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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왕 시대, 새 한·일관계 요구… 한반도 넘어 글로벌 관점 필요 

한·미동맹 기축 위에 中日 관계, 경제는 성장 기조로 복원해야 

 

일왕(통칭 천황)은 정치적 권력자가 아니라 상징적 권위이다. 일왕의 교대기에 인

물됨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연유이다.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징일왕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했다. '현인신(現人神)'으로 군림하며 국민 위에 서 있던 히로히토(裕仁) 일왕

과 다른 민주국가 일본의 상징 일왕 지위를 정착시켰다. 대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국민을 다독이는 모습은 '국민 속의 일왕'을 상징했다. 10대

초반에 전쟁에서 돌아온 귀환병들의 참상과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아키히토는

'전쟁 없는 평화'에 대한 희구가 강했다. 그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 등 전

쟁 피해 지역을 자주 찾았고, 사이판에 갔을 때는 한국인 위령비에도 참배했다. 정치적 분열과 이념적 대

결에 지친 일본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아낌없이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아키히토 일왕의 헤이세이(平成) 시대는 냉전이 종식되어 미국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한편, 일본 내부적으

로는 버블 경제가 종식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저성장을 경험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자민당 우

위 체제가 흔들리면서 정권 교체를 두 번이나 경험한 격동기였다.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은 경제 대국의

면모를 잃어갔지만, 미·일 동맹을 강화해가면서 일본이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관여를 늘려가려는 보

통 국가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 경제 침체기였지만, 위기의식을 혁신으로 연결시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

한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세력이 가라앉으면서 일본 정치 보수화 물결이 강

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자학사관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역사의 재발견'을 통해 일본의 자긍심을 늘려가

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민당의 부활이 나타난 것이 헤이세이 후반기였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즉위하면서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렸다. 나루히토는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경험하

지 않은 전후 세대다. 전쟁과 식민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첫 일왕이다. 하지만 아키히토의 엄숙한

가르침으로 역사의 교훈을 다음 세대에도 잇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인다. 그는 2년간 영국 옥스퍼드대학

에 유학하여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세계 물포럼'에 적극 관여하면서 국제 공공재에 대한 깊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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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평화'라는 의미의 레이와 시대는 일본에도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성장 기조를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활력

있는 일본의 유지가 사회적 안정의 관건이다. 미·중 경쟁 시대에 일본이 어떻게 조화로운 외교 정책을 펼

칠까도 커다란 과제다. 일본은 지금 미국과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

모하면서 레이와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 우위 체제의 재확립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역으로 자민당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아름다운 일본을 건설해 가면서 역사의 부

채를 어떻게 덜어가야 할지도 남은 숙제다. 

 

레이와 시대를 맞아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먼

저 한반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관점에서 한·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야 한다.

둘째, 미·중 경쟁 시대에 미국과 기축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일본과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를 성장 기조로 복원하여 쌍방향, 호혜적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확보해야만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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