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기 1961년-1970년

    활동 지위 : 중앙정보부장(61.5-62.12), 공화당의장(63.12-64.6), 

                  국회의원(63.11-68.5)

    주요 활동 : 한일국교정상화 추진, 한일협력 가교 구축

1961.10.24-28 방일 (박정희 의장 특사)

     -10.25 이께다(池田) 총리 면담

       목적 : 한일정상회담 사전 교섭, 박정희의장 초청 요청

       결과 : 1961.11.2  총리 특사 스기 미치스게 방한, 박정희의장 초청 친서 전달

     -10.26-8 기시(岸信介) 전 총리, 사또(佐藤) 관방장관 등 정계 주요 인사 별도 면담

1962.10.20-11.13 미국 방문 전후 2회 방일(박정희 의장 특사)        

     -10.21-22 : 1차 회담/ 한일협정 상호 입장 확인 (방미 전)

       (10.21  오히라(大平) 외상, 10.22  이케다 총리 회담)

     -11.10-12 : 2차 회담/한일협정 정치적 협상 (방미 후)

       (11.12  오히라 외상) 

       결과 : 한일협정 정치적 타결 (‘김-오히라 메모’ : 대일 청구권자금 규모 확정)

1962.12.10  친선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일본 오노(大野) 자민당 부총재와 면담. 

         친선사절단은 대표급 의원 10명, 오무성 관리 등 17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였

         으며, 이케다 총리의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거당적 지원이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보인 것이다. 

1963.2.25-10.23 ‘자의반타의반’ 1차 외유外遊

1964.3.20-27 방일, 오히라 외상과 회담

1964.6.18-12.29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시위(6.3사태) ‘자의반타의반’ 2차 외유

1965.6.22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 조인  

1966.9.1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민주공화당사 방문

1968.11.26-12.18 방일, 사또총리와 회담1966.9.1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1965.6.22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협정 조인식

1962.11.13 2차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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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1971년-1980년

    활동 지위 : 11대 국무총리(71.6-75.12), 유정회, 국회의원(71.5-80.6), 

                 공화당 총재(79.11-80.5)

   주요 활동 : 김대중납치사건 해결, 문세광사건, 한일의원연맹 창설

1971.7.1 사토 일본 전 총리 내한,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

1972.7.27  한일협력위원회 제8회 서울대회 개최 

1972.9.4   한일각료회의 참석

1973.1.3-11 미국, 일본 방문(수행 : 김용식 외무, 민관식 문교, 김동조 대사)

     -1.10  경단련 우에무라 회장 접견, 나카소네 통산상 면담, 오히라 외상 주최 오찬

     -1.11  다나카(田中) 총리와 회담, 사또 전 총리 예방

1973.5.19-6.16  유럽 및 일본 방문 

     -6.12  훈일등勳一等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수수, 한일의원간친회 참석

     -6.14  다나카 총리와 회담

1973.8.18  다나카 총리와 오히라 외상에게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친서 발송

1973.9.28-29  한일협력위원회 일본측 대표 기시 전 총리 면담, 골프 회동

1973.11.2-3 김대중 납치사건 진사 사절로 방일, 다나카 총리 면담, 외교적 해결

1974.5.4   한일의원간친회 제3차 총회

1974.8.22  다나카 총리 앞으로 친서 발송(8.15 저격사건에 대한 배후 규명 요청)

1974.9.19  8.15 문세광사건 진사 사절 시이나(椎名) 특사 면담

1975.5.3   방일, 미키 총리, 미야자와 외상, 오히라 대장상과 한일 현안 회담

1975.6.15  사또 전 총리 장례식 참석, 미끼 총리와 회담

1975.7.10  한일의원연맹 창립 총회(전신 한일의원 간친회)

1975.7.23  미야자와(宮澤善一) 외상 내한, 면담    

1976.5.28  한일의원연맹 초대 회장 피선 

1977.2.14-19 한일의원연맹 일본 총회 참석, 후꾸다(福田) 총리와 면담.

1977.11.22-23 한일친선협회 설립, 한국측 회장을 맡다

1978.1.12  한일의원연맹 미술전시회 개최

1978.10.19 제2차 한일친선협회 총회(일본) 참석

1978.10.21 후쿠오카 거류민단 한일합동친선대회 참석

1979.4.25  후나다 다카(船田中) 전 중의원 의장 장례식 조문

1979.5.21-22 제8차 한일의원연맹 일본 총회 참석

                           오히라 총리와 회담

1971.7.1 사토 일본 총리를 총리실에서 접견하고 있다.

1973.6.12  한일의원간친회 2차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73.6.14  다나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1973.11.02 DJ 납치사건 진사 사절로 방일

 1977.2.14 후꾸다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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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1983년-1997년

   활동 지위 : 정계 복귀(87.9), 국회의원(88.4-계속), 신민주공화당 총재(87.10) 

                 민자당 대표위원(90.1), 자민련총재(95.3-98.2)

   주요 활동 : 한일 정계 및 민간단체 우호협력 강화

1983.8.1 나까소네 전 총리와 골프 회동(매년 정례화)

1983.8.21 일본의회 의원100여명의 초청으로 방일

1983.11.8 기시 전 총리 미수연 참석 

1987.8.10-15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장례식 참석(8.11) 

1988.8.10-17  일본 방문, 도이(土井) 다카코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장(이후 당수, 

                            중의원 의장 역임) 면담. 도이는 8.15를 맞아 발표한 ‘한반도정책에 

                            호소한다’에서‘남조선’이란 호칭 대신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했다.

1989.7.1-8  우노(宇野 )총리 예방, 

                       후쿠다, 나카소네, 스즈끼, 다케시다(竹下) 전총리 등 면담

1989.9.7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후쿠다 회장 등 회장단 접견  

        - 9.8  한일의원연맹 17차 총회 참석

1990.3.24  나까소네 전 총리 내한 만찬, 골프 회동 

1990.4.16  다케시다 전 총리 내한, 면담 

1990.5.22  후쿠다 전 총리 내한, 면담

1990.8.1-13 일본 방문, 미야자끼 백제마을 남향촌南鄕村 방문, 돌장승 기증

1991.1.10  가이후 총리 내한, 회담(국회 총재실)

1991.2.17  민자당 당직자 일본 방문단 대동, 일본 교류활동

1991.2.18 일본 관서경단연합회關西經團連合會와 일본평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내일을 향한 한국의 발걸음’ 주제 강연

1993.5.4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하라다 겐 회장 등 대표단 접견  

1993.9.2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다께시다 노보루 회장 등 대표단 접견

1993.9.4   일본 사회당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를 위한 만찬

                     (반한反韓노선 수정)

1993.11.1  한일협력위 후쿠다 회장과 면담 및 오찬

1994.9.22  제32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축사

1996.10.25 민단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 축사  

                      하시모토(橋本) 총리 면담

1996.12.16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가케시다 회장 등 대표단 접견

1979.5.21한일의원연맹 제8차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88.8.13 도이 다카코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장과 면담

1989.7.4 우노 소스케 총리를 방문,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88.8.2 백제관 낙성식에서 백제와 관련된 문헌 액자를 
기증하며 설명하는 모습.  

1991.2.17 일본 총리실에서 가이후 총리 및 관계각료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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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 1998년-2008년

    활동 지위 : 31대 국무총리(98.3-00.1), 국회의원(계속-04.4)

                 자민련총재(01.10-04.4)

    주요 활동 : 일본 아키히토국왕 방문, 한일어업협정 등 한일간 외교 현안 해결 

1998.1.7-14 민단 신년 교례회 참석, 모국 송금운동 격려

                        나까소네, 다케시다 노부루, 미야자와 기이찌 전 총리와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미쓰즈카 대장상, 가또 간사장, 오부치 게이죠 외상 등 

                        일본 정계원로 면담

1998.4.1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한일 의원 친선경기(서울)

1998.7.10 '400년만의 귀향-일본속에 꽃 피운 심수관가 도예전'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관람 

1998.9.5   제25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서울)

1998.11.19 일본 이시이 요시타카 JR규슈 회장 접견

1998.11.28-30 일본 공식 방문(대통령 전용기)

       - 11.28 오부치 총리와 회담(AMF 창설, 북핵문제)

       - 11.29 한일각료회의, 어업협정 서명(가고시마현), 도기축제 참관

                    (심수관 자택 방문)

        - 11.30 일본 규슈대학교 명예법학박사 수수

1999.3.19  오부찌 총리 내한 환영행사 및 만찬

1999.4.29  아유타 왕손부부 내한, 오찬(여, 야 김해 김씨 국회의원 참석)

1999.9.1-3 오부찌 총리 초청으로 방일(대통령 전용기)

       - 9.2  오부찌 게이죠 총리와 회담, 일본 경제5단체 주최 오찬

       - 9.3  아키히토 일왕 예방 및 오찬(일왕 방한 초청)

1999.9.5 히라가타시에 소재한 왕인박사 묘소 참배

1999.10.23-24 제2차 한일각료간담회(제주)

1999.12.1 한일협력위원회 일본측 나까소네 위원장 등 대표단 접견 및 만찬

2000.2.3-8. 하시모토 유타로 전 총리 초청으로 방일

2001.1.10-16  민단 중앙본부, 대판 신년인사회 참석

       - 1.16 모리(森) 총리 예방

2001.3.7-14 역사교과서 왜곡 항의차 일본 방문

       - 3.8  모리 총리, 나까소네 전 총리 면담, 아사이신문 사장 면담

       - 3.9  산께이 신문 사장과 면담

       - 3.11 민단 회관 낙성식 참석

1998.7.10 도예가 심수관(오른쪽)씨와 함께 작품 감상.

1998.01.13 하시모트 총리와 외환위기 협력 방안 회담.

1998.11.28 한일어업협정 서명식에 참석(가고시마)

1998.11.29 가고시마 사츠마 자기 400주년 기념석탑 제
막식에 참석. 

1998.11.28일 오부치 총리와 한ㆍ일 총리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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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30  김흥수화백과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의 한일문화교류 

                       2인전 관람

2001.5.3  하토야마(鳩山) 민주당 당수 등 일행 접견

2001.8.25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제막식 참석

                     이시이 회장, 아베 부관방장관 등 면담. 대마도 최익현 선생묘소 참배

2001.11.12 고이즈미(小泉) 총리 예방

       - 11.13 간자키(神崎)공명당 대표, 야마자키(山崎)자민당 간사장 면담

       - 11.14 노다(野田)보수당 대표, 하또야마 민주당 대표 면담

2001.11.26 한일문화친선협회 창립 25주년 출판기념회(세종문화회관)

2002.1.10-14 한일의원연맹 신년교례회

2002.1.17 제4회 한일의원친선축구대회(도꾜) 

2002.3.23  고이즈미 전 총리 내한, 접견

2002.3.30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제주 서귀포)

2002.6.22-27 한일 합작 창극唱劇 ‘현해탄에 핀 매화’ 관람 (동경예술극장), 

                              나까소네 수상과 면담, ‘간사이 한일 우호의 밤’ 행사 참석

2002.8.26  한일의원 친선바둑대회(서울)

2002.9.6-8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2002.10.8  모리 전 총리와 일본연예인 15명 내한, 면담

2003.1.12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모리 회장 등 7명 접견 및 만찬

2003.1.13-28  일본 오사카, 남향촌 등 방문

2003.2.25  모리 전 수상과 오찬(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내한)

2003.5.16-20  북핵문제 등 한일간 현안 협의차 방일

                              고이즈미 총리, 나카소네 전 총리 면담, 동경예술극장 음악회 관람

2003.7.30-8.5 후쿠오카 상공인 및 민단 간부 특강, 나까소네 전 총리 와 골프 회동

2003.10.9-13 시노모세끼 박 종씨 묘소 참배, 후쿠오카 교포 결혼식 참석

2003.11.24-26 고이즈미 총리, 하토야마 신임 중의원 의장 면담

2003.12.5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서울)

2004.1.1-10 동경, 오사카 민단 신년회 축사

2004.2.13  스모 한국공연단 내한 환영 리셉션

2004.4.19  총재직 사퇴 및 정계 은퇴   

2004.12.23 일본 경제신문 타마키 타다시(玉置直司) 서울지국장 인터뷰

2005.6.3 요미우리신문 초청 특강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에 즈음하여’ 강연

1999. 9. 3  역대 총리 초청 만찬에서 한일 우호를 다짐하는 축배.

1999. 9. 3 환영 오찬에 앞서 일왕부부와 환담.

1999.10.23 한일각료간담회에서 오부치 총리와 개막 인사

2002. 1. 17 한일의원 양국선수들과 기념촬영

1998.11.30 규슈대에서 명예 법합 박사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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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규슈대 특강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전중세대의 메시지’ 강연

     6.9 NHK 인터뷰(나까소네 전 총리, 이시이 회장, 구슈대 총장)

2005.7.17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대사 내외와 만찬(일본대사관저)

2005.9.8   NHK기자와 인터뷰 및 만찬

2005.11.10-20 일본 방문 

             - 11 아오야마(靑山)대학 주최 평화음악회 관람  

             - 12 정계 지도자 만찬 회동 : 나카소네, 모리 전 총리와 아베 관방상 등

2006.5.21  일본 아오야마대 총장과 만찬(서울)

2006.7.28-8.24 방일, NHK와의 대담 ‘증언으로 되돌아 보는 현대사’

2007.3.31 세계평화연구소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주최 동아시아 원로지도자 

                     포럼 참가 기조 연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07.4.12 방일, 공명당 간부 간담회

2007.4.17 방일, 자민당, 민주당 간부 간담회

2007.4.30  일본 중의원 외교안보요원 방한단(단장: 카로 코이치)과 만찬

2007.6.1 후쿠오카 재일 거류민단 창단 60주년 기념식, 상공회의소  

                  총회 참석.축사

2007.11.12-`16 아오야마대학교 명예국제정치학박사 학위 수수, 

                              특강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장래’

2008.2.21 오자와 이찌로 민주당 대표 내한, 만찬

2008.2.24 내한 후꾸다 총리 주최 만찬 참석 및 내한 인사 25명 접견

2008.2.25 나까소네 전 총리 이명박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내한, 청구동 예방

2008.7.9-18 재일상공인총회 초청 방일, 축사

2008.12.1 나까소네 전 총리, 와타나배의원, 남덕우 전 부총리와 만찬

2009.11.14  나까소네 전 총리 접견

2010.3.9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인사차 내방

2010.4.1 NHK 서울지국장 인사차 내방

2010.6.30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 이임 인사차 내방

2010.8.25  마이니치신문과 회견(한일 수교 100주년 관련)

2010.9.2  와따나베 참의원의원 내방

2010.9.5 모리 요시오 일본 전 총리 인사차 내방

2003.11.25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02. 1. 14 한국의원단 환영간친회

1999.9.2 김종필 총리가 일왕을 예방하기 전날 영빈관에
서 오자와 당시 자유당 당수와수담手談을 나누는 장면.

2007. 6. 1 후쿠오카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연.

2007.3.31 나카소네가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 주최
원로지도자 포럼 연설에 앞서 정원에서 다과회를 갖고 있다.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 -910016 -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 -0185 -9589 -91  (재)운정재단 

일본 외교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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