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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하는 시선:
일본 젊은 층과 코로나19 사태
토가시 아유미 _ 도요에이와여학원대학

…
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갑작스럽게 사임할 뜻을
표명하였다. 잇단 코로나19 대응 실책으로 아베 내각을 향하는 국민들의 비
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아베 총리의 사임은 그의 재직 기간
중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잠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신 총리가 강제 징용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의지를 선언
하는 등 한일 간의 긴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일 관
계의 정치적 정상화와 수준 높은 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
가. 지금 일본의 현상으로 보면 단순하지 않다.

한일 관계의 복잡성: 젊은 층의 대한(對韓) 감정
일본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은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K-POP 아이돌은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 없으면 안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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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이돌 뿐 아니라 한국 음식, 화장품, 옷에 관한 특집 기사를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다. 특히 한국식 치즈 핫도그를 구매하려고 하는 인파는 몇 번
이나 화제가 되었다.
한류 네이티브인 대학 신입생들에게 서로 자기소개를 시키면 좋아하는
가수로 한국 아이돌을 꼭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아이돌이면 ◯◯를
좋아하고 일본인이면 ◯◯가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
학생들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이 서로 일치되는 순간 바로 친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한일 관계 연구자로서 마음이 뿌듯해진다. 2000년대 생인 그들
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하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한류 팬들과 교
류하기도 한다.
SNS를 통한 한류 붐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문 교육 분야에서도 볼 수 있
다. 일본 대학에서는 이른바 ‘제미’라는 소규모 특수 수업이 있는데 필자의
제미에는 4학년 20명, 3학년 15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
다. 졸업하기 위해 4학년은 2만 자 이상의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필
요한 설문조사을 SNS에서 만난 한국인 팬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
하고 100명 정도의 회담을 확보한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넓은 세상을 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욘사마 붐’ 시기 이른바 한류 1세대 때 대학 2학년이었던
필자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
도 한류 팬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필자는 당
시 대학에서 한류 팬 친구는 물론 한류 팬이란 것을 드러내는 것도 망설이는
정도였다. 20년 만에 대학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일본 젊은이들은
한류 스타, 한국 화장품과 옷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일상화되어 확실히 뿌리
를 내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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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류 스타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그들이 악화되는 한
일 관계에 대해 온건파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보수와 같은 강경
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생각해 보면 21세기에 들어와 그들이 태어나서
부터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없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구조가 된
1998년 공동성명을 최고지로 하고 그 이후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인해 양
국 간의 정치적 마찰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텔
레비전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해왔던 한일 양국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
었다. 한류 네이티브인 것과 동시에 ‘악화된 한일 관계 네이티브’인 그들의
한국을 향하는 시선은 단순하지 않다. 즉 그들에게 한국은 이중적(양면적)으
로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을 향하는 단순하지 않은 시선은 여론 조사에서도 알 수 있

다. 2019년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外交に関
する世論調査)”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요하다고 생학하는 18세~29
세의 비율이 35.4％에 그친다. 비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한 36.6%를 더한
72%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중
국과의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3%가 된 것에 비하면 좋은 결
과로 보기 어렵다. 한국과의 발전을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별로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더하면 25%에 달했으며 무엇보다 조사를 실시
한 한국, 미국, 중국, 인도의 4개국 중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일본 사회에서 한류가 더이상 붐이 아닌 문화로 뿌리를 내리면서도 한일 관
계가 고착화 된 상태에서 관계 개선에 임할 차세대가 관계 발전을 비교적 낮
게 평가한다는 사실은 현재 한일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간 교류를 비롯한
풀 뿌리 교류가 중요해지는데 정치적 관계 악화가 시민 간 교류에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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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 2019년 8월 1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극격히 악화되면서 취소된 한일 교류 사업이 2019년 7월 만으로도 35건에
달했다. 그 중에는 한국 중학생의 일본 홈스테이 사업, 학생 교류 사업과 같
은 청소년 간 교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
면서 교류 사업도 중단된 것을 감안하면 풀 뿌리 교류가 2년간 정체 혹은 중
단되어 있는 셈이다. 한시라도 빠른 교류 재개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사태의 한일 관계: 한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이러한 복잡성을 내포하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계
기가 코로나19 사태일 수도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극과 극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첨단 기술을 응용
하여 대처 방침을 제시하였다. ‘Test, Trace, Treat’로 집약되는 이른바 K방
역 시스템인 한국의 대(對) 코로나19 정책은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었으
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승하였다.
한편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뒷북을 쳤으며 일관성이 없는 대책에
국민의 불만이 쏟아졌다. 2월 하순의 갑작스러운 전국 임시 휴교 선언, 260
억 엔을 들여 배포한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 이익 유도적 ‘GO TO
Travel’ 정책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8월 시사통
신사(時事通信社)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59.6％가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평가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아베 정부의 지지율
도 32.7％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결국 사임이라는 결과를 가
져온 것이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대비되는
모습은 새로운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본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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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코로나19 정책과 대비되는 예로 한국의 수준 높은
검사율이 보도되었고 코로나19 대응에 비교적으로 성공한 한국을 배우자는
자세가 각종 언론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국
내에서 문제가 될수록 한국의 대응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기사들도 눈에 띄
게 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전래 없는 재난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2020년 5월 14일자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자연체로 협력을 진행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선이 ‘올 스톱’ 된 상황에서 한일 양국
의 대사관이 협력하여 인도에서 백혈병에 걸린 한국인 소녀의 귀향을 실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일본 대사관이 일본
항공의 임시 항공편을 확보하여 한국인 소녀를 도쿄를 경유하여 서울로 보낸
일화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
이었다. 한국인 소녀 귀향 사례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현 총리는
“한일 협력의 좋은 예”라고 발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통제가 엄격
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귀향을 서로 돕는 대사관의 모습은 일본
국내에서 크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역시
2020년 5월 14일자 사설에서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일 간에 협조적인 분위
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기타 한일 포럼과 같은 트랙
2 레벨의 교류와 한일경제인회의와 같은 높은 레벨의 시민 간 교류에서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에서의 한일협력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질적인 풀 뿌리 협력의 확대가 어려워지는 상황
에서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과
소평가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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