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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의 여러 분야의 공업功業 중에서도 민족중흥과 조

국근대화를 위해 가장 오랫동안 매진하고,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분야는 후진국의 낙후된 국력을 쇄신하고 

민족중흥과 근대화를 위한 외교활동입니다.

JP 외교활동사 시리즈로 지난 2016년 가을호(통권 3호) 

1부-미국, 겨울호(통권 4호) 2부-일본, 2017년 봄호(통

권 5호) 3부-아시아, 여름호(통권 6호) 4부-유럽 국가

에 이어 이번 호에는 외교활동사 마지막 편으로 미주, 대

양주, 아주 국가편을 게재합니다. 

운정은 혁명 초기 1961년부터 중앙정보부장으로 일본과 

동남아, 미국 등을 방문하여 제3공화국의 정통성과 근대

화 사업에 초석을 쌓은데 이어, 1963년에는 자의반타의

반 1차 외유로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유럽과 아시아, 남미 

여러 국가들을 공식, 비공식으로 여행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과 경제협력 관계를 개척하여 왔습니다. 

1977년에는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와 남미 10개국을 

방문하였고, 1999년에는 국무총리로서 남아공과 아르헨

티나, 브라질을 방문하여 각 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한편 각 국의 경제계와 주요 산업시설, 사회기반 시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을 시찰하며 우리나라 정치와 경

제의 근대화, 선진화, 세계화의 활로를 열어 가는데 기

여했습니다.  

5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외교활동사를 총망라한 결과, 

운정은 그동안 지구 한바퀴 6대륙의 세계 50여개 나라

를 방문하여 각 나라의 국왕, 총통, 대통령, 총리 70여명

을 만나 실로 대장정의 외교 활동사를 펼쳤습니다. 혁명 

초기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의 비전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반공反共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

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조국 근대화를 닦기 위한 경제협

력,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과감한 해외투자와 근로자 

해외 파견, 이민정책을 펼치고 월남 파병을 통한 한미동

맹 강화와 경제 부흥 파급효과와 선진국 대열에 오른 후

에는 한국의 세계화를 통한 남북 통일과 국력 홍보 외교

에 매진하였습니다. 

“JP는 역사다” 

역사를 논할 수 있음은 구체적으로 연구와 서술을 통해서 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직접 우리들이 지각知覺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사료史料를 매개로 하여 인식됩니

다. 그러면 JP를 왜 역사로 표현하는가? 2015년 발간된 화보집에 이어 2016년 ‘김종필증언록’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운정의 지나온 50년 정치 발자취는 모든 것이 사료에 근거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정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의해 설립된 것도 JP와 관련된 사료들을 총합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역사를 바

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운정재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각종 사료들을 지면을 통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수집,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매번 주제를 달

리하여 각종 아카이브들을 공개하여 관련된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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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2.25-10.23  
‘자의반 타의반’으로 1차 외유(미주, 구주, 아주)를 떠나다. 

1963.10.7    
미국 체류 중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고 파라과이

를 방문,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Alfredo Stroessner, 

1912~2006) 면담, 공로 훈장을 수여받고 남미 이민을 합의하다.

1963. 10.9  
아르헨티나 아르투로 일리아 대통령(Arturo Umberto Illia, 

1900~1983) 취임식에 참석하다.

1970. 11.15~12.16  
홍콩,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을 방문하다.

1977. 2.15~4.11 
아프리카·중남미를 순방하다.

2.22-24  
모로코를 방문, 하산 국왕(Hassan II, 1929-1999)과 회담하다.

2.26-3.2 
세네갈 레오폴 생고루 대통령(Leopold Senghor,1906-2001)과 

회담하다.

3.2-6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Mobutu 

Sese Seko,1930-1997)과 회담하다.

3.6-10  
아이보리코스트(현코트디브와르) 우푸에부아니 대통령

(Houphouet-Boigny, 1905-1993)과 회담하다.

3.16-19 
브라질 에르네스투 가이젤 대통령(Ernesto Beckmann Geisel, 

1907-1996)과 회담하다.

3.19-22 
아르헨티나 라파엘 비델라 레돈도 대통령(Jorge Rafael Videla 

Redondo, 1925-2013)과 회담하다.

3.22-23     
칠레 호세 라몬 피노체트 우가르테 대통령(Augusto Jose Ramon 

Pinochet Ugarte, 1915- 2006)과 회담하다.

3.23-27 
페루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대통령(Francisco Morales Bermudez)

과 회담하다. 

3.27-29 
콜롬비아 로페스 미첼센 대통령(Alfonso Lopez Michelsen, 

1913-2007) 과 회담하다.

3.29-31  
코스타리카 오두베르 키로스 대통령(Daniel Oduber Quir�s)과 

회담하다.

1999. 2.2-12  
중동 3개국(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 인도를 방문하다. 

2.3      
이집트 호스니 무라바크 대통령(Hosni Mubarak, 1928-2016)과 

회담하다.

1999. 6.14-20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Nelson Rolihlahla 

Mandela, 1918-2013) 이임식 및 음부옐롸 음베키 대통령(Thabo 

Mvuyelwa Mbeki)  취임식에 정부사절로 참석하다.

1999. 12.7-21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순방하다.

12.10-15 
아르헨티나 사울 메넴 대통령(Carlos Saul Menem Akil, 1930- ) 

회담, 신임 페르난도 루아 대통령 (Fernando de la Rua, 1937- )

취임식에 참석.

12.16~21 
브라질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Fernando Henrique Cardoso, 

1931- )과 회담하다.  

■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 방문 외교 일정

JP 외교활동사 5부-미주, 대양주, 아프리카편

1999.12.21.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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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美洲 Americas편

아메리카, 미주美洲)는 북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를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아메

리카는 남북이 매우 좁은 파나마 지협으

로 연결되어 있다. 개척 민족의 비율에 

따라 북부 아메리카는 앵글로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는 라틴아메리카라고 불

린다. 신항로 개척 때의 유럽계 개척자

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현재 토착 원주민

들은 거의 멸족에 가까운 상태로, 특히 

원시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민족은 더

더욱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호 지정

되어 있다.

아메리카가 처음으로 대륙의 이름에 쓰

인 것은 1507년이다. 독일인 지도 제작

자 마르틴 발트제뮐러가 이탈리아인 탐

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서 지도를 만들면서 아메리카란 이름

이 붙었다.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 대

륙을 탐험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506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대륙이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그

래서 현재도 그 지역은 서인도 제도라 

불린다.

면적은 약 4,255만km2로, 지구 표면적

의 8.3%, 육지 면적의 28.4%에 해당한

다. 2016년 미주 인구는 세계 총인구(74

억명)의 13.9%인 약 10억 3,500만여명이

다. 43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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