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은 1965년 일본이 한국과 보호조약保護條約을 맺은 

지 10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終戰된지 60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

늘 한일 국교정상화에 일조一助를 했던 저에게 이런 기회

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난과 예속의 짐을 벗기고자

국가 개조의 꿈을 안고 혁명을 일으켜

저는 육사 동기생 약 40%를 1950년의 한국전쟁 때 잃은 

전중세대戰中世代입니다. 우리 육사 전우들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한국전쟁 

때 소대장·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

다. 다행히 살아남은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분단

과 가난과 예속의 짐을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 국

가개조國家改造의 꿈을 안고서 박정희 장군을 지도자로 

모시고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을 일으켜 산업화와 민주

화를 핵심으로 한 조국근대화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전중세대로부터 ‘근대화의 성공’이란 유산을 이어받은 오

늘의 젊은 세대는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국가선진화로 나

아가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어느 시기에 한반

도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旗幟아래 

통일된 인구 7천만 명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해방 60년을 맞은 한국의 번영은 1953년의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한미안보동맹과 1965년의 수교修交에 의한 

한일우호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으로 사실상 섬이 되어 대륙과 단절되었지만, 

더 넓은 자유진영과 해양문화권海洋文化圈에 뿌리를 내

림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국제공산주의의 확산

을 한반도의 중간선中間線에서 막아내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에 관계하여 40년 전 오히라大

平 당시 외상外相과 함께 ‘김-오히라 메모’라고 불리는 합

의를 했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장 겸 주필 와타나베 스네오(渡邊恒雄)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 6월 김종필전 국

무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를 함께 초청하여 ‘한일 간의 어제와 오늘’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했

다. 다음은 2005. 6.3 일본 경단연經團連회관에서 일본의 정·재계 인사, 언론사 대표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김 전 총리의 강연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강연 전문을 6.11일자로 보도했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초청 강연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강연을 앞두고 쓴 육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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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즈음 제가 만났던 일본의 지도자들도 태평양전쟁을 경

험한 전중세대였습니다.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

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양국의 전중세대는 두 나라 사이에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

정을 확보하여 후손에게는 반드시 항구적인 번영의 유산

을 물려주자고 이심전심以心傳心)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1965년 한일수교韓日修交로 시작된 새로운 40년은 양국 

간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력기協力期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 성공의 가장 확실한 물증은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된 양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졌던 1965년 양국의 상호방문자

는 연간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양국 간 상호방

문자는 하루에 1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올해는 양국 방문

자 수가 5백만 명을 돌파할 것입니다. 양국 무역규모는 작

년에 678억 달러에 이르렀고 일본은 244억 달러의 대한

對韓 무역흑자를 가록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

1의 수입국이고 제3의 수출국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영화

가 한국에서 상영되고 한국의 배우俳優가 일본에서 우상

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

로 비롯된 양국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착실하게 성장한 양국 국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

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일시위反日示威

가 일어나고 있던 지난 상반기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일

본인 입국자 수는 줄기는커녕 전년 동기同期보다도 20%

이상 늘었고, 일본으로 간 한국인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 대 정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런 국민과 국민 사이

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

장할 한일 두 나라의 공동자산입니다.

양국의 지도층은 정치나 외교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인적인 친선협력의 바

탕을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도층부터 먼저 정확한 

역사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

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

배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과거를 직시

直視함으로써만 미래를 투시透視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독도문제 발신지인 일본 시네마현 이즈모 대사出

雲大社가 모시고 있는 신神 스사노오 노마고도는 신라에

서 건너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에 신라 주민들

이 일본의 산음山陰지방에 많이 건너갔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백제의 고도古都였

던 부여 출신으로서 수년 전엔 규슈의 미야자키 난코무라

南鄕村를 방문하여 서기 663년의 백촌강白村江전투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왕족의 도래渡來유적지 안에 있는 

백제관百濟館에 졸필拙筆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일본 천

황께서도 자신이 백제 왕족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

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기술, 문화가 일본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일본의 본가,

분가인 일본은 본가에 감사해야

저는 일본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가 최근 저서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몽골과 한국은 

일본인의 본가本家이다. 분가分家인 일본인은 항상 본가

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본가의 

한국인은 일본 열도에 진출하여 찬란한 문명을 만든 분가 

사람들의 진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런 양국민의 인종적, 지리적, 역사적 밀접성密接性이 그

러한 상호존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올해 일본인들은 일러전쟁日露戰爭 승리 100주년을 기념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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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민지로 직진直進하는 분수령이 되었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께서도 최근 요미우리신문 기고문에서 지

적하신대로, 일본은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 명치시대明

治時代의 신산辛酸을 잊고 교만해져 결국 제국주의의 길

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들을 참화 속으로 

몰아넣은 일련의 아시아 침략과정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

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은 아시아 최초

의 자주적 근대화라는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부국강병富

國强兵을 이룩한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으로 흘러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친 

계기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근본원

인은 고대사의 기억과 문화적 본가인 한국, 중국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과거 100년을 뒤돌아보면 한일 양국은 상극

相剋의 역사에서 시작하였지만 1965년의 한일수교를 계

기로 하여 갈등하면서도 상생相生하는 단계로 발전해왔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우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했고 민주화의 토양을 마련했습니

다. 그리하여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북한의 지원세력이던 소련 공산제국도 결

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1965년의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밖에 되

지 않는 극빈국極貧國이었으나. 오늘날의 한국은 GDP 기

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연간 2천5백억 달러를 수출

하는 세계 12위의 무역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국민들의 희생적인 합심 노

력으로 곧 재기하여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제5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정력

적으로 추진하였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성공하여, 지금 

한국은 첨단정보산업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생산량, 선박 건조량建造量, 초고속 인터넷 

가입비율은 세계 제1위,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제2위, 전

자제품 생산량은 세계 제3위, 철강 생산량은 세계 제5위, 

자동차 생산량과 국가정보화지수는 세계 제6위, PC 보급

대수는 세계 제8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취와 함께 한국은 정치적 자유부문, 국가

의 투명성, 삶의 질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류 수준으로 진입한 경제· 과학· 군사부

문에 이어서 정치적 정신적 부문의 선진화까지 이룩함으

로써, 일본에 이어 비非서구국가로서는 두 번째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한국인 모두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한, 일, 중의 공존공영에는

미국 참여와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명치유

신明治維新, 등소평鄧小平의 중국 개방정책과 함께 아시

아의 3대 성공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한· 일· 중의 이 성공

적 개혁은 이 세 나라의 지도층이 서구에서 발전한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의 무조건적 수용을 거부하고 *동도서기

東道西器, 또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철학으로써 선진문

물을 동양의 토양 속에서 주체적으로 소화시키고 응용했

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태평양 4개국 경제공동체의 지속적 번영

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북아의 한·일·중 세 나라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제외

한 채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일·미日美 안보협력체제는 한반도

의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전大戰 전의 유럽 열강들은 경제적 교류는 밀접했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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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할 안보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

자 암살이란 예기치 못한 불상사不祥事가 발생하자,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에 연쇄

적으로 휘말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한·

미·일·중의 태평양 4대국 사이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특히 국가 지도부 사이의 정기적

인 대화체제가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50년간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

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동북

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려면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가 더욱 성숙하면서, 중국의 민주화가 자리 잡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변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역내域內

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최근 반일시위反日示威에 대해서 한일 

양兩 국민들이 여유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

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국에서의 반일운동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가운

데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獨島 영유권 

주장에 분노하면서도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대일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은 정부 간 외교마찰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

면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검劍과 코란’ 양수로 해결

대일 불신감정이 없도록 반성해야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는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반인류反人類,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입

니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탄압, 그리고 일

본인 및 한국인 납치행위는 이 정권의 본질인 상습적 위

약違約과 그 무법성無法性이 초래한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북핵北核문제는 그들이 핵개발을 파기破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그렇게 쉽사리 

변질되거나 종식終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어려운 그들을 상대로 해결을 추

구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방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세계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핵

을 무기로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북한에게 도대체 무

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에 모두 

합의했다.’라고 하는 관용구慣用句를 되풀이하면서, 그들

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

다. 그리하여 그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결정적인 결단의 

선택을 강요받는 사태를 자초自招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

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장래에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검劍과 코란’ 

양수兩手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

니다.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했던 한국전쟁이 

한국의 힘만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과 같이, 한반도

의 통일은 한국인의 힘만으로써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 간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화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 처리가 불러온 

결과이므로 일본 측에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주

도할 남북한 통일과정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빚을 갚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밝혀둘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

본이 저지른 죄과罪科들이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

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

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하는 대일對日 불신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

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이

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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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일본

을 불신케 하는 발언과 행동을 끊임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창씨개명創氏改名과 일본어 사용 강요에 대한 변명, 강제 

동원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의 존재에 대한 부정, 징용· 

징병자들에 대한 무시, 한중 양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범戰犯들의 위패位牌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神社에 

대한 지도부의 참배,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침

략행위를 변명하는 교과서의 검정문제 등등 일본은 아직

도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고 있는 역사

적 상처를 도지게 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條例)’를 제정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

의 사려 깊은 행동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문제

를 깊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해 두

고자 합니다. 일본이 1905년에 와서 이 섬을 자국自國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그 전에는 일본영토

가 아니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닙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역사란 것은 

1905년 이후를 말합니다.

한국은 6세기 신라 때부터 독도를 영유, 관리했기 때문에 

별도로 영토편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

도정책空島政策을 쓰다가 개척정책으로 바꾼 1900년에 

대한제국은 칙령勅令 41호로써 독도(당시 명칭은 석도石

島)를 울릉군수의 관할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영

토편입 조치보다도 5년이나 빨랐습니다. 이에 따라 1906

년에 일본의 시마네현 측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통보해 

왔을 때 대한제국은 이 칙령에 따라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備邊司 등록謄錄과 

같은 국가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기되어 있고, 

관찬官撰 영토지도에도 나타납니다. 1877년 일본 명치明

治정부 태정관太政官 문서의 기록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또는 ‘일본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적혀 있습

니다. 일본의 관찬 영토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

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일본이 일러전쟁 중에 독도를 빼앗아간 것은 5년 뒤 

완결되는 한일합병의 첫 조치였습니다. 일본은 일러전쟁

을 개전開戰하자말자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외교

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으

로 편입시킨 행위는 한반도 병합의 일환이었다고 한국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영유권獨島永有權을 제

기하면 할수록 한국인들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불행했

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한국 영유(永

有)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헌적으로 확실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이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

정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

영을 바라는 지도자가 있다면,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함

으로써 한국인들의 불신감을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러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미해결未解決로 놓아두는 것이 

차선次善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전중세대는 거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넘어야할 고지는 아직도 많이 

있으나 그 일은 저와 같은 노병(老兵)의 임무는 아닐 것입

니다. 다만 남은 생애 중에 우리가 졌던 역사의 짐을 다음 

세대에게는 넘기지 않도록 저의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일韓日 일한日韓 양국이 영구히 변함없는 우정

과 협력과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장래를 약속할 수 있

도록 노력과 전진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도서기東道西器 : 동양의 도덕, 윤리,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 기계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한다는 사상 

*화혼양재和魂洋才 :'화혼'이란 일본의 전통적 정신을, '양재'란 서양

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근대화 시기 일본의 구호.

한일 국교정상화 

 27재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