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뉴스

‘김종필증언록 중문판 출간 계획

■ 기본 계획 

1.  기간 : 2017년 11월-2019년 10월 : 2년 

  <기초번역 : 1년, 교정 및 편집 8개월, 출판 4개월> 

2.  출판사 :봉황출판매체그룹(예정)--중국3대 출판그룹

3.  배포계획 : 일반 시판 및 대학도서관(2000여곳)  

■ 운정 선생님 삶에 대하여 

-운정선생의 삶에 대한 당위성과 현대사에 끼친 업적을 

밝히며, 번역의 주제로 삼는다. -운정선생의 역사관、국

가관、인생관、예술관등을 확실하게 어필하도록 번역점

을 둔다.

■ 중국 출판의 배경과 목적  

중국은 한국을 전혀 모른다. 누가 어떻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하여 연구도 없고 관심도 없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다분하다.

그러나 한중관계에서 돈독한 우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중국도 한국의 위인을 많이 알아야하고 알려야한다. 

우리가 노력하여 중국에 소개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교훈과 인물들을 알고 그 속에서 배

우고 자라온 것처럼....    

지금까지 냉전의 근현대 역사를 거쳐 오면서 중국은 북한

의 김일성과 김대중 전대통령 정도만 아는, 왜곡되고 비

극적인 현실에 임하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는지 전

혀 모른다. 한국현대사의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과 운정선

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한다.  중국인들에게 대한

민국을 바로 알리는 교육적 효과와 한국근대화의 총설계

자였던 박정희와 더불어 한국근대화를 이룩한 영웅이자 

한국의 제갈량. 한국의 주은래가 바로 운정선생님이었다

는 점을 강조하여 소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인의 자긍심이 가득한 “성공한 현대 역사를 일으킨 

영웅인 운정선생님의 삶”을 사실적으로 가감없이 중국대

륙에 소개하여 萬古千秋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云庭 金钟泌 선생’ 중문판 번역출판 계획

2016년에 발간한 ‘김종필증언록’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어 번역판이 출간된 데 이어, 

중국에서도 중문판으로 번역, 출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중국 난카이(南開)대학 석좌교수로 동 대학의 아태기업경

영연구센터 부주임 이성권 박사가 지난 가을부터 본 재단에 출간 의사를 밝혀와, 신문영 사무총장과 수차례 협의하고 출

간 계획서를 보내 왔으며, 지난 12월21일 청구동 자택을 방문하여 운정으로부터 흔쾌한 승낙을 받아, 곧 작업에 착수하여 

오는 2019년 가을 경에 출판될 예정이다. 

대만국립정치대학 법학석사
中國 天津 南開대학 경제학박사, 경제학원 석좌교수
亞太公司治理硏究中心(아태기업경영연구센터) 부소장
中韓民間友好交流協議會 이사장
<저서> 총통 박정희(조갑제 박정희 중문판) 등

저술 번역자 이성권李聖權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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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뉴스

『김종필 증언록』의 일본어판 출간을 기념한 출판보고회가 

4일 도쿄 도라노몬 세계평화연구소(IIPS)에서 열렸다. 『김

종필 증언록』은 중앙일보가 2015년 3월부터 10개월간 연

재한 ‘김종필 증언록-소이부답’을 엮은 책이다. 

출판보고회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 根康弘·99) 전 일

본 총리 겸 세계평화연구소 회장, 와타나베 히데오(渡 秀

央) 세계평화연구소 고문,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부회장,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 『김종필 증언록』 은 전

후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한·일간의 한

층 농밀하고 발전적인 역사를 구축하는 데 큰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전전(戰前)과 전시 중 양국 사이 불행한 역

『 김종필 증언록 』 일본어판 출판보고회 
12월4일 일본 도쿄 세계평화연구소에서 개최

‘김종필증언록’ 일본어판 책 소개
-내용 : 증언록 112회 전체를 8부, 김종필 연보, 한국현대사xxxx김종필 수록
-판형 : 4·6배판 828p 양장
-한국어판발행저작권수탁대리 : 미래엔
-일본어판제작감수 : 공익재단법인 세계평화연구소
-감역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역자 : 와가스기 미나고(苦衫美奈子), 고이게 오사무(小池修)
-발행 : 2017년 12월1일 주식회사新潮社

출판보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앞줄 나카소네 전 수상과 일본측 인사, 뒷줄 
오른쪽부터 정용석 전 KBS 앵커,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구범모 전 국회
의원, 이수흥 한일협력위원회 부회장, 한갑수 전 농림장관, 정구종 동서대 석좌
교수 등 한국측 인사와 일본측  일본측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후 양국 관계의 단절을 조기에 회

복해 미래를 향해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일 관계

에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대순 부회장을 통해 대독한 메시지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이해, 협력하는 것이 양국은 물론 세

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현 동북아시아 정세를 

극복하고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며, 한·

일이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자세로 전환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종필 증언록』 일본어판은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번역, 감수했으며 신쵸사가 출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는 한일협력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협력위

원회는 이 책을 일본 전역의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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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에서 이대순李大淳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한일

협력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고, 또 이번 출판에 있

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일한협력위원회의 시미즈 노부

쯔구(清水信次) 이사장님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
다. 이렇게 일한 양국의 관계자 분들 모두와 함께  「김종필 

증언록」 일본어판이 출판되었음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사

실에 대해, 진심으로 더 이상 흔쾌한 일은 없을 것이라 여

기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에 있어서, 일한협력위원회와 함께 일반사단

법인인 일한경제협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는 김종필 선생

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증언록」 안

의 내용 한 마디 한 마디는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의 상황이라도 일본과 한국에서

는 당연히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일한 관

계의 역사를 보완하고 의문점을 푼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실로 귀중한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불행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쟁 후의 양국

관계의 단절을 조기에 회복하여 미래를 향한 관계 개선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한

관계에 임해왔습니다.

 김종필 선생 역시 대한민국이 6.25 한국동란 후의 혼란으

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것과 조국의 발전을 목표로, 국

운을 등에 짊어지고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절충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셔서 양국 간의 어려운 현안에 대한 교섭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일본) 정치가들과의 관계도 점차 국가를 초월한 인간적

인 연결고리가 생겨나게 되고,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많

은 동세대 정치가들이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 되어 가는 

가운데, 김종필 선생과 저의 우정은 변함이 없으며, 친교

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오랜 친구이신 김종필 선생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책은, 한국과 함께 일한의 전후 역사에 있어서

의 궁금증을 푼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일한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의무를 짊어져 왔던 

우리들 동세대 정치가가 이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김종필 선생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일본어판은 그 분량이 방대합니다만, 그 

내용은 농밀濃密하여 읽을수록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역사에 새로운 빛을 조

명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더욱 긴밀하고 발전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지대한 의미의 양식이 되

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의대수一衣 水, 즉 지극

히 가까운 관계이며, 향후 동아시아의 역사를 공유해 나

가게 될 필연적인 운명의 관계입니다. 상호간에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안정·번영과 함께 세계의 평

화에 공헌한다고 하는 목표 하에 역할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양국에 있어서

의 진정한 숙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5P 계속)  

운정뉴스

나카소네 전 총리 출판 발표회 인사문

지난 12월4일 ‘김종필증언록’일본어판 출판보고회에서 출판 감사의 
인사를 밝히는 나카소네 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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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의 拙著「金鍾泌 證言錄」의 日本語版 出版에 즈음하

여 먼저 感謝하는 마음과 悚懼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지난 數十年間 變함없는 友情을 나누고 

交分을 두터이 했던 中曾根康弘 總理님께 높은 尊敬과 感

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昨年 3月 이 冊이 出刊될 때 總理님께서는 推薦辭를 통

해 “이 册은 日·韓 兩國을 아우르는 貴重한 證言으로 兩國 
友好 發展의 架橋”라고 評하시고 日本版 出刊을 希望하

셨습니다.

 그 후 日 韓協力委員會 渡邊秀央 會長과 子弟인 中曾

根弘文 參議院 議員 그리고 日本語版 制作 監修를 담당

한 木宮正史 敎授를 수차례 韓國을 訪問케하여 이 冊의 

飜譯과 出刊을 督勵하셨습니다. 眞心으로 感謝 人事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日本語版이 出版되는 뜻 깊은 날

에 정작 著者인 저는 10餘年 前에 든 病으로 運身이 마음 

같지 않고 짧지 않은 日本 旅程을 勘當하기 어려워 이렇

게 紙面을 통해 人事를 하게 된 缺禮를 犯하게 되었습니

다.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證言錄은 저의 半世紀 政治人生에서 있었던 事實에 

대해 證人으로 述懷한 것이므로 回顧錄이라 하지 않고 證

言錄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韓·日關係에 대해 저는 兩國은 地政學的 및 歷史的으로 

相互協力을 통한 共存과 共榮만이 兩國은 물론 世界平和

에 寄與 할 수 있다는 信念에서 1962년 所謂 ‘金鍾泌·大平

메모’를 作成하여 韓·日 國交正常化의 契機를 만들었던 것

입니다.

 그 후 半世紀가 지난 지금 까지도 初心 그대로 兩國間의 

友好增進과 共同 繁榮을 念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昨今의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아시아의 하늘에는 

危機의 먹구름이 덥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韓國과 

日本 兩國은 過去를 뛰어 넘어 未來指向的으로 姿勢 轉換

‘김종필증언록’일본어판 출판보고회(12월4일)에 앞서 지난 11월22일 와타나베 
히데오 한일협력위원회 회장대행이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과 함께 청
구동 자택을 방문하여 책을 전달하고 있다.

운정뉴스

金鍾泌 證言錄」 出版 感謝의 글 

이 要求 됩니다. 나아가서 양국은 美國을 中心으로 한 國

際社會와 緊密히 共助하여 東北아시아와 世界平和에 寄

與할수 있는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衷心으로 기대 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世界平和硏究所와 

日·韓協力委員會 여러분 그리고 이 冊을 日本語로 出版해

주신 新潮社에 感謝를 드립니다.

 끝으로 中曾根康弘 總理님의 萬壽無疆을 마음 깊이 希願

하며 子子孫孫 興隆 하시기를 懇切히 祝願 합니다.

2017. 12月  著者  雲庭 金  鍾  泌

(64P에서 이어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안전보장의 문제나 경제적 과제

를 상호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위한 노력을 몇 세대에 걸쳐 계속해 나가

면서 서로 이해하고 일본과 한국 뿐 만이 아니라 아시아

와 전 세계의 발전과 번영에 공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가 목표로 삼아야 할 양국의 역할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이번에 이 같은 출판의 기회를 계기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일본과 대한민국 양국에 있어서 더 한층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발전에 이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

는 바입니다.
헤이세이 29(2017)년  12월  4일

세계평화연구소 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번역 : 송귀영(단국대 일문과 교수, 국제로타리365지구 

               한인친선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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