공유, 그리고 iii) 북한 급변사태나

책임 전가(buckpassing)로 한국과 일본이 얼마만큼의 재정

대량 탈북사태와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분담이 커질 수밖

정책공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에 없으므로 한·일 양국 간 사전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국의
무리한 재정부담 요구에 공동대처할 필요성을 고려해서라

아울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의 중요

도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선제조건
들(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안보공

또한, 남북정전협정 및 평화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유

약,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한·일 양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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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 및 정책공조)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점점 적극적으로 지역다자안보협력

또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

체를 설립 혹은 주도해나가는 중국의 행보에 대한 한·일 양

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한국은 일본과 가치와 규범을 공유

국의 공동대응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북측에 대한 투자 기회 및

본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한국 피로증’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의 확대를 강조, 반면, 한반도 통일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의 실리적, 타협적인 ‘보

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극감하거나 통일한국의 민

험성 협력’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한국이 동북아 국제관계

족주의적 정서 및 반일감정이 고조될 우려 및 중국이 동북

에서 방기될 수도 있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경제통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등을 염두
에 두고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동시에,

미·중 간 세력균형 변화에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식층이나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대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전

해야 한다.

략적 협력이 중요하다. 미·중 간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사
안들에 대한 미·중의 입장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립 갈등

(3) 동
 북아 안정을 위한 한·일의 공통 이익:

으로 발전할 징후나 위험성을 주지하고 이를 예방 혹은 최

미국과 중국

소화할 지역적 차원의 논리와 지역 질서 강화를 위한 역내·
외 외교적 노력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거진 갈등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를 옹호

으로 양분되는 소위 ‘신냉전,’ 혹은 ‘냉전 2.0’의 도래 가능성

할 보편적인 명분과 담론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공유할 역

을 높이면서 전통적인 북·중·러 밀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

내·외 중견국들, 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등과

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공조 및 협

의 교류협력강화를 추진해볼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지정학

력 범위와 방향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재설정해야 한

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에 끼치

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로 앞서 언급한대로 전통적인 한·

는 여파가 커지게 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 균형 유지가

미·일 공조 대신 미일 협력만이 가시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의 역할이나

가운데 한국 국방백서는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 중, 일, 호를 비롯한 아

력 중요도 순서를 과거 한·일, 한·중, 한·러의 순에서 한·중,

시아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다자적 혹은 소다자적 네트워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하였다.

크에 동참 혹은 구축해야할 것이다.

한·일, 미·일, 한·미·일의 중층적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의 군

따라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사적 팽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되 대중 적대 혹은 고립

지역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i) 리스크관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인식을 주지 않도

리체계 수립을 통해 양국의 만성적 불안 상태와 잠재된 갈

록) 양국 간 세심하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기

등과 위기 표출 예방 혹은 조기 관리, ii) 대 중국 정책에 대

존의 지역다자안보협력틀 속에서의 중국과의 교류협력 방

한 상호이해와 공조 강화, iii) 미·중 패권경쟁 및 북·중·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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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화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제고를 위한

로벌화의 측면에서 한·일 양국 간 시차를 둔 유사한 발전양

정책공조, 그리고 iv) 외교 현안 검토와 대응 방향에 있어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및 이민·난

국의 관계를 ‘객관화’하고 한·일 안보유대관계 심화를 위한

민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사회적 논란이 이를 잘 대변해준

제도화 노력, 즉 군사전문가들의 다양한 수준의 상호교류,

다. 또한, 한·일 경제관계는 공통된 구조적 특징(좁은 국토,

정보공유, 군사 및 법 집행기구 간 위기관리체제 수립(핫라

빈약한 자원, 시장의 높은 대외의존도, 수출의 절대적 필요

인 개설, 군사협의기구 설치) 등을 이행해나가야 한다.

성, 해외자원개발이나 인프라 수주 필요성)을 보이며 성장
동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출구 모색에 대한 고심이

(4) 글로벌 이슈와 포괄적 인간안보: ‘공생공영’

큰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 간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보공유
와 정책공조, 양국 간 기술개발과 인재 데이터베이스 공동

20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구축 등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역내 전통적 군

제 협력네트워크, 민간전문가 교류확대, 차세대교류 등을

사안보뿐 아니라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영역의

통해 인구문제, 의료, 환경, 젠더, 교육 등 공동 협력과제 테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마를 발굴, 확대하는 양국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있다. 서로 비슷한 모습과 지역적 국제적 이익을 공유한 한

바람직할 것이다.

국과 일본은 함께 협력하고 공동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
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영

셋째,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인간안보 분야 협력의 제도화

역들을 규명하고, 글로벌 이슈협력으로 인해 양국이 장기

는 상대적으로 양국이 정치·외교적 충돌 없이 추진해나갈

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의의를 공유해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양국은 대

야 한다.

부분의 경우 각각 국제적 기여를 통한 자국의 소프트파워
및 국제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5년

첫째, 동북아 국제관계 맥락에서 세력균형의 전통안보적 구

간 한국과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다국적군 평화

도 및 근시안적 국익·경쟁 관점을 넘어 한·일관계를 양자적

활동,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 활동을 통해 지역

사고가 아닌 글로벌 영역에서의 공생공영을 추구하는 협력

적 차원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파트너로서의 상호인식 및 상호의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그러나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를 위한 HA/

적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견국 외교

DR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 이외에는 남수단에서의 유

일환으로 MIKTA, 일본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ECO-Asia,

엔 PKO, 유엔 안보리 결의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CGPCS)

한·중·일 협력사무국;, ASEAN+3, EAS, 유엔특별위원회, 유

등에서 한·중·일은 각각 단독 작전국가로 참여하였다. 이는

엔총회 등을 통한 한·일 양국의 글로벌 기여메커니즘 구축

EU, NATO 등이 국제평화 활동이나 해적행위 근절 등을 위

안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세계평화안보 활동에 연합작전을 수행한 것과는 비교된
다. 한국과 일본은 정보공유와 공동이행 협력강화를 통해

둘째, 국내적 차원에서 인구변동, 경제운용, 사회변화 및 글

‘가성비’ 높은 국제평화 기여활동을 수행하여 공생공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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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양국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중요성

협력에 대한 인식도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화해와 협력

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과 양국 국민의 이해 및 공감대를

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주요한 의제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러한 양국 간 ‘기능주의적 협력’ 확대
이와 더불어 지역적, 국제적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존

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음으로써 보다 예민하고 어려운 정

제도적 노력에 양국이 공동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예: 동

치적, 역사적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북아 미세먼지 대책 협력을 통한 대중 설득·대응 전략, 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지난

벌기후협약 준수를 위한 대미 설득·대응 전략 등)을 모색할

수십 년간 양국 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었듯이 경제, 문화,

수 있다. 대테러, 난민, 보건, 마약, 긴급구조, 개발 협력, 복

인적 교류 등에서의 기능주의적 협력이 역사적 화해나 정

합적 인도적 위기 사태 등 인간안보 관련 분야의 경우, 양국

치·외교적 협력의 디딤돌이 되었다기보다는 역으로 역사와

이 정보교환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정 체결 등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그동안 가시적으로 이루어온

의 제도화 추진할 뿐 아니라, 기존 다자협력체에 한·일 양국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성과를 폄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방 선진국 중심의 규칙 제정, 어젠

이제라도 과거사 등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가는 노력을 하

다 설정, 규범 확산에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도

면서 이상과 같이 공생공영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모할 수 있어야 한다.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 협력의 경우도 한·일 양국이 상호경쟁적으로 단독

결론적으로 기존의 역사, 정치, 군사, 경제 영역 중심의 패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공동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

러다임을 뛰어넘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간 상호

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74년이래 일본국제협력기구

연계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 보건, 문화, 인도적 위기,

(JICA)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영역들, 즉 교육(G8 카나나스

정보지식,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한·일 협력 분야를 규명·

키스 정상회의), 보건의료(보건 MDGs 관련 아태지역 고위

확대하고 정부차원 뿐 아니라 행위 주체를 전문가 중심의

급포럼), 젠더(UN 부인지위위원회), 물과 위생(세계물포럼

인식공동체, 기업, 지방자치제, 시민사회 NGO로 확대해 나

각료급 국제회의), 환경보전(기후변화조약 조약국 회의/교

가야 한다.

토 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민주화
지원(G8 리옹 정상회의), 무역·투자(WTO 홍콩 각료회의),

이 과정에서 양국 최고지도자들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재난방지(UN 재난방지세계회의)와 1991년 창립 이래 한국

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

국제협력단(KOICA)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해온 부분들

신으로 돌아가 양국 정치 관계를 리셋하는 돌파구를 마련해

을 규명하여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야 한다.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담론
을 개발하고 공통이익을 규명함으로써 상호 전략 접점을 찾

더욱이 미래안보 분야(예: 사이버, 우주 방위, 기술혁신과

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국방 분야, 북극 개발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한 공동안보

한다. 이를 통해 한·일 양자적 협력을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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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 발전시키거나 역으로 국제적 평화기여활동 등이
양국 협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패러다
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
거니와 공공미디어의 보도 책임성 강화와 성숙한 시민의식
을 토대로 상호비방을 즉각 중지하고, 역사와 정치, 역사와
안보를 분리 접근하는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양국 정부
(정치인들)와 국민의 공감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동숙
의 과정 및 이행전략 방안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석
22

5	2018년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言論NPO) 「제6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참조
6	2019년 5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일비전포럼’ 2차 회의에서
나온 제안임.
7	이 기지들은 주한 유엔사 휘하에 있지만 일본에 있으므로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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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협력 을 위 한 행 동 계 획

한·일 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로 향하는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좌(視座)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사 현안이 한·일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사는 한·일 양국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과거사에만 붙잡혀 있어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쉽 공동 선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과거사에만
매달리면 현재의 협력 가치도 잃고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둘째,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함몰되기보다는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국가
간 관계를 다뤄야 한다.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통한 가해자의 징벌의
시각을 취하면 한·일 관계를 실리와 실익의 관점에서 다루기 힘들다. 한·일이 수직적 관계로 구분된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수평적인 국가 관계로서의 한·일 관계로 이해하여 이익의 교환과 공리주의적,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관계를 한반도의 변화를 위한 편익 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판이기도 하다. 일본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한·일 관계를 한반도의 지정학에만
묶어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유지 및 국제공공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연대의 일원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넷째, 한·일 관계를 역사의 단절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현세대의 과업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단견이다. 과거
세대의 업보 청산도 필요하고 현세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보험으로서의 성격도
묵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의 감각과 시대관을 미래세대에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미래세대가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한·일 관계를 열 수 있도록 현세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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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대와 국제질서의 변환의 관점을 포괄하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갈등을 관리하고 보다 넓은 한·일 협력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서 로를 헐뜯는 상호 비방 중상전을 일시적이라도 중단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로에 대한
비난전(Mutual blame game)에 Moratorium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두 나라가 기본적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 질서 하에서
서로 공유한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한·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복합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26

있다. 서로 협력의 명분과 전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태이다.
협력의 명분을 축적하고 실현 가능한 사안을 추려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면 재검토할 때다.
우선 우선적으로 양국 국내에서 ‘Blue Ribbon Committee’를 구성하여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바탕
위에서, 다음 단계로 한·일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 가능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3) 한·일 양국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전략협의체’ 또는 정책 네트워크들 내에서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세대와 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세대 후속 네트워크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4) 한·일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가진 오해와 불신을 단기간에 줄여갈 수 있도록 상대국 여론지도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과감하게 서로 투자하고 심도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가야 한다. 인식공동체의 형성, 이익공동체의 유지, 차세대 공동단위의 생성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의 초미의 현안이자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1) 양국 외교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양국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을 확인하고, 1965년 체제가
적어도 ‘정부 대 정부 간’ 재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1965년 기본
조약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조약이 아님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의 심화를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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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보완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조약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협력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결여나 거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로
이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역사문제에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수호하면서도 강점기 피해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훼손을 가하지 않도록 행정부의
입장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3) 한
 ·일 양국 지도자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노력을 평가하는 바탕 위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의 지속을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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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차 서 울-도쿄 포럼 공동선언

2019년 9월 20~21일 양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서울-도쿄 포럼에서 정구현 서울국제
포럼 회장과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이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미래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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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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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서울-도쿄 포럼 프로그램

Friday, September 20

[Moderator]
FUJISAKI Ichiro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USA

Venue: Astor Suite (36F)

15:15-15:30

[Presenters]

Registration

KAWASHIMA Shin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Senior Fellow, NPI
SHIN Beomchul

15:30-16:00

Senior Research Fellow,

Opening Ceremony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OSOYA Yuichi
Professor, Keio University; Senior Fellow, NPI

[Opening Remarks]

30

RYU Jin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Vice President, SFIA

Venue: SamcheongGak

FUJISAKI Ichiro

19:00-21:00

President, NPI; former Ambassador to USA

Welcome Dinner

[Congratulatory Remarks]

Hosted by RYU Jin

CHO Sei-young

Chairman & CEO, Poongsan Group;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Vice President, SFIA
[Congratulatory Remarks]

16:00-18:00

NAGAMINE Yasumasa

Session One

Ambassador of Japan in ROK

Strategic Competition betwee the US and China:
Impacts on Korea and Japan and
Responses to them

Saturday, September 21
•Parameters of US-China Competition:
Trade, Military, Technology
Venue: Garnet Suite (37F)

•Korea and Japan between US-China Rivalry:
One Belt One Road,Indo-Pacific Strategy, and Others

09:00-11:00

•US-China Rivalry and Strategic Choices for

Session Two

Korea and Japan

Trade Dispute, Changes in Global Value Chain
and Its Impact on High-tech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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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Global Value Chain

Venue: Astor Suite (36F)

•Impact of US Technology Blockade on

12:10-13:20

High-tech Industries in Korea and Japan:

Business Lunch

Semi-conductors, 5G, and AI
[Moderator]

Venue: Garnet Suite (37F)

KUBO Fumiaki

13:20-15:20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Session Three

Executive Directorof Research, NPI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in the Age of US-China Rivalry

[Presenters]
INABA Midori

•Korean Peninsula Question on the Frontline

Associate Professor,

of US-China Rivalr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China, Japan

CHOI Byung-il

and South Korea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for
Korea-Japan Cooperation

11:10-12:00

[Moderator]

Leaders’ Speech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Moderator]
HAN Duck-soo

[Presenters]

Former Prime Minister

PARK Cheol H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s]

NISHINO Junya

Japan: MIMURA Akio

Professor, Keio University; Senior Fellow, NPI

Vice Chairman, NPI; Chairman,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orea: LEE Hye Min

15:20-15:40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ffee Break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40-17:40
12:00-12:10

Session Four

Group Photo

Population Change, Labor Marke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wo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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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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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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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ue: Astor Suite (36F)

18:30-20:30
Farewell Dinner
Hosted by LEE Hong-Koo
Chairman, SFIA; former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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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서울-도쿄 포럼 개최 실적

제1차 도쿄-서울 포럼

제6차 서울-도쿄 포럼

주 제: 신시대 한·일 전략협력의 방향성

주 제:	Common Vision for the Next 50 Years of

일 시: 2010년 11월 30일 ~ 12월 1일

Korea-Japan Ties

장 소: ANA Intercontinental Hotel, Tokyo

일 시: 2015년 6월 19~20일

참 석: 한국 측 10명, 일본 측 20명

장 소: Lotte Hotel, Seoul
참 석: 한국 측 33명, 일본 측 29명

제2차 서울-도쿄 포럼
주 제:	Korea-Japan Cooperation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제7차 도쿄-서울 포럼
주 제:	Overcoming Challenges and

일 시: 2011년 11월 25~27일

Moving Forward Together

장 소: Lotte Hotel, Seoul

일 시: 2016년 9월 30일 ~ 10월 1일

참 석: 한국 측 16명, 일본 측 12명

장 소: New Otani Hotel, Tokyo
참 석: 한국 측 12명, 일본 측 21명

제3차 도쿄-서울 포럼
주 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협동 전략

제8차 서울-도쿄 포럼

일 시: 2012년 6월 13~14일

주 제:	Korea and Japan in the Midst of

장 소: New Otani Hotel, Tokyo
참 석: 한국 측 12명, 일본 측 16명

Shifting Global Order
일 시: 2017년 9월 22~23일
장 소: Intercontinental Seoul COEX, Seoul

제4차 서울-도쿄 포럼

참 석: 한국 측 32명, 일본 측 17명

주 제: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일 시: 2013년 9월 6~7일

제9차 도쿄-서울 포럼

장 소: Lotte Hotel, Seoul

주 제:	Solid Korea-Japan Partnership in

참 석: 한국 측 35명, 일본 측 15명

an Era of Uncertainty
일 시: 2018년 6월 15~16일

제5차 도쿄-서울 포럼

장 소: Capitol Tokyu Hotel, Tokyo

주 제:	Renewing Japan-Korea Relations:

참 석: 한국 측 17명, 일본 측 21명

Prospects and Challenges
일 시: 2014년 9월 19~20일

제10차 서울-도쿄 포럼

장 소: The Capitol Hotel Tokyu, Tokyo

주 제:	Korea-Japan Relations in the Age of

참 석: 한국 측 11명, 일본 측 23명

US-China Rivalry
일 시: 2019년 9월 20~21일
장 소: Lotte Hotel, Seoul
참 석: 한국 측 36명, 일본 측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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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9 JA PA N S T U D Y MIS S IO N 일정 및 토론 요약

일본경제연구센터 (JCER) 간담회

소년, 그리고 문화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꼬

(11월 13일 15:00~17:00)

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례로, 한
일경제협회는 경제교류와 민간 교류에 힘쓰고 있다. 제3국

현 국제질서는 비자유주의적 질서이고, 민주주의는 비자유

공동진출과 고등학생 교류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의적 민주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신국제질서 하에서

34

선택적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자주의도 위협을 받고

무엇보다 ‘미·중 사이에 낀 한·일’이라는 인식 하에 한·일은

있어 한국과 일본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일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협력을 구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은 한배를 타고 있으며, 특히 미·중 보호무역의 최대 피해자

수호하고 확산해야 한다. 정치가 국경선을 넘어서는 일은

로서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시장개방성과 정치적 안정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북한 문제가 악화되어 큰 긴장 상

때문에 미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은 희망적이다. 미국은

태가 올 것을 대비하여 한·일 공조의 기본 틀을 잃지 않음이

시장 개방도를 줄여가고 있고, 인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

중요하다.

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것
이라는 예측은 어긋날 수 있다. 중국 역시 앞으로 한·일을
제대로 대접해줄 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작은 이견으로 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간담회

해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는

(11월 14일 14:00-15:00)

한·일이 갈등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계화보다 자아중심적 민족주의가 횡행하여 한·일 관계가
경제적 장기 예측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이다. 사유재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전후에도 지금도 서로

산권의 보호 없이는 노력도 혁신도 한계에 봉착한다. 또한,

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이다.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형 자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 한·일은

는 명분과 포장이 중요할 것이며, 창의적 해법이 요구된다.

함께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경제블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은 더불어, 관세중심 무역틀보다 데이터 이동의 규칙을 정

일본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2019년 7월 초

립하여 행정서비스 등 앞서나간 부분을 공동시장으로 만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일본 측의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

는 일본 활용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으나, 이로 인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유감스럽다는 일
본 측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한국의 국산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는

자민당 중의원 의원 간담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한국 측 의견이 있었다.

(11월 14일 10:00~11:00)
한·일 관계는 방치하면 할수록 악화된다. 우선은 서로 연대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간담회

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지자체, 청

(11월 14일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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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에

용과 수출규제 문제에 진전이 없는 와중 지소미아의 해결

서의 포퓰리즘으로 방치된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통일이다.

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어 대등하고 건

또한, 미·중 간 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현시점에서 한

전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는 1965년 체제

국은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이는 냉전적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측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큰 문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및 군사 경험 없이 당선되었

진보내셔널리즘과 보수내셔널리즘의 부조화라고 지적하

으며,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이 스

며,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로 미·일 동맹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일본 측 의견

물론, 방법이 없다고 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일시적

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 비

으로라도 더 이상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일본

중의 50%를 차지하는 와중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측은 강제징용 문제가 현금화될 시 상상 이상으로 한·일 관

일—즉, 주한미군의 철수—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

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수출규제는 문제가 있는

다.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동아시아

거래를 시정하는 동시에 WTO 제소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략적 균형을 바꾸어 중국에 유리해짐을 뜻하며, 주한미군

주장했다. 또한, 적어도 군사·안보 문제는 분리하여 지소미

의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를 인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원

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 복귀가 어렵다면 조건부 보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핵 억지에도 연결된다. 그러나 주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국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는 주한미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만 추구할 게 아니라 북·일 수

과 주일미군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교까지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국 측 인사의 의견이 있었다.

한·일이 미국에 발신해야 하는 공유된 이해는 세 가지이다. 첫
째,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미국이 적당한 동
결에 합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

주한특파원 경험자 간담회

수나 감축이 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미국에 알려야 한다.

(11월 15일 15:00~16:30)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 외교 전체는 말투나 자세 이외에는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간담회

나쁘지 않다는 일본 측 의견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한·

(11월 15일 10:30~12:00)

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형님론, 한국특수론, 그리고 전략
적 사고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 형님론과 한국특수

한·일 갈등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원 방식에

론은 일본 국내에서도 통하지 않으며, 전략적 사고론이 주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징

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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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동맹만으로도 안전과 번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일본 내 인식은 위험하다는 한국 측 우려가 있
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측 전문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론자가 대다수일 것이라 정정했다. 다만, 안보는 최
악의 상황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전략이 중
국에 치중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없는 미·
일 동맹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인
사는 사드 사태 이후 한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 치중할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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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9 서울국제포럼 AGEND A WO RKS HO P II
프로그램 및 토론 요약

한일관계, 왜 중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자유민주주의 연대론과 관련
하여, 인도·태평양 동맹이든 아베의 전략 구상이든 자칫하

2019년 5월 9일 (목) 16:00-20:00

면 반공 연대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

롯데호텔 서울 ‘Peacock Suite’ (36F)

기로 아베 정권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를 한·미 동맹
에 일임하자는 의도이다. 따라서 서남방으로 지정학적 무게

사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 체제 결정론의

16:00~16:10

개회사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문제는 민주주의 연대론, 지정학 게임, 그리고 안보 현실주

16:10~16:40

발제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의가 포함된 담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론을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펼치는 진영에서 신냉전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담론으로 인해 형성된 진영 구도가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

16:40~17:00

서승원 고려대학교 교수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한·일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의 원인은 현안의 정치적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양국

토론

		
17:00~18: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정치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18:00~20:00

만찬

명분에 따라 양측이 결국 같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 모두 아직은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정치권에 자제를 요구해

종합토론 요약

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국을 협박하거나 문제점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베 정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나 한국

동북아의 양자 관계 중 한·일 관계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생

정치권도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각한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많은 질곡을 겪고 있는 것은 사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유아적인 태도로 위안부 등의 현안

실이지만,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발전됐다

을 계속 다룬다면 양국 관계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

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파동을 제외한 채 전반적인 화해 프

을 것이다.

로세스만을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지금까
지 한·일 관계의 핵심은 정권 간 관계였다. 일례로, 무라야

한·일 관계가 최근 많이 험악해졌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마 담화도 일본 정부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때 발표되었

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경시’라는 양국의 기본적 태도를 다

다. 이전에는 한일 양국 간 보수 세력의 정권 연대가 있었으

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를 자양분 삼아

나,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게 되면서 일본 보수 정권

확대되는 상호 경원 현상은 양국 지도자들이 동아시아라는

대 한국 진보정권의 대립이 생겨난 것이 현 한·일 갈등 심화

대국적 차원에서의 사고나 접근방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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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다.한편, 지난 54년간 과거사 문제 해결이 어떻게 진

있다. 이 와중 한국과 가장 가까워야 할 주변 동맹국은 일본

행됐는지, 그 실상을 한국사회가 제대로 모르는 측면도 크

이라고 생각하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

38

른 이행 사항은 한국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합의 당

일본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고 자민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과

시 생존자 46명 중 34명과 상당수의 사망자 유족이 각 1억

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에 관대했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지

원을 수령했다. 이 배상금은 일본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적된 무라야마 담화는 자민당의 독자 정권이 깨지고 연립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됐다고

정권이 형성됐을 때 발표됐다. 하지만 현재의 한·일 관계는

하면 일본 정부가 배상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

일본의 정권교체보다 한국의 정권교체가 더 큰 영향을 미

이다. 또한, 한국인 중 간 나오토 담화의 존재나 그 내용을

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과거사 현안을 외

인지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지난 54년

교 문제와 분리할 능력이 없거나, 분리할 의사가 없는 정권

동안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어떠한 절충과 노력

이라고 생각한다.자유민주주의 연대론이 과장되다 보면 신

이 있었는지에 대해 무지하다고 생각한다.이런 문제를 해결

냉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통일 정책의 우군

해 나가는 데에는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

은 미국과 일본이며, 북한과 중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대강

화 이전에 연속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일 관계 ‘1965

은 다르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 그

년 체제’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흠결이 있다면, 양국 간

리고 통일의 목적에 관한 대답이 모호하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뿐만이 아닌 일본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일본은 사

반면, 대안도 없이 체결된 합의를 전부 무력화하는 방식은

과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더는 취할 조치가 없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많

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한

들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비난이 있

국이 제시한 후, 일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후 관계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비공식적으

복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마지막으로 양자 관계의 미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노다 총리가 정권을 잡고

래와 전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다. 관리의 측면에

있었고, 과거사 반성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합의의 결과로

서는 트랙 원, 트랙 투보다는 트랙 1.5가 집행력이 있다.현시

노다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었고, 일본 정부의 세금으

대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전환기이다. 국내적으로

로 약 10억 불을 배상하겠다는 결론이 나 있었다. 이 시기를

는 인구 절벽 문제가 한일 양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잘 이용했다면 지난 8년간의 한·일 관계가 상당히 달랐으리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라 생각한다.트랙 1.5는 상당히 중요하다. 한·일 트랙 1.5는

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내 세력 전환이 이뤄지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가동되었으며, 당시 김대중,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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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또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했다. 두 전 대통령 모두

한·일 관계가 꼬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래 신문

한·일 트랙 1.5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쟁을 진지하고 흥미롭

에 실린 교토대학교 교수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 일본인은

게 보고 받았다. 이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가

한국 정부의 생각이 한국인 모두의 입장이라고 간주한다.

있으면 트랙 1.5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 정부와 같

한국인 또한 아베 정부의 말이 일본인 전체의 의견이라고

은 관계라면 한·일 간의 회의는 소용이 없다. 트랙 1.5는 정

생각한다. 이는 단순화의 함정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다른

부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들에 관해서는 다원화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사
회이다. 왜 한·일 관계에만 단순한 해석들이 힘이 실리는지

한국인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문화, 감정, 정서가

의문이다.

지나치게 배타적, 감정적,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민족
주의(ethnic nationalism)일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세

한·일 관계 개선에 대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계 제3대 경제 대국인 일본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번 정부의 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외교 진

보인다.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영에는 일본 전문가가 없다. 청와대 또한 외교안보실장, 차

‘한(恨)’이라는 정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한은 쉽게 풀리

장, 그 아래 비서관급에도 일본 전문가가 없다. 외교부 장

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과거사 문제는 외

관, 부차관, 실장급, 그리고 차관보까지 일본어가 유창한 인

교로 풀기 힘든 경향이 있다. 사과와 보상을 통해 해결하더

재가 없다. 이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다.한·일 관

라도 한은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70년가량 지난 시

계가 정치·외교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문화교류, 그리고 대

점이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국의 국익이 손상되어서는

중 간 교류를 증진하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안 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다면 과

이라는 생각에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연합 오케스

거사 문제를 단기적으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

트라’를 구성하는 등 서울 국제 음악제와 많은 일을 하고 있

어, 베트남은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에 대해 큰 국민적 반

다. 2019년 10월에도 여러 나라에서 참가 의사를 밝힌 국제

감을 품고 있지 않다. 특히,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과거 일은

음악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일본도 참여하기로 했다.

과거 일’의 태도 하에 냉혈한적으로 국익과 미래를 중시한

그러나 최근에 일본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되었다는 이유

다. 이처럼 빠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자와 정부의 역

로 참가가 취소되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교류를 전반적

할이 크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일관계를 개

으로 통제하면서 문화교류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 아닌가

선할 의도가 없을 때 국내 정치 시각에서 외교, 한·일관계,

하는 생각에 착잡하다. 한·일 대중 간의 상호 교류는 정부의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취급해왔다. 국내에서 정권과 권력

개입 없이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정부의 개

을 갖기 위해 외교 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현

입이 없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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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현 정부가 아프게 생각하
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
악화가 한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있다. 원론적인 이야
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품목이 희생되고 있
는지(도시바와 하이닉스 문제 등)를 지적해주면 좋을 것 같
다. 또한, 한·일 통화스왑 재개에 대한 포커스도 있으면 좋
을 것 같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이중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이 강조되
40

었으면 좋겠다. 일차적 손상은 정치적 관계가 악화하면서
경제나 문화교류, 관광 등 비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
이다. 관광이 대표 사례이며, 특히 한국이 압도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 이차적인 손상은 한·일이 양자 차원을 넘어선 지
역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잠재분야의 희생이다. 지금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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