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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에서 한일해저터널과 통일한국, 북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관심을 받는 중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77)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21일 부산시 기장군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해저터널’은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이용흠·서의택) 등이 추진하고 있다. 부산과 

거제도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市)를 잇는다. 총 길이만 209~231㎞(해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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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5㎞)에 달한다. 큰 터널 하나를 통째로 뚫는 게 아니라 경유지마다 세부 구간을 나눠서 만든 

작은 터널들을 연결한다는 게 특징이다. 1981년 11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가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국제하이웨이’ 계획을 제창하면서 시작된 평화 프로젝트다. 이후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는 세계평화고속도로인 ‘평화의 길(피스로드)’ 건설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해저터널 건설에는 시간이 10~15년, 사업비는 62조원에서 1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저스 회장은 통일 이후 한반도가 세계 교통·물류의 중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과 

서해선을 통해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잇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해저터널까지 개통되면 일본 도쿄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한국이 되면)일본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통일 한국과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 회장이 22일 오전 부산 기장군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에서 해저터널연구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왼쪽부터 이용흠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와 짐 로저스 회장, 서의택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 한일터널연구회 제공 

 

로저스 회장은 특히 ‘통일 한국’에서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수십년간 

관광 쪽에서 발전이 안 됐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관광지로 한국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남북이 열리고 철도가 놓이면 많은 사람이 한국과 북한을 앞다퉈 방문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교육받은 값싼 노동력이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하자원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만큼 잘 발전하지 못했다. 남한은 자본과 생산 시설, 이를 운영해본 경영 경험이 있다”며 

“한반도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10~20년 사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2년 뒤 세계 경제가 좋아지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한반도는 이런 예측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며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고 무수히 많은 투자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에 ‘금상첨화(Icing on the cake)’의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대북투자 의사를 밝혀온 로저스 회장은 “언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관성력에 의해서 갑자기 막을 수 없는 불길처럼 급변할 수도 있다”며 

“나는 그런 ‘통일 한국’의 시대가 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한일터널연구회 명예 고문으로 추대됐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대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평소 역사와 철학에 관심과 조예가 깊은 그의 희망 때문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회장은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1966년)를 받기 전 예일대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1964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 

이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날 오후 BNK부산은행 

초청으로 부산은행 본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연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짐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린다. 미국 앨라배마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땅콩을 팔고 야구장에서 빈 병을 모은 것이 첫 사업이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미국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영국 옥스퍼드 밸리올 칼리지에서 철학·정치학 및 경제학을 

공부한 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다. 조지 소로스와 헤지펀드인 ‘퀀텀 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2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떨쳤다. 퀀텀펀드를 떠난 이후 그는 

세 차례 세계일주에 성공하며 모험가로 변신했다. 2007년 뉴욕 집을 매각한 뒤 싱가포르로 이주한 

로저스 회장은 아시아의 가치에 주목했다. 2014년에는 영국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