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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전문가 정책 포럼(2021년 11월20일) 발표문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 한일관계의 뉴노멀을 향한 병행론 및 단계별 출구전략 

 

조성렬 박사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1 

 

Ⅰ. 문제제기 

 

  o 한일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나? 불필요(신중할 필요) vs. 필요(조속히 필요) 

    - 불필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 군사협력의 필요성 제한, 기업간 경

제협력   

             (B2B)은 지금도 계속,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는 관계개선은 무의

미2 

    - 필요: 중국의 지역패권 야망, 북한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경제적 

상호보완)에 따른 협력 필요성 증대3 

 

  o 한일관계 개선이 가능한가? 불가능(매우 어려움) vs. 가능 

    - 불가능: 한일관계의 구조변화 및 일본측은 갈등의 근원인 과거 식민지지배의 불법

성을 불인정.....과거, 현재 및 미래 국민들과 관련된 역사문제를 현재의 국민

이 결정할 수 없다는 논리4 

    - 가능: 일본 내 풍향 변화(갈등장기화 시 회복비용 급등, 중국부상·북한위협에 따른 

안보협력 필요성 증대),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에 따른 협력 필요성 인식5 

 

  o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가? 

     -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기와 순서, 방법에 대해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발표는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일조하는 것이 목

적 

 

Ⅱ.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의 접근법 

 

 1. 한일갈등의 대응 방법: 연계론과 병행론 

 

  (1) 과거사와 현안의 관계 처리 접근법: 연계론과 병행론  

 

                                           
1 이 글은 사견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양기호(2021.4): “한일관계를 급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3 국중호,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2018.8): “축적된 일본의 기술, 자본, 지식을 적극 활용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 자본, 지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 木 村 幹 (2021.10): 갈등장기화 땐 회복비용 

급등하므로 조기 해결이 필요함. 
4 기미야(木宮正史) 교수는 갈등원인은 국력대칭화에 따른 경쟁관계에 기인한다고 평가. 木宮正史 『日韓關

係史』(2021.7) 
5 소에야(添谷芳秀) 교수는 한일이 대등한 관계가 되었기에 오히려 같은 입장에서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가 

더 용이하며, 이러한 인식을 거부하는 기성세대보다 수용하는 젊은 세대에 기대를 표명. 2021 년 11 월 2 일 

나고야에서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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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북 관여정책의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연계론’ 과 ‘병행론’의 논쟁이 발

생 

     - 연계론은 비군사적 분야의 문제를 군사적 현안과 연계함으로써 군사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방안인 데 비해, 병행론은 일단 군사분야와 분리하여 비군사적 분야

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 대일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의 진전 없는 한 현안들의 협력에 제한을 두려는 

연계론과 과거사와 현안들을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접근하려는 병행론으로 구분이 

가능  

 

    o 연계론(원트랙 접근법): 박근혜 정부와 아베 2기 후반 정부의 공통점 

     -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의 진전을 요구하며 연계론의 입장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거

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9.3.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반파쑈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일본을 압박 

     -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2018.10)과 화해치유재단 해체(2018.11.)에 따라 한국측

이 일방적으로 국제법 위반, 한일합의 파기를 행했다며 한국측이 과거사 해법을 

요구하며,  현안 협력거부는 물론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를 단행 

      * 일본정부의 확전: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통화스와프 연장거부, 반도체 소재 수

출규제)와 연계한 데 이어, 안보문제(화이트리스트 제외)로까지 연계 

 

    o 병행론(투트랙 접근법): 문재인 정부 및 아베 2기 전반 정부와의 공통점 

     -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2021.7.28.)는 “역사와 미래는 다른 바구니에”를 주

장하며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지지 

 

  (2) 버텀업 방식의 단계적 중층적 해법의 모색 

 

    o 한일관계의 해법으로서의 한일정상회담과 포괄적 패키지 방안 

     - 김대중-오부치 한일 두 정상은 「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

(1998.10.8)에서 11개 항목의 핵심내용과 그 속에 2002년 한일월드컵 협력, 한일

포럼·역사공동연구, 범죄인인도협정, 사증제도 간소화, 일본대중문화 개방 등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발표  

     - 한일관계의 장애물로 종군위안부나 강제동원피해자와 같은 과거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및 외교,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도 각종 대립과 갈등이 전개되

며 과거사 문제를 증폭시키며 악화시키고 있어 포괄적 해법으로 해결이 될지 실

효성에 의문 

     - 무엇보다 근년 들어 한일 간의 역관계가 변하고 있어, 새로운 포괄적 해법을 마

련한다고 해도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다대 

     -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당시)를 만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은 과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요구하며 난색을 표명 (2010.11.10.) 

 

    o 병행론에 따른 단계적 중층적 해법의 모색이 필요  

     -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톱다운 방식의 포괄적 패

키지 해법의 시도로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이 어려워 여전히 기존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 존

재 

     - 한국의 차기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간에 톱다운 방식의 새로운 포괄적 해

법을 마련하려고 하기보다는 버텀업 방식으로 단계적이고 중층적인 해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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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최종단계에서 한일 정상 간에 ‘제2의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 

     - 그런 점에서 과거사-현안 분리의 병행론을 기본원칙으로 해 나가되, 단계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2. 병행론의 세 가지 접근법 

 

    o 키신저는 미국예외주의와 중국예외주의를 언급하며, 국제현안에 대해 미국식 ‘문제

해결’ 방식과 중국식 ‘갈등관리’ 방식이 있다고 분석6 

     - 한일관계의 경우, 문제 봉합/해결(종군위안부, 강제동원배상, 방사능오염수 방류, 

수출규제 등)과 갈등관리(독도, EEZ, 어업협정 등)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 가

능 

 

    o 설사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병행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거사는 물론 현안들의 

조기 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 

     - 병행론에는 구동존이, 구동제이, 확동축이의 세 가지 방법이 존재 

 

  (1) 구동존이(求同存異)  

 

   o 정의: 갈등요인을 인정(Agree to disagree)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아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갈등요인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 

 

   o 평가: 종군위안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임박한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일

본전범기업 압류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때문에 당면한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존

이(存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2) 구동제이(求同除異)  

 

   o 정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갈등요인도 제거해 나아가는 방법 

 

   o 평가: 과거사 문제, 특히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일본 측이 동의하지 않

고 있어 ‘제이(除異)’가 어려운 상황 

         - 특히 일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국민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민

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논리를 전개 

 

  (3) 확동축이(擴同縮異) 

 

    o 정의: 공동이익을 소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넓혀나감으로써 상대

적으로 갈등요인의 비중을 줄이고, 이와 함께 갈등요인을 줄여나는 노력을 병

행함으로써 이견을 더욱 축소하려는 방법 

 

    o 평가: 과거사와 경제·안보의 분리가 필요하지만, 과거사 해결[除異]이 어렵고, 그

렇다고 과거사를 그대로 방치[存異]해서는 양국관계의 조기개선이 어렵기 때

문에 공동협력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과거사문제의 해결도 병행하

는 것이 바람직 

                                           
6 Henry Kissinger, World Order, Penguin Books,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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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문제(특히 종군위안부, 강제동원피해자)가 진전된다면, 한일관계의 악

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가능! (다만, 동해 표기, 독도 영유권, 제7광구 개발권, 

EEZ 등미해결과제는 존속) 

 

 3. 확동축이의 모색과 3段階 中層的 出口戰略 

 

  (1) 확동축이의 전제: ‘외교적 타협’과 ‘국민감정 회복’의 동시추진 

 

    o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의 교훈: 양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기존의 입장차이를 근본적으로 좁히지 못한 채, 현실정치의 수요

를 위해 급히 합의를 도출 

     - 그 결과 소녀상 처리와 합의 자체의 국제법적 효력이 새롭게 쟁점화되면서 양국 

간의 여론과 국민감정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작용을 초래7  

 

    o 국제법의 새로운 이념 도입과 국민감정을 고려한 타협가능한 절충안의 모색 

     - 국제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국의 주장을 불합리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보다, 그 구성논리를 해체하거나 이해해 봄으로써 양국간 국민감정의 회

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8  

     -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미일화친조약의 개정

(1854~1907) 및 소일공동선언(1956)의 개정 시도는 물론, 북일 평양공동선언

(2002) 위반, 미일 후텐마기지 이전협약(2002) 위반, 군함도의 2015년 세계문화

유산등록 때 ‘강제동원’ 명시를 조건으로 한국 지지를 얻은 뒤 ‘차별적 대우를 받

지 않았다’고 기술해 약속위반   

 

    o 외교적 타협의 한계: 본말전도에 적반하장 

     - 본질: 문제의 본질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체제 불완전성의 출발점(식민지 지배의 합법 vs. 불

법)   

     - 파생: 한일청구권협정(1965)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해석 차이, 한일 일본군 위안

부 합의(2015)의 효력과 절차적 합법성 문제 및 대법원 판결(2018)과 한국 법

원의 판단 불일치 현상의 배경  

     - 일본측이 본질문제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어 완전한 제이[除異]

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안에 따라 제이[除異]와 축이[縮異]의 동시추진이 불

가피 

  

  (2) 3단계 중층적 출구전략 

 

    o 일방적 관계(비대칭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대칭적 관계)로 변한 지금, 확동축이

의 여건이 마련 

     -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상교통로 안전,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에서 협력이 긴요 

     - 확동축이의 방법으로는 △한일 당사자 해결, △미국의 중재를 통한 양국 화해와 

협력, 그리고 △ 미국의 참여를 통한 다자협력 등이 가능 

 

   o 제1단계(단기) 상황관리 

                                           
7 리팅팅, “한일관계의 외교적 해법 모색”, 『한겨레신문』, 2021 년 10 월 18 일. 
8 리팅팅,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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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리더십 교체기에는 정치인들이 자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

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기 쉬운 여건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10월말 중의원 선거가, 한국은 내

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본격적인 외교 교섭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

라고 전망 

    - 일본 제101대 기시다 내각의 출범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그리고 2022년 3월 

한국의 대통령선거 및 5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나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o 제2단계(단기~중기) 협력확대 

    -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의 동시이행도 가능9 

    -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항행의 자유(FOIP) 안전 및 

보장,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등에서 협력을 강화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한미일 3자 북핵 수석대표 회동 외에, 차관급 안보

회의( 및 장차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내각 국가안전보장국

장 모임) 정례화, 민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경제계 협의회 등을 조직하면서 논의를 

시작 

 

   o 제3단계(단기~장기) 국민화해 

     - 코로나 19사태의 진정에 따라 양국민 간의 격리면제기간 단축 및 비자면제협정

의 복원을 적극 추진 

     - 코로나 19사태의 진정 이후 젊은이들의 상호방문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교

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범위를 넓여 나가 양국 국민감정의 해소 분

위기 마련 

 

Ⅲ. 한일관계의 변수들과 정책고려사항 

 

 1. 한일 국력차이의 축소: 1998년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 변화 

 

  (1)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한류 

 

    o 경제력 격차축소와 경제적 상호의존 

     - 한일 경제력 격차축소(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 31,497달러, 

일본 40,146달러로 81.2%수준이며, 인구를 감안한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

조8,067억 달러(인구 5,177만 명), 일본이 5조 3,781억 달러(1억 2,575만 명)로 

33.6% 수준10  

     - 경제적 상호의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역설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의 상호의

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는 바, 양국관계는 한국의 대일의존에서 차츰 상호의

존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악화된 국가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관계는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11 

      ※2020년 한일은 쌍방이 무역총액 기준 3위의 교역국(한국의 대일 수출/수입 비중

                                           
9  사토 마사히사( 佐 藤 正 久 ), 김현기, “ 차 기  정부, WTO 제소 철회하면 일본 수출규제 바로 풀 것”, 

『중앙일보』, 2021 년 11 월 11 일. 
10 이명찬,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역전』(2021), 기미야 타다시, 『일한관계사』(2021) 
11  김양희,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 2 년의 평가와 과제」, 『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1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년 8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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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5년 27.2%/37.4%에서 4.9%/9.8%로 급감, 중간재·자본재·소비재의 총수입 

비중(1988년→2020년)은 각각 65.2%→12.8%, 25.6%→15.7%, 22.0%→4.0%로 

격감) 

     -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금년 9월 22일 발표한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이 세계5위, 아시아1위를 차지한데 비해, 일본은 세계13위, 아시아4위를 차지. 

  

    o 민주화: ‘민주주의 지수’, ‘세계언론자유도’ 등  

     - 국경 없는 기자회(RWB)의 180개국 「 2020년 세계언론자유도 」 (2020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2위, 일본은 67위를 기록 (참고로 미

국은 45위, 중국 177위, 북한 180위)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 2020년 민주주의지수 」 (Democracy 

Index 2020)에 따르면, 한국는 전년도와 같은 23위, 일본은 24위에서 3계단 오

른 21위로 모두 온전한 민주주의국가(Full Democracy)로 평가(2021년 2월 3일 

발표)  

     - 유영수,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2021): 정치권의 눈치 보는 사법부, 개인

보다 집단이 우선되는 사회, 정체되어 있는 일본정치 

 

    o 소프트파워(한류):  

     - 일본문화의 갈라파고스화 현상과 한류(Hallyu)의 글로벌화- 영화(기생충, 미나리), 

드라마(킹덤, 오징어게임), 음악(BTS, 블랙핑크) 등 

     -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문화 열풍: 일본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 급증, 오사카 소재 코리아국제학교(KIS)에 K-Pop학과 신설 등 

 

  (2) 국방력 격차의 해소 

 

    o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순위(Global Fire Index): 2021년 한국 6위, 일본 5위  

 

연도 
미 

국 

러시

아 
중 국 일 본 북 한 한 국 

2016 1 2 3 7 25 11 

2017 1 2 3 7 23 12 

2018 1 2 3 8 18 7 

2019 1 2 3 6 18 7 

2020 1 2 3 5 25 6 

2021 1 2 3 5 28 6 

<출처>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

previous.asp 

 

 

    o 국방비: 2021년도 국방비 한국(5조 880억￥)≒일본(5조 1,235억￥) 

     -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한국 2.64%, 일본 1.0%이내  

     - 장비개발비·유지비 vs. 인건비·식비: 한국(61% vs. 39%), 일본(57% vs. 43%)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asp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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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군사위성 수: 일본 7개, 한국 4개.....한국의 GSOMIA 파기 배경  

     - 일본방위성은 북한이 2021년 10월 19일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11월 9일 “우주공간의 물체를 오인했다”면서 1발이었

다고 잘못을 인정(당시 한국국방부는 1발이라고 발표) 

     - 이에 앞선 2019년 8월 24일 일본 방위성은 한국 국방부의 ‘단거리 발사체’ 발표

보다 26분 먼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고 단정해 발표했으나, 다

음날 『로동신문』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해 일본

의 오류를 폭로12 

     - 이것은 국내 일부 전문가의 비판과 달리, GSOMIA의 필요성이 한국보다 일본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이 중기국방계획에 따라 군사위성 수를 7개까

지 늘리면 더욱더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정보 필요성은 감소 

 

 2. 한일 국가전략 목표의 차이: 한반도 현상변경 대 현상유지 

 

  (1) 한국: 현상변경  

 

    o 1965년 체제의 개편: 한일 국력 대격차에 따른 불완전한 한일조약 

     - 1965년 체제: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 4개 협정이 오

늘날 양국관계의 토대가 된 데서 기인 

     - 하지만, 당시 한일기본조약 등은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

정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는 데서 한계가 존재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개개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

법원의 배상 판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o 분단상황의 극복: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 2차 북핵위기 때 일본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6자회담이 열렸지만, 정작 일본은 의

제 밖의 납치문제를 꺼내며 ‘2.13합의’를 어기며 중유 20만톤을 끝내 제공하지 않

아 6자회담 결렬의 빌미를 제공 

     -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한미군사연습 연

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

                                           
12 조성렬, “GSOMIA 종료 계기로 국가안보전략 다시 짜야”, 『국민일보』, 2019 년 8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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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자 아베 총리가 급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

게 납치문제의 선해결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려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 

     - 금년 10.19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일본측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피력   

 

  (2) 일본: 현상유지  

 

    o 현재의 국제질서 유지 선호 

     - 일본은 미국이 ‘지역통합전략’에 따라 일본을 핵심파트너로 하고 한국, 대만 등이 

참여시켜 동아시아지역의 냉전을 관리하는 미국주도의 반공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지를 선호 (← 미중 및 중일 수교, 한러 및 한중 수교로 정세변화) 

     - 일본은 한일관계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연장으로서 일본 우위의 ‘1965

년 체제’의 유지를 선호 (← 1인당 명목GDP와 화력지수 등 경제 및 군사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바짝 추격 중) 

   

    o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처 

     - 일본은 유엔안보리 결의(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모든 탄도미사일 

금지) 준수만을 되풀이하면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는 모든 핵과 ICBM·IRBM만을 중지시키는 조건으로 MRBM, SRBM에 대해서

는 불거론)     

     - 국내정치 중시태도: 북한 핵미사일의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계기로 일본인납치문

제를 국제이슈화하는 데 골몰 

    

    o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 대한 전략비전 미비 

     -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동북아질서에 대한 전략적 비전 마련에 미비   

 

  (3) 한일 공동의 이해관계  

 

    o ‘미국 없는 동아시아’를 상정할 때, 한일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 한·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중 갈등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대미 구애 경쟁에 휘말려 ‘동맹의 연루 딜

레마’에 빠질 공산이 커져 미·중 대립구도에 끌려가게 될 위험성이 존재 

     - 일본이 QUAD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도로 앵글로

섹슨 중심의 미·영·호 3자동맹(AUKUS)를 추진 (*Five Eyes plus 확대는 검토중) 

  

    o 한국은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정세를 안정화시킨 뒤 대외발언력을 강

화한다는 전략 구상이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중단에 봉착 

     - ‘국가핵전략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 및 대외행보 변화에 주목할 

필요 

 

 3. 한일 청년층의 상호 인식변화 

 

  (1) 한일 국력축소에 의거. 기성세대(재특회)와 젊은이들(대등한 국가)의 인식 

 

   o 기성세대의 두 부류  

    -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일본 우익인사: “일본에는 혐한서적이 판치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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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반일서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고 물었더니 “反日서적은 재미가 없다!”(反

日은 있는데 嫌日은 없다?, 한국이 반일하는 이유는 혐일을 위한 게 아니라 克日에 

있기 때문)  

    -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 “재일 특권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으로, 이들에게서 한

국의 부상에 따른 또 다른 차원의 피해의식이 내포 

 

   o 젊은층: 한국을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는 한류의 영향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해 문화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  

 

  (2) 한류에 따른 일본인의 한국 선호도 증가 

 

    o 한국측 조사: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상대국에 대해 갖게 된 인상 

     - 한국측: 67.0%가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한 반면, 1.6%가 나쁜 인상을 받는다고 답

변 

     - 일본측: 81.2%가 좋은 인상을 준다고 답변한 반면, 2.0%가 나쁜 인상이라고 답변 

     * 한국, 일본 각각 31.3% 및 14.8%는 ‘모르겠다’, 0.1% 및 2.0%는 ‘무답변’ 
 

<출전> 손 열 “한일관계개선: 여론조사결과분석(한국

측)”,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 공동주최 

제9회 한일미래대화, 2021년 10월 19일. 

 

 

    o 일본측 조사: 한일관계가 상대측 대중문화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일본측: 64.6%가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18.0%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 

     - 한국측: 32.4%가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49.5%는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 

     * 일본, 한국 각각 16.2% 및 18.1%는 ‘모르겠다’, 1.2% 및 0.0%는 ‘무답변’   
 

<출전> 工藤泰志, “韓日關係改善: 世論調査結果分析(日本

側)”,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 공동주최 

제9회 한일미래대화,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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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내 일제 피해자들의 점차적 사거 

 

    o 한국의 ‘피해자 중심주의’ 여건의 점진적 변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13명, 강제

동원피해자 150여 명 등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들이 돌아가심에 따라 ‘피

해자 중심주의’를 유지했던 한국 내 여론 환경이 변화 조짐 

 

    o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의 분석,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학도병, 노

역 등에 강제동원된 인원은 782만 명(중복 동원 포함)이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

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한 국외동원 피해자

만 21만 8,639명으로, 일본기업에 동원된 노무동원피해자는 최소한 14만 8,961명. 

이 가운데 손해배상소송에 참여중인 사람은 1,043명에 불과13 

 

Ⅳ.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1. 확동(擴同): 한일 양국 및 다자간 협력의 모색 

  

  (1) 상호규정의 정상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양자, 다자간 협력 (한국=일본) 

 

   ① 한일 양국의 가치관 공유 명확화 

 

    o 일본은 『외교백서』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

는 중요한 이웃나라(2013, 2014)”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2015)”,“전략적 이

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2016, 2017)”로 가치와 체제공유 인식이 점

차 약화 

     -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판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관계”만 언급됐고, 2019년판

에는 언급조차 없었다가 2020년판에 ‘원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회복 

 

    o 한국도 『외교백서』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2014, 2015, 2016)라고 규

정했으나, 2017년판에는 특별한 평가가 없었고, 2018년판엔~ 2019년판엔 ‘이웃국

가’로 격하했다가, 2020년판엔 다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격상 

     - 반면, 『국방백서』는 2018년판까지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

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했으나, 2020년판에서는 ‘이웃국

가’로만 표기 

 

    o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의 공동이익, 특히 시장주의·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서 출발 

     - ‘한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한국국민과 일본국민에게 설명할 논리이자, 

또한 상대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서 ‘기본 가치의 공유’라는 인식이 중

요14 

 

   ②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13 “일제 강제동원 소송 ②: 0.7%만 소송...“전쟁범죄 시효 폐지해야””, 『연합뉴스』 2021 년 10 월 29 일. 
14  오코노기 마사오, 이노구치 다카시, 문정인,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전문가 좌담”, 『한겨레신문』 

2015 년 6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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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일 양국은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추진함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공

간을 넓여나가는 노력을 진행 

     -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는 양 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민 차원의 공감대가 어

우러진 국제행사로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   

 

    o 미중관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충돌을 피하고 해상교통로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태평양 질

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협력  

     - 브레진스키는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 없는 동아시아’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적 선택지로 △중화체제로의 편입, △한일간의 협력의 두 가지를 제시15 

     * 일본은 QUAD를 통한 대중국 견제에 나선 데 비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모색하고 있어 접근방식에 차이가 존재 

   

    o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Democracy Summit)에서 한일 

협력은 물론, 영국이 제안한 ‘G-7을 D-10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일본정부가 전향

적으로 동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아울러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CPTTP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의 

가입(아직 미신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시장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한일간의 협력

이 긴요 

 

  (2) 글로벌공급망 개편과 CPTTP 가입 문제 (한국<일본) 

  

   ①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한일 경제협력16 

 

     o 2020년 기준 한일 양국의 무역총액은 모두 3위를 기록 

     - 한일국교가 수립된 1965년~2020년 사이 한국의 대일 수출/수입 비중은 27.2%/ 

37.4%에서 4.9%(5위)/9.8%(3위)로 급감 

     - 일본의 경우는 2.2%/0.5%에서 7.0%(3위)/4.2%(5위)로 증가  

 

    o 일본정부의 자국내 공급망 확보정책과 달리, 한일 기업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차원

에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의 양국 기업간에도 경제협력이 진행  

     - 한국경제의 발전으로 양국의 기업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역설적으

로 전략적인 경쟁관계가 아님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판명 

     - 다만,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기술이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이라면 내재화 불

가피 

 

    o 일본 정부는 자국의 취약한 반도체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가한 바 

있는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대만-미국 연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 TSMC 및 MICRON의 일본 투자에 거액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공급물량 

확보(반도체 글로벌공급망의 일본 내 구축)에 나섰으나 WTO 위반 가능성도 거론 

 

   ②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TP)과 한일 경제협력 

                                           
15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Basic Books, 2012. 
16 김양희, 앞의 글, pp.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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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 후 한국도 CPTTP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비공식협의를 

진행 

      (미국은 CPTTP 가입에 대해 아직도 유보적인 태도) 

 

    o 한국 내에서는 양자FTA 체결과 RCEP 가입으로 굳이 CPTTP가입이 필요하지 않

다는 의견과 CPTTP가입에 따른 추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가입신청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 

 

     *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5.4%로서 전체적으로 제3위의 교

역국 

 

   ③ 한미일 3자 경제협의회의 구성   

 

    o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제33차 한미 재개회의(2021.11.9.)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한미일 3자의 경제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 

  

    o 한미일 3자의 경제계 협의체의 주목적은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확보, 탄소중립

의 실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협력 등의 모색  

 

  (3) 해상교통로의 자유항행과 안전 (한국=일본) 

  

    o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정책과 QUAD 참여에 비해,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정책에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조직적인 

참여에는 유보적인 태도 

     - 2019년 6월30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

내 협력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21.5.21):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

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지역 유

지를 약속 

 

    o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해상교통로에서의 정보 공유, 군수 상호지원, 다국간 연합훈

련 

     - 한미일 등 공동참가의 다국적 군사훈련: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미국 주도로 태

평양 연안국 해군 간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RIMPAC 훈련,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공동참가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GSOMIA

에 입각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도 가능하나, ACSA를 통한 협력

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o 남중국해의 분쟁방지를 향한 중국-아세안 행동규범17의 전례로, 제주도 남방해역

                                           
17 2002 년 11 월 중국-아세안, 남중국해의 「행동선언」에 서명. 2013 년 9 월 행동규범의 책정을 위한 협의 

개시, 2016 년 7 월 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주장을 부정, 같은해 8 월 2017 년 중반까지 

행동규범의 기본틀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데 일치, 2017 년 8 월 기본틀을 승인, 11 월 조문 책정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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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키나와 해역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한중일 행동규범의 제정 필

요   

     - 중국-아세안 행동규범의 3대 쟁점: ①역외국과의 자원개발·군사연습, ②적용범위

(파라셀제도·스카보로암초 포함), ③행동규범의 법적 구속력    

     

  (4)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본 참여 (한국>일본) 

 

   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일 안보협력 문제 

 

    o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정보 공유 

     - 한국측의 정보자산 확충에 따른 일본 정보자산 의존도 약화(GSOMIA종료선언 당

시 한국은 다목적 위성 3기, 일본은 7기, 그 뒤 한국은 2020년 7월 군통신위성 1

기를 발사했으며 향후 감시정찰위성(425사업: SAR위성 4개, EO/IR위성 1대)과 조

기경보위성도 확보해 총 7기의 전용 군사위성을 운영한다는 계획) 

     - 최근 일본방위성이 잇달아 북한의 장거리방사포, SLBM 시험발사에 대한 정보판

단 오류로 한국의 군사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의사 

표명  

 

    o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방식 차이 극복이 과제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21.5.21): 북한문제, 공동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가치 

지지, 규범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 

     - 한국: 핵프로그램과 ICBM·IRBM의 폐기는 남북미 3자협상에서 다루고, SRBM·

MRBM은 남북 및 북일 협상에서, 납치문제는 북일협상 등으로 분리해 해결하는 

것을 지향 

     - 일본: 유엔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핵프로그램 및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뿐만 아

니라, 납치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을 주장  

      * 일본은 한때 납치문제⇄관계정상화 구도를 가졌으나, 북한 핵·미사일 부상으로 대

북 지렛대가 부재하자 포괄적 해결로 선회 

     - 한미일 3자 북핵 수석대표회담에서 한미가 공조한다면 일본측의 태도변경에 도움

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의 대북협상전략이 훼손될 위험성도 

내포 

 

   ②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본 참여 문제  

 

    o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 참여 문제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미군

사연습을 연기하지 말도록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

했으며, 이후에도 일본은 ‘볼턴-야치 합의’를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18 

  

   o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역내 질서의 현상변경을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보다

는 남북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훼방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다

                                           

개시하기로 합의, 2019 년 11 월 2021 년까지 책정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일치, 2021 년 8 월 중국-아세안 

외상회의에서 서문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讀賣新聞』, 2021 년 10 월 27 일. 
18 길윤형, 『신냉전 한일전』, 생각의 힘, 2021, pp.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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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문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의 통화, 서 훈 국정원장의 대일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구했으나 사실상 거부  

 

    o 한반도문제에 대한 현상유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에 직접 참여시키기보다는 한미일 3자 협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통해 남북일 3국 협력을 도출하자는 제안

도 있으나, 일본의 한반도 현상유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히려 방해자 

역할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③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o 한국인들의 인식과 달리, 일본 국내여론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정치적으로 매

우 주요한 이슈인 것이 사실 

     - 한국 및 북한에서는 일제 식민지통치 및 전쟁도발에 따른 강제동원피해자가 압도

적인  다수라는 점에서 일본측이 제기하는 납치문제를 간과하는 경향 

 

    o 일본은 6자회담 당시에도 ‘2.13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제 밖의 납치문제를 제기하

면서 약속된 중유 20만톤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장애를 유발 

     - 2018년 5월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측이 회담 의제로 납치문제를 올리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 

 

    o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일관계 정상화

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북측에

게 제기하는 등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  

 

  (5)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한국>일본) 

 

    o 기시다 후미오 새 내각이 출범했지만, 단기간 내 경색된 한·일 양국 간에 국가 차

원의 관계개선이 어려운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된 양국 민간교류 회복

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한일 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비자면제협정을 

복원시킴으로써 2017년의 1,000만인 교류의 시대를 재현   

 

    o 한일 대학 간의 학점 교류 사업,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을 통한 상대국 문화체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간의 화해를 위한 기반을 구축이 필요   

 

 2. 한일 갈등의 해결 모색: 축이(縮異)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o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배출되는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물질을 제

거한 뒤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금년 4월에 결정 

     - 한국과 중국은 정화처리 후에도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 

     - 일본은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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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제관행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표명 

     - 일본정부는 IAEA의 2013년 권고에 따른 후쿠시마 주변 해양 모니터링 작업(바

닷물, 해저토양 시료채취, 후쿠시마 수산물 확보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AEA환경연구소 전문가들 외에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이 참여

(2021.11.9~12) 

 

    o 외교적 대응(또는 국민감정에 올라탄 무조건 반대)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냉정한 대응이 바람직 

 

   (2) 종군위안부 및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o 기본방향: ‘기존 합의의 존중’ 표시 및 ‘일방적인 상대 모욕주기’ 중단  

     - 기존 합의의 존중: 소에야 교수는 한국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국이 한일기본조약을 거부한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

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인정 위에 특정사안에 대해 타협 모색”할 것은 제

안  

     - 상대 모욕주기의 중단: 일본정치인이 쓰는 “국제법 위반 상태”라는 말은 마치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나, ‘위반’의 의미는 △국제법의 금

지행위를 한 것(violation)과 △서로의 내용이 충돌된다는 것(conflict)의 두 가지 

중 후자를 가리키는 데도 자국민에게는 교묘하게 전자로 인식하도록 호도19 

 

    o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배상 관련한 행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 

     -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 협의에 나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

의를 채택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를 외교부에 설

치하였으며, 그 해 12월 ‘피해자 중심 접근’에 근거하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TF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 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공

식합의였다고 확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인정  

     - 이에 반발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한국정

부가 일본정부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20에 회부할 것을 요구 

 

    o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3가지 대안: 국내법과 국제법 충돌의 해소21 

     - 일본에서 일제 조선인 징용공의 공소제기에 대해 오사카지법(2001), 오사카고법

(2002), 최고재판소(2002) 모두 기각 

     - 피해자들은 2005년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2008), 서울고등

법원(2009)을 거쳐 2012년 5월 대법원(1부)에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19 박배근, “기조발표문: 변환기의 한일관계- 새로운 해법의 모색”, 한일친선협회중앙회, 2021년 11월 19일. 
2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고문  및 그밖의 잔혹, 비인도, 굴욕적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 CAT 는 2013 년 5 월 일본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에서 “ 일 본 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데 이어, 

2017 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치 

않다”면서 한일 정부의 2015 년 위안부 합의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 『연합뉴스』 2021.10.26. 
21 위성락, “차기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징용문제”, 『중앙일보』, 2021 년 9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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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파기환송을 판결⭢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의해 대

법원 판결 지연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 재상고심(전원합의제)에서 일본전범

기업들에게 배상을 결정함으로써, 한일청구권협정(국제법)과 대법원 판결(국내법)

간의 충돌이 발생   

     - 첫째,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代位辨濟)해 준 뒤 일본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으로,22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셈이고 일본정부는 한

일협정을 이유로 구상권을 부인할 여지를 부여 (← 일단 일본정부는 이 방안을 거

부) 

     - 둘째,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국제법적 해결절차를 통해 국내법

과 국제법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23  

     - 셋째, 국내입법으로 한국측이 대신 배상할 근거를 만드는 방안으로, 대법원 판결

은 국내 입법으로 대신 충족되고 국제법인 한일협정은 유지(문희상 안과 유사) 

 

   (3) 동해 표기 문제 

 

    o 한국의 단중기 전략: 동해/일본해 병기 

     - 국제 출판물 및 주요 해외언론에서 동해 표기율은 2000년대 초반 2%에서 현재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20.11. 제2차 IHO 총회 때는 S-23(일본해 단독표기 포함)이 현재의 디지털 환

경에서 효과적인 표준으로 더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S-23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바다 명칭보다 고유식별번호로 표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전까지 S-23은 ‘출판물 중의 하나로만 남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o 일본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해’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제2차 IHO총회에서 

회원국들이 S-23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왜곡 

     - S-23의 지위 격하 및 S-130(동해/일본해 병기案)의 조속한 개발 이전까지는 각

국의 정부와 지도제작사, 출판사 등과 접촉해 ‘동해 표기’ 또는 ‘동해/일본해’ 병기

안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중요   

 

    o 장기적으로 통일된 용어의 사용 필요: 

     - 한국(동해), 북한(조선동해), 일본(일본해)→장기적으로 靑海, 平和海 등으로 합의 

     - 애국가의 ‘동해’는 어찌?: 국내적으로는 자국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되, 국제적으로 

새로운 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 

 

 3. 한일 갈등의 관리: 존이(存異) 

 

  (1) 독도영유권 문제  

 

    o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 

                                           
22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징용문제, 대위변제로 문 대통령 임기 내 해결 가능”, 『연합뉴스』, 2021 년 

10 월 15 일. 
23 小此木政夫, “韓米日の協力方案と北朝鮮問題”, 『韓半島を巡る國際情勢の展望セミナ-』, 駐大阪總領事館・

立命館大學東アジア平和協力硏究センタ-共同主催, 2021 年 10 月 12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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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독도방어훈련’ 실

시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영해 침범 및 극우단체의 독도상륙 시도 등 도발에 대

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 일본이 물리적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약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물리적 행동에 나서 탈취하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군사대응에 한계를 느낀 

일본정부나 우익단체가 자국내 악화된 여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

도 배제 불가 

 

    o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 일본은 2004년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

고 있다’고 게재하고,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 2008년 문부과학성아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

서 발표한 뒤 2011년 이를 명시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 

     - 2011년부터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기 시작 

 

    o 대응방향: 영토 주권을 강화하면서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 

     -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2005년 3월 일반인의 독도 방문 

허용하고, 2010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2005년 경북도 의회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선포) 

     -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와 중·러 공군기의 KADIZ 침범 및 일본측의 도발에 대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 중이며 대구, 포항⇄울릉 간 50인승 항공

기 취항 예정이며, 이른바 ‘불침항모’ 개념으로 동해 해상이나 독도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군사용으로도 이용이 가능 (cf. 흑산공항, 백령공항)   

     - 1986년부터 실시된 훈련은 동방훈련(1996), 전단기동훈련(2004), 독도방어훈련

(2008)으로 명칭이 바뀌며 실시됐다가 2019년 ‘동해영토수호훈련’ 이름으로 대규

모로 실시  

 

   (2)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군사적 마찰 문제 

 

    o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2월 20일 일본자위대의 P-1 초계기

가 우리측 EEZ에서 운항중인 구축함에 대해 저공 위협비행을 감행하자 우리 해군

이 사격레이더를 조준하는 일이 발생 

     - 이후 2019년 1월 18일, 1월 22일, 1월 23일 잇달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

정에 대해 근접비행을 되풀이하면서 긴장을 야기 

<그림> 일본 초계기의 한국군함 위협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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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본자위대 초계기와 우리 해군군함 사이에 군사적 긴장의 발생원인에 대해 공개

된 바는 없으나, 사건발생 해역의 위치로 볼 때 한일간에 미합의된 배타적 경제수

역(EEZ)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 유엔 

국제해양법 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법이 1996년 9월 10일에 발효되면서 한일 

간에 EEZ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미타결  

 

    o 상호 위협행동을 자제하면서, ‘EEZ획정 때까지’를 상정해 「공동행동규범」을 작

성 

     - EEZ획정 협상은 현재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어느 일방의 양보가 쉽지 않으므로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GSOMIA종료 및 유예와 White List 재포함 

 

    o 일본측이 2010년 10월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후방지원활동에 필요한 군사정보와 

군수지원의 보장장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및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제안 

     - 2012년 6월 GSOMIA법안이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언론에 공개되자 즉각 

취소되고, 그 대신에 ‘미국’을 포함하고 ‘군사’라는 용어를 뺀 채 미군을 통해 간접

적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가 2014년 12월에 체결 

     - 2015년 10월 나카타니 방위상(당시, 현 총리 인권보좌관)이 “한국의 유효 지배영

향이 미치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며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들어갈 때 한국 동

의가 필요없다는 발언으로, ACSA 추진은 보류 

     -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재추진되어 2016년 11월 GSOMIA가 발효 

<표> 한미일 정보보호약정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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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일 
체결주

체 

공유범위, 

수준 
유효기간 및 종료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TISA) 

2014.2.2

6 
국방부 

북한 

핵‧미사일  

비밀정보 

사전에 

서면통보일까지 유효 

(통보 다음날부터 

종료)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

MIA) 

2016.11.

23 
정 부 

군사정보 

2,3급 

1년간 유효하며, 

종료시 90일전 

서면통보로 종료 

 

 

    o GSOMIA 종료 통보 및 효력정지: ‘한국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에 문제제

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 

     - 일본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안보우호국에 수출간소화 절차를 

취하는 ’백색국가 목록(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도발을 자행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GSOMIA 종료 통보

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 

 

    o 당분간 종료 효력정지를 유지하되, 일본정부가 안보적 신뢰회복의 징표로서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재포함시킬 경우에 완전한 GSOMIA를 복원    

 

Ⅴ. 맺음말: 한일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만들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일관계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일관계에는 강제동원피해

자, 종군위안부와 같은 과거사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당면한 경제협력 및 외교

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100대 및 제101대 총리로 자민당 내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코치카이[宏池

會] 회장인 기시다가 집권한 데다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한일포럼의 

멤버이면서 현재 일중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코치카이[宏池會] 좌장 하야시 요

시마사(林芳正) 의원이 외상에 기용되면서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

다.24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개헌 및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공론화, 41석을 차지한 일본유

신회의 제3당 등극 등으로 오히려 한일 간에 영토·주권 문제로까지 갈등이 확대될 위험

까지 있다. 

  오코노키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에 따르면, 한일관계는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불

완전한 ‘1965년 체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여전히 불완전하나마 진전된 ‘1998

년 체제’로의 이행을 모색했다. 하지만 2002년 북일 국교교섭의 실패와 2005년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1998

년 체제’는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4 『讀賣新聞』 2021 年 11 月 6 日은 하야시 의원의 외상 기용에 대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국·러시아 등과의 현안 등 외교과제가 산적한 상황”

에서 “이들 과제에 더 강력히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8 년 3 월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로 가르치라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을 확정·고시했을 때 그가 문부과학상이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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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와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로 봉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대

법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판결(2018.10)과 한일화해치유재단의 해산(2018.11)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통화스와프 연장 거부로 한국을 압박해 오던 일본정부는 

위 판결과 조치가 있자 반도체 3개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했다. 이

에 맞선 한국는 WTO제소, GSOMIA 종료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처럼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일각에서는 1998년 체제의 시

발점이 되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되돌아가자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미 

국제환경의 변화(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재화, 한일 국력격차의 

축소 등)로 인해 단순한 회귀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8년 체제의 의미도 의문시되어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병행론 및 단계별 출구전략

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영토·주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공

통점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확동축이(擴同縮異)전략의 추진을 통해 한일관계

의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상황관리-문제해결-국민화해의 단계별 중층적 출구전략을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강제동원피해자, 종군위안부(성노예), 동해, 독도 등 용어나 개념 사용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라야 말

이 바르게 되고, 말이 바라야 일이 바르게 되며, 일이 바라야  관계가 바르게 된다”고 말

씀하셨다.25  올바른 한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처리를 바르게 해야 하고, 일처리를 바

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르게 해야 하며, 그 출발은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끝> 

 

  

                                           
25 논어 제 13 편 자로편,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藝樂不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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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1. 이장희 박사(한국외대 명예교수)  

총평:                                                               

1)복잡한 한일관계 갈등 배경을 일제시대부터 가장 최근(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이쓔 별로 잘 분석하여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여,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세심하게 분류하여 제시한 논문.  

2)한일갈등의 대응방법으로 크게 연계론과 병행론을 제시함.   

3)연계론은 비군사적 문제를 군사적 현안과 연계함으로써 군사문제를 해결하고,    

4)병행론은 일단 군사분야와 분리하여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적으로 군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5)필자는 병행론에 찬동. 병행론은 다시 세가지로 분류: 구동존이/구동제이/,확동축이/,    

6)확동축이(擴同縮異)는 병행론의 하나로서 공동이익을 소극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적

극적으로 넓혀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갈등요인의 비중을 줄이고 이와 함께 갈등 요인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이견을 더욱 축소하려는 방법인데, 현재 한일이 일방

적 관계(비대칭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대칭적 관계)로 변했다고 보고, 확동축이의 여

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 

7)확동축이를 3단계 출구전략으로 세분: 제1단계: 상황관리, 제2단계: 협력관계, 제3단계:

국민 화해.   

8)본고는 한일관계의 변수들과 정책고려 사항을 모두 제시한 점은 대안제시에 신빙성을 

갖게 함. 한 예로 한일국력 차이의 축소, 한일 국가전략 목표와 차이, 한일 청년층의 상

호 인식변화. 한국내 일제 피해자들의 사망.    

9)한일관계 개선이 논리적으로 당위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시기, 

순서, 방법에 대해서 양국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적시한 것은 타당함. 

문제의 본질과 방법 선택의 어려운 점을 지적한 점도 타당함.    

세부적 평가   

1))확동축이도 중층적 출구전략으로 3단계로 다시 세분함. 

2)확동축이의 전제조건으로 외교적해결과 국민감정 회복의 동시 추진을 제시함. 타당하

다고 봄. 한 예로 2015년 한일 외교부장관 간에 일본군성노예합의에서 양국정부는 현실

정치의 수요 때문에 외교적해결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피해자의 동의와 국민감정 회복을 

소홀히 하여 결국 실패함. 한국인은 정의감 및 공정감이 일본국민보다는 더 강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   

3)일본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변할수록,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된다고 봄. 식민지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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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은 한국인의 확고한 인식이고, 권위있는 국제법률가협회 및 국제기구 의 권고 결

의사항.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태도에 본말 전도에 적반하장이라고 봄. 문제의 본질은 일

본 식민지지배의 불법성, 또 1965년체제의 문제점, 2015년 한일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 문

제점,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일본의 주장은 전혀 타

당성이 없다고 봄.  문제는 한일간의 그 간격을 어떻게 매워 나가는 냐 문제 임. 예리한 

분석. 

4)새로운 한일관계모색에서 擴同으로 한일 양국 및 다자간협력의 모색: 국제무대에서 양

자, 다자간 협력(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국제공헌사업의 공동주최)/글로벌 공급망 개

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지협정(CPTTP) 가입문제, 해상교통로의 자유항행과 안전,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본 참가문제을 제시하였다. 상기 열

거한 사항중에서 한일안보협력문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본인 납치문제해결 등에 한

국. 일본협력은 국민 감정상 실현성이 없다. 한국인의 평화통일의지는 일본납치문제문제 

및 북한인권문제에 일본이 건드리는 것을 수용하 지 못함.   

5)한일갈등해결모색(縮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이 명백히 국제해양법을 위

반한 것임.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일본이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준수해야 함.  일제강제동

원피해자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을 준수해야함..  

정책 제안:   

이 논문은 복잡한 한일관계 갈등을 세심하게 분석한 점에서 그리고 대안제시에서 외교적

해결과 국민감정 회복을 대전제로 한 확동축이(擴同縮異: 공통점을 확대하고 다른 점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병행론)방안 및 3단계 출구전략은 상대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

이라고 봄. 특히 한일경제교류, 문화교류(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 청소년 교류는 

가장 상호 수용성이 강한 분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수 있다고 봄.  

그러나 특히 일제 식민지강점기중에 발생한 일본군성노예문제,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갈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원칙은  일본이 아래 4가지 1)일제식민지 

지배 불법성 인정, 2) 피해자 중심주의 3) 국제인도법 준수 4) 한국인의 현상 변경적 강

한 입장 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논어 도덕경: 기자불립(企者不立), 과자불행(誇者不行)을 상기하고 싶다. 한일관계

에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항상 새겨야 할 글귀이다. (발꿈치를 들면 제대로 설수 없고, 

가량이를 벌이면 제대로 걷지못한다.) <꿑> 

 

 

2. 호사카 유지 박사(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I. 총평 

조성렬 총영사님(이하, 총영사)에 의한 상기 제목의 발제문은 한 마디로 현존하는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고 대단히 유용한 글이라 생각한다. 

총영사는 우선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립되는 견해를 소개했고, 그 다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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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의 방법론으로서 연계론과 평행론을 소개했다. 나아가 평행론으로서 3가지 방법, 

즉 구동존이(求同存異), 구동제이(求同除異), 확동축이(擴同縮異)를 설명했다. 

그 가운데 총영사는 공통점을 확대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축소하려는 ‘확동축이’를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확동축이’전략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평가된다.  

그리고 총영사는 ‘확동축이’로 ‘3단계의 중층적 출구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3단계 

의 중층적 출구전략’이란 1단계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고, 2단계는 협력의 확대이고, 3단

계는 국민 간의 화해라고 총영사는 설명했다. 필자는 3단계는 중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고 하니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한 총영사는 그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한일관계의 변수와 정책 

고려 사항에 관해 상세히 논하였다. 

총영사의 글은 한일관계의 ‘뉴노멀’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총영사는 

일본이 한일관계에 있어 현상유지를 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현상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도 지적했다.  

총영사의 글이 일본의 태도를 현상변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읽힌다. 문제는 

현상변경에 대해 한국 측으로서는 수긍이 가지만 일본 측 입장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담

겨 져 있어 일본 측의 수용여부가 관건이 될 제안이자 전략으로 평가된다.  

Ⅱ. 세부적인 논평 

1. 한일갈등의 대응 방법, 연계법과 병행론 

총영사는 한일 갈등의 대응 방법으로 과거사와 현안을 연계해 해결하려는 연계법보다는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하려는 병행론을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아

울러 총영사는 병행론에 기초한 ‘단계적 중층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총영사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Top-Down 방식의 

포괄적 패키지 해결 방식은 한국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포괄적 패키지 해

결 방식으로 간다면 한국 측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이 어렵고, 여전히 기존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총영사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岸田) 총리 사이에서 bottom-up

식 방식으로 ‘단계적 중층적 해법’을 모색한 뒤 마지막에 한일 정상 간에서 “제2의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만 필자는 양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화해까지는 긴 시

간이 걸린다고 본다.  

총영사는 한일관계를 ‘문제해결’(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배상, 방사능 오염수 방류, 수

출규제 등)과 ‘갈등관리’(독도, EEZ, 어업협정 등)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필자는 ‘문제해결 그룹’에 있는 현안의 문제해결이 거의 어려워서 현재의 한일갈

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총영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27 

 

병행론에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구동제이(求同除異), 확동축이(擴同縮異)의 세 가지 방법

이 존재하지만 총영사는 한일관계는 ‘확동축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확동축이’란 

공동이익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갈등요인의 비중을 줄이고 이와 함

께 갈등요인자체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이견을 더욱 축소하려는 방법을 말한다고 

총영사는 설명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총영사가 지목한 ‘문제해결 그룹’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수출 규제 문제 등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2. 확동축이 모색과 3단층적 출구전략 

총영사는 확동축이의 전제로 외교적 해결과 국민감정 회복의 동시 추진을 주장한다. 

2015년12월에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는 현실정치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서둘

러 합의를 도출한 데 있었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여기에는 국제법의 새로운 이념 도입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타협 가능한 절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일본측 주장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프레임인데 총영사는 그 구성논리를 해체함

으로써 양국간의 국민감정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려면 국제조약은 변경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나, 오히려 일본 측이 한국과의 국제

적 약속을 어긴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필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장해 왔다.  

외교적 타협에는 한계가 있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결국 외교적 타협을 거듭해도 일본

은 언제까지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총영사의 지적이자 필자도 이에 깊이 동의한다. 

일본 측이 본질적인 문제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확동제

이’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제이’와 ‘축이’의 동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총영사

는 지적하지만 일본 우파들의 강경한 태도는 한국 측에 ‘확동축이’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

로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총영사는 3단계의 중층적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그 배경에는 한일관계가 일방적 관

계에서 상호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그래서 ‘확동축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해 일본측, 특히 자민당의 보수 강경파는 아직도 한일관계

가 일본 우위의 일방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쌍방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

식차이가 해결방식의 차이나 일본 측의 방치나 포기로 나타나 있다고 필자는 본다. 

총영사는 3단계 중층적 출구전략의 1단계는 ‘상황관리’라고 지적한다. 이는 주로 상대방

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방지하는 방밥이다. 

제2단계는 협력의 확대다. 이에는 한반도 비핵화, 항행의 자유(FOIP) 안전·보장,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다만 글로

벌 공급망(GSC)의 개편으로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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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으니 한국 측은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본다. 

총영사가 말하는 3단계는 국민 간의 화해다. 코로나19사태의 진정을 통해 양국민의 격리

면제기간 단축 및 비자면제협정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젊은이들의 한일 상호방문 확대

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국민감정 해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총

영사는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총영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측면을 정리해 놓았다. 그것

은 한일 간 경제 격차의 축소나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화 진전 그리고 한류의 세계적 유

행이다. 그리고 한일 간 국방력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영사는 거론했다. 

그 상징으로서 국방비는 2021년을 보면 한국은 5조880억엔으로 일본의 5조1,235억엔과 

거의 같다고 한다. GDP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비중은 한국의 2.64%인데 비해 일본

은 1.0% 이내이다. 다만, 기시다 내각에서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는 문제가 검

토되고 있어 이 점은 일본 측의 방위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대북 정보력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본 측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

일의 수차를 오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정보 역량 부족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어

떤 정책을 펼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현상유지와 현상변경 

총영사는 한일 국가전략 목표의 차이로 한국은 현상변경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 일

본은 현상유지가 목표라고 진단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보수층이 

일본처럼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내 보수파와 진보파의 의견에

는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 측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이 오늘날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관계의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측은 

당시의 한일기본조약 등은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체

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총영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는 다루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도 필자와 의견이 같다. 그러나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일본의 보수

들이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보수파와 같은 의견을 갖는 세력들이 있다.  

또한 한국은 분단 상황의 극복, 즉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0월19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했고 한반도 분단 상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일본은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일본에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어야 일본이 남북을 두고 어부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영사는 일본이 반공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지를 선호하며 일본 우위의 1965년 

체제 유지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일본 보수파는 일본이 패전국가이

자 전범국가라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을 도모한다고 

본다. 즉 일본의 보수세력은 전범국가라는 개념을 변경하고 반공체제라는 측면은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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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자국, 특히 보수강경파에 유리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

다. 

총영사는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보다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에서는 이 양자의 비중이 같다고 본다. 왜

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이 일본에 있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총영사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의 전략비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총영사는 일

본은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왔다며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이후 동북아 질서에 대한 전략적 비전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 대

해서는 총영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자 한다. 

4. 한일 공동의 이해관계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를 상정할 때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총영사는 지적

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저하된다면, 한일은 필연적

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지정

학적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총영사는 한일 청년층의 상호인식 변화와 한일 민간차원의 다양한 변화를 논했는데, 이

들 한일 간의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의 목

표를 양국 정부나 정치차원에 둔다면 사회적인 민간차원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필자는 본

다. 

5. 총영사는 한국 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점차 사망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유지하던 

한국 내 여론환경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변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속단은 금물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도 그 가족이나 지원자들은 남아 있어 역사인식이 일본보다 훨씬 강한 한국측이 역

사문제를 쉽게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이다. 

6.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 

총영사의 지적처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는 확동정책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

운 것과 종래의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경색된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기존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개편 속에서 한일 경제협

력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 

총영사의 지적처럼 일본정부는 일본-대만-미국 연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배경에는 미중 경제안보전쟁이 있고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기본적으로 동

조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뗄 수 없는 한국의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은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려고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이는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나 IT 분야에서의 중국의 글로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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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일본의 장관 신설이다. 

이런 면에서 미일은 한 몸이지만 한미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

본도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일본 경제계는 일본정부의 중국을 

적시하려는 방향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한일 경제계가 정부를 견제하는 공동의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 의미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제33차 한미 재개회의(2021년 11월 9일)에서 제안

한 한미일 3국 경제협의회 구성은 주목할 만하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한미

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설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본다. 

 

또 총영사가 지적하는 해상교통로의 자유항행과 안전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한다. 우선 한일 및 한미일이 협력하여 해상교통로에서의 정보공유부터 강화해야 한

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일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상유지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에 직접 참여시키기보다는 한미일 3자회담 차원에서 일본을 관리하고 일본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문제해결에 대한 제안 

 

앞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병행론과 단계별 출구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영토주권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공통점을 확대해 차이점을 줄여 나가는 

‘확동축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이러한 전략은 그동안의 투 트랙 전략과 유사하다고 여겨지지만 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확동축이’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상황관리-문

제해결-국민화해의 단계별 중층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총영사는 지

적했는데 이것 또한 맞는 말이다. 

 

총영사는 더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황관리-문제해결-

국민화해의 단계별 중층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다만 총영사는 문제 해결과 갈등 관리로 한일 현안을 분류하고 문제해결그룹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배상 문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수출 규제 문제 등을 거론

했으나 일본이 현상유지 자세를 고수한다면 이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총영사의 글에서 이를 위한 해결책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총영사는 국제법의 새로운 이념 도입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타협 가능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개념은 역시 필자가 주장해온 개념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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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주장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프레임인데 총영사는 그 구성논리를 해체함

으로써 양국간의 국민감정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일본 

측 논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극복 논리의 제공이다. 현 한국정부는 그런 논리적인 작

업을 본격적으로 벌이지 않았으나 새 정부는 일본 측의 논리를 극복할 보편적인 논리구

축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것을 세계인이 이해할 수 있게 공표해야 한다. 

국제조약의 변경된 사례나 일본측이 한국과의 국제적 약속을 어긴 사례 들을 일본 측에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총영사는 지적하는데, 이 또한 필자의 생각과 같다. 

외교적 타협에는 한계가 있다고 총영사는 지적한다. 결국 외교적 타협을 거듭해도 일본

은 언제까지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총영사는 지적했는데 이 또한 필자의 생각과 같다. 

총영사가 말하는 한일관계의 ‘뉴 노멀’은 일본 측을 현상유지에서 현상변경으로 이행시키

기 위해 한국 측이 정확한 논리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계의 흐름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뉴 노멀’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을 제외한 그

들의 국제질서를 ‘뉴 노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세계적인 ‘뉴 노멀’은 미중 경제안보전쟁에서 주로 비롯했다. 일본정부는 이 경제

안보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려고 하지만 일본 경제계와 민간은 일본에 있어 중국의 경제

적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갈등에 빠져 있다. 일본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중

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친중파와 친미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일본 내 경제적 상황은 한국 내 상황과 흡사하다. 원래 중국, 한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온건보수파인 기시다 총리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0일 친중파 하야시 요

시마사(林芳正)를 외상으로 임명한 것은 미일동맹의 대중국 포위망 형성이라는 입장과는 

모순되지만 중일 경제협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면에서의 한일 공통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확동축이’ 전략이 한국에는 요구되

고 있다. 총영사가 말하는 ‘확동축이’는 한일 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필자는 본다. 

일본이 경제적 파트너로 한국 대신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 

측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총영사는 올바른 한일관계가 실현되려면 올바른 한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처리를 바

르게 해야 하고, 일처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바르게 해야 하며, 그 출발은 바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는 ‘뉴 노멀’의 개념화, 구체적 전략화, 개념의 

명칭 작성 등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끝> 

 

 

 

3. 남기정 박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총평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하지만,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정세 인식에 

동의하며, ‘한일관계 뉴노멀’이라는 목표 설정과 ‘병행론에 입각한 단계적 중층적 방식(확

동축이를 위한 상황관리-협력확대-국민화해)’이라는 전략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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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세인식과 관련하여 필요/불필요, 가능/불가능의 전선보다는 정세론/원칙론, 낙

관론/신중론의 전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파악이라 생각됨. 즉 한일관계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원칙을 중시하며 조기 수습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

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를 둘러싼 변화들이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

론과 이에 대해 유보를 표명하는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문제는 원칙론=신중론의 입장에서 한일관계 뉴노멀을 달성하는 전략의 수립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접근이 실질적으로 ‘병행론’을 추구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나아가 과거사-현안 분리의 ‘병행론’이 ‘변화한 현실’에

서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가 고민이 필요함. 

 

세부논평 

 

구체적으로는 ‘2015년 한일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병

행론에 입각한 단계적 중층적 방법’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들 문제와 관련한 목표는 

‘축이’인가 ‘해결’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상황관리-협력확대-국민화해’와 별도의 

트랙을 설정한다면, 그 트랙은 다시 단계적 중층적 방법인가, 아니면 포괄적 합의인가. 

국제법 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 교과서 기술 및 학계의 논의, 일본의 헌법 인

식과 판례(스나가와[砂川] 사건, 고카료[光華寮] 소송) 등의 문제도 아울러 제기하여 더

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확동=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의 영역으

로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필요.  

 

필자의 정책제언 

 

(1) 대일 중견국 외교를 정식화 할 것. 즉 (중진국이 아닌) 중견국, (교량국가가 아

닌) 광장국가, (중개외교가 아닌) 중도외교의 실천 영역으로서 한일관계를 설정

할 것.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용성을 상실한 지정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식-실천의 틀로서 지질학-시정학을 정립하고, 이로써 한일관계를 재구성할 

것. 

(3) 그 전선으로서 지방, 여성, 청소년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한일관계 뉴노멀을 

직조하는 공공외교를 확대할 것 <끝> 

 

 

 

 

4. 길윤형 부장(<한겨레> 국제부장) 

 

조성렬 박사님의 토론문을 잘 읽었습니다. 현재 사상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확동축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차이를 줄여나가자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두어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투 트랙’ 전략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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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경제나 문화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되, 역사 문제 등 문제제기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사이의 가장 큰 현안인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차이가 커 어떤 관계 

개선의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들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2020년 가을 이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원 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동축이’가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중앙일보> 11월11일치 사토 마사하루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의 인터뷰를 

읽으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상이 재개될 경우 중요한 양보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대위변제 안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강경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선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통 큰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론이나 정치 

지형 등을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두번째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입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확동축이를 위해 1) 북핵 

미사일 위협 2) 해상 교통로 안전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선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만약 확동축이가 가능하다면, 그 전제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의 

허심탄회한 안보 협력이 전제가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유력한 두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에 대한 분명한 생각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일본 문제는 현재처럼 영토 문제와 과거 

침공 문제, 제국주의 침탈 문제에 대해 (일본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12일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 등을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일 관계의 냉각은 이어질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어려운 역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현재 

상황에선 합리적인 상황 이해입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 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원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한 뒤 한국 정부가 일반 위로금을 

대지급한 뒤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협의를 거쳐 기금 등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사과를 입구로 한 해결책입니다. 그러

나 <요미우리신문>의 10월29일치 9면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가 이 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이미 거절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절실하게 원하는 안보 

협력을 통해 ‘대중 전선’에서 공동 보조를 펴는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준다면, 

한국을 보는 일본의 시선이 누그러지면서 점차 '외교적 해법'을 찾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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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위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 한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실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의 영역입니다. 

 

결론 

 

저는 지난 7월에 펴낸 저서 <신냉전 한일전>에서 한-일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동아시아 냉전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 현상을 변경하려던 한국과 북한 억제, 중국 봉쇄를 통한 현상 

유지 전략을 택한 일본 간의 충돌이라는 말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신냉전 

한일전 1라운드의 원인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었다고 한다면, 2라운드는 

중국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대중 접근(특히 대만 유사사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한-일 간의 2차 갈등은 불가피하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회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한국 외교의 최상의 가치일 순 없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라는 핵심적 고민들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미-중 갈등 속에서 잘 적응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원트랙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트랙 전략이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상당액을 가지불하는 양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안입니다. 

 

만약 이런 선택을 할 정치적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한-일 안보 협력을 통해 

서로 양보의 여지가 생길 때가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확동축이가 

필요합니다. 이 확동축이를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입니다. 만약, 이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일본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자의 차원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후자로 판단을 내려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이 양자의 선택 사이에 한국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3월 

대선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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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회 전문가 정책포럼 <참석자 프로필> 

 
총괄기획/진행: 곽태환(郭台煥) 박사 

 

한국 외국어대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전) 통일부정책자문위원, (전)전국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장, 

Global Peace Foundation(GPF)이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수상(2012.12.1). 

경남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6.4)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기획주관),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 제 19 기/제 20 기 평통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미주민주참여 포럼(KAPAC)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Los Angeles) 회장 등. 32 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자 이며 450 편 

이상의 칼럼, 시론, 논평 등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 强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저서:『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주요 영문책 편저/공동편저 (Editor & 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등 

통일뉴스, LA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고정 칼럼리스트. 

 

연락처: thkwak38@hotmail.com; 02-3217-2105(Home); 070-8864-2106; 미국 +1-

310-729-8383 (Kakao talk)  

 

 

<발제자: 조성렬 박사 

 현재 주오사카대한민국 총영사로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서 수석연구위원과 

신안보실장, 국제안보실장, 기획실장, 그리고 퇴직 후 자문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안보),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및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과 

mailto:thkwak38@hotmail.com


36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2018 년 통일부장관 표창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를 취득했으며, 일본 도쿄대학, 게이오대학 및 중국 외교학원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오랫 동안 내일신문과 경향신문에 고정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부

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1993), 『주한미군: 역사, 쟁

점, 전망』(2003),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2007),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2012),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경쟁와 국가안보 』 (2016), 『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

(2019),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협상』(202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

략: DIME분석과 삼벌전략』(2021) 등 단독저서와 다수의 공저 및 학술논문이 있다. 

전화: 010-7733-3286, 이메일: srcho@mofa.go.kr 

 

 

  
<토론자 프로필> 

 

1.길윤형 부장(한겨레 국제부장) 
 

2001년 한겨레 입사 

2013~2017년 도쿄 특파원 

2018년 국제뉴스팀장 

2020년 통일외교팀장 

 

저서 <신냉전 한일전>(2021), <아베는 누구인가>(2017), <26일 동안의 

광복>(2020년) 등 

 

연락처:전화번호 010 2064 6859 

 

 

 

 

2. 남기정 박사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국제정치학 석사)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학술박사, 국제관계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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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 역임. 

핵심 연구분야: 전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문맥에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평화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 

주요연구 업적: 최근 연구업적으로 『競合する歴史認識と歴史和解』(공저, 2020),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여섯 가지 시선』(공저, 2018),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2016),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의 대전환: ‘장기 

저강도 복합 경쟁’의 한일관계로」(202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 4 조’ 문제」(2020),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관계 재구축의 필요성, 방법론, 가능성」(2019), "Linking peace with reconciliati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oul-Pyongyang-Tokyo triangle"(2019), 등 

다수. 

연락처: 이메일: profnam@snu.ac.kr  휴대전화  010-3743-2798 연구실 (자택) 02-880-9347 

 

 

 

 

3. 이장희 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

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

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연략처: M. 010-6272-2185 / Tel. 02-396-2590 / Fax. 02-622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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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Hosaka, Yuji)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학력: 

* 일본 도쿄에서 태어남.  

* 도쿄대학 공학부 졸업. 고려대 정외과 정치학박사.  

* 2003.8. 한국체류 15년 만에 한국으로 국적을 옮김. 현재 한국인.  

 

경력 

*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 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 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2021.2. 정념퇴임) 

* 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 현)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자문위원. 

* 전)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2015.2.~2018.2.) 등. 

 

*주요 저서 

『신친일파-<반일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2020, 봄이아트북스)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지식의숲, 2019), 

『일본 뒤집기』(북스코리아, 2019),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황금알, 2018), 

『독도, 1500년의 역사』(교보문고, 2016), 

『대한민국 독도교과서』(미래엔, 2012),  

『대한민국 독도』(성안당, 2010), 

『우리역사 독도』(성안당, 2009) 

『조선선비와 일본 사무라이』(김영사, 2007), 등 다수. 

 

연락처: Email: hosaka@sejong.ac.kr; 전화:2)34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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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ote: 제37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견해와 내 

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실: 전화번호: 02-3448-8500; 070-0505-

3803(직통); Fax:02-325-8509.  

담당자: 최형규 차장(GPF 조직 및 대회협력실 차장). Mob: 010-4841-0082. Email: 

hungkui@globalpeace.org 

총괄기획: 곽태환 교수 (02-3217-2105; 070-8864-2106; 카카오 토크 +1-310-729-

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mailto:hungkui@global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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