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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법적 성격 두고 대치 / 갈등 속에서도 우호 협력 다져 / 최근 양국 관계 다시
살얼음판 / G2 충돌 상황서 협력만이 살길

오는 22 일은 1965 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지 55 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 함께해 온 양국의 역사가 무색하게 이를 기념하는 목소리는 잘 들려오지
않는다. 강제동원문제에서 시작된 역사갈등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와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표출된 경제갈등,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까지 최악에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는 한일관계의 현재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논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식민지배의 상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시작된 양국관계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국과 일본은 1965 년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1951 년부터 약 14 년간 긴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에 대해 결국 끝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비합의의 합의(agree to disagree)’, 즉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하며,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이는 사실상 국교수립을 위한
차선책이었으며, 이로써 갈등은 봉합되었고 문제 해결은 미래세대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리고 지난 55 년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고, 그
결과 양국관계는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난
55 년간의 한일관계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갈등은 끊이지 않았지만,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호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또한 비록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자 가장 많은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발전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희미하게 만든다.
더욱이 최근의 한일관계는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강제동원문제,
한·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고,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오롯이 온몸으로 이겨내온 할머니의 외침은 비단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날 화려한 정치적 미사여구를 통한
보여주기식의 해결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양국의 진심어린 성찰과 화해
속에 불신과 반목을 넘어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많은 갈등사안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온 한일관계이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국 간 협력은 불가피하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에 처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건, 환경, 재난 등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또한 필요하다. 긴밀한 공조와 협력만이 국익을 지키며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수립된 지 55 년이 지났다. 지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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