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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金敬得 著 �(新版)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 

法的地位�(明石書店, 2005, 350쪽)*

1)鄭 印 燮
**

재작년(2005년) 12월 28일 재일한국인 변호사 金敬得의 타계 소식은 필자에게 

큰 충격이었다. 일간신문을 통하여 비보에 한 필자는 둔기에 머리를 세게 얻어

맞은 듯 일순 멍하여졌으며, 가슴 속에서는 뭉클 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한

동안 을 감고 북받치는 마음을 추슬러야만 했다. 과거부터 재일한국인의 법  

지 에 학문  심을 가져 왔던 필자로서는 그와 오랜 교유를 갖고 있었고, 그

의 삶의 자세를 개인 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더욱이 타계 얼마 까지도 재일한

국인 지방참정권 획득을 한 활발한 활동을 개하 기 때문에 그 게 홀연 떠

날 은 정말 몰랐었다. 金敬得은 1949년 日本 和歌山縣 출생이니 타계시의 나

이는 불과 56세. 요즘의 평균수명에 비하면 요 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다.

�(新版)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는 金敬得이 타계하기 직

까지 재일한국인 법 지 에 하여 발표한 을 모아 펴낸 책이다. 이 책은 

1995년 이 발간된 바 있었으나, 그후 약 10년간의 이 추가되어 2005년 12

월 말 신 으로 발간되었으니 그로서는 유고집이 되었다. 이 책을 이해하기 해

서는 金敬得의 이력을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金敬得은 일본 와세타 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7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하

다. 당시 일본 최고재 소는 일본 국 으로 귀화하여야만 사법연수소 입소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하 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법연수소는 국가에 의하

여 운 되며, 수료자들은 검사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다. 일반 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후 일본에서는 金敬得 이 에도 한국계 10명, 만계 2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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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外國籍 상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 고, 이들은 모두 일본 최고재 소의 요

구에 따라 日本籍으로 귀화한 후 사법연수소에 입소하 다. 金敬得은 이러한 최

고재 소의 요구를 거부한 최 의 外國人이었다. 그는 최고재 소가 요구하는 귀

화조건부 신청서 신에 자신은 왜 귀화를 거부하는가를 밝히는 청원서를 제출

하 다.1)

재일한국인 2세로 태어난 金敬得은 어려서부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

하 으며, 자신으로부터 한국 인 것을 배제시키려 노력하 다고 술회하 다. 차

별을 피하려고 일본인인 척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자신이 한국

인이라는 것을 주 에서 치 채지 못하게 신경을 쓰며, 소심하게 살아가는 비참

함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 다. 학 졸업 무렵 결국 그는 일본인을 가장하며 

차별을 피하기보다는 일본사회에서의 차별을 없애는데 노력하여야겠다고 깨달았

고,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23년의 공백을 되찾기 하여 한국인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 다. 따라서 자신이 귀화를 하여 사법연수소에 입소한다면 일견 개인  

장래는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당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근거

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귀화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원망하며 어린 

마음을 졸이고 사는 동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

지 말고 강하게 살아가라고 충고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 다. 일본사회에서의 재

일한국인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귀화에는 어떠한 이유를 달아 보아도 

결국은 어두운 그림자로 되 뒤 따를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에 자신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는 일본 귀화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 다.2) 후

일 金敬得은 한국인에 한 이유 없는 편견과 우월의식이 가득한 일본사회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한국인임을 숨기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自己奪還”이 

필요하며, “自己奪還”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단어 다고 술회하 다.3)

金敬得의 귀화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커다란 사회  장이 일어났

다. 양식 있는 일본인 변호사⋅교수 등이 후원회를 결성하 고, 일본 변호사 회

도 최고재 소에 재고를 요청하 다.4) 결국 이듬 해 3월 일본 최고재 소는 재

 

1) 일본 최고재판소에 대한 請願書(1976. 11. 20)는 책 pp.343-347에 수록되어 있다. 

 

2)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개인적인 소회는 이 책 pp.56-60의 “私の朝鮮人への道”에도 잘 

나타나 있다.

 

3) 自己奪還-私を支えてきた一言. 이 책 pp.29-31.

 

4) 당시 일본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특별히 內國人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은 없었다. 

이는 戰前의 구 변호사법이 帝國臣民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던 것과는 대비



鄭 印 燮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2호 : 170～173172

 회의를 통하여 外國人 金敬得의 개별입소를 허용하 다. 후일 그는 10년은 

걸릴 것으로 상한 싸움이 이 게 빨리 해결될 것으로는 기 하지 못하 다고 

술회하 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최고재 소는 1977년 9월 사법연수생 채용기  

자체를 개정하여, 外國人이라도 최고재 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몇 명씩의 재일한국인 사법

시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숫자도 상당하다.5) 

사법연수소를 수료한 金敬得은 동경에서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981년 9

월부터 약 3년 반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한국에서 가족법 수업을 

듣다가 평생의 반려를 만나 결혼도 하 다. 1985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그

는 80년  정을 이루었던 재일한국인 인권운동의 심축으로 활약하 다. 재일

한국인의 주권 확보, 지문날인 거부운동, 외국인등록법 개정운동,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운동, 법 지 정 개정문제, 사할린 억류교포 지원운동, 戰後補償 차

별 철폐운동, 외국인 공무원 채용  승진운동, 정신  피해자 보상운동, 지방참

정권 획득운동 등 사회  심의 이 되었던 인권운동마다 그가 빠진 사안이 

없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요구의 법  근거를 정립하고 법정투쟁을 하

는데 앞장섰다. 그의 사무실 명칭도 “ウリ(우리)法律事務所” 다.

이 책 제2부와 제3부에는 80년 와 90년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개되었던 

와 같은 인권운동에 한 金敬得의 생각과 고민이 테마별로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처음부터 단행본을 제로 체계 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학술지 논문, 일간신문이나 잡지에 발표 된 , 강연원고 등 다양한 기회에 다양

한 형식으로 발표된 의 모음이다. 법률가로서의 金敬得은 연구자라기보다는 활

동가 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이 반드시 학술 인 완성도가 높은 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에 하여 학술  의 비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책 속

에서는 1980년  반 이후 지난 20년간 재일한국인사회에서 개된 모든 인권

운동의 궤 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의 고민이 그

되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법연수생 채용선발요령이라는 일종의 사법시험관

리지침을 통하여 외국인의 사법시험 응시를 배제하였다. 다만 일본에 오래 살던 구 식

민지 출신자 후손들은 일상생활에서 日本式 通名을 주로 사용하므로 응시단계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합격 후 호적등본 등의 제출을 통하여 일본

인 여부를 확인하였다. 

 

5) 외국인의 변호사 자격에 관한 좀 더 일반적 설명은 졸저, 재일교포의 법 지 (서울대

학교 출판부, 1996), pp.290-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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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담겨 있다. 이 책의 가치는 그 에 있다.

金敬得의 가치는 단순한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이었다. 

그는 재일한국인 사회와 일본 지식인 지지자들, 그리고 한국 내 여러 인사들 － 

이들 3각 축을 지난 20년간 원활히 연결시키고 조정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물이

었다는 에서 독보  가치를 지니었다. 그가 타계하자 주변에서는 이러한 3각 

고리의 연결을 앞으로 가 金敬得 만큼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

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일본인 지지자들로서는 한국과의 연계고리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金敬得이 타계한 직후 2006년 2월 25일 동경에서는 약 600여 명의 지인들이 

모여 추모집회를 가졌다. 2007년 1월 한국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증하

다. 지난 2월 24일에는 다시 在日本 韓國YMCA 강당에서 1주기 추모집회가 개

최되었고, �辯護士 金敬得 追悼集�(新幹社, 2007, 371쪽)이 발간되었다. 이 책에

는 金敬得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상을 8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와 같이 활동하

던 이들이 집필한 활동평 과 아울러 金敬得이 참여한 요 재 의 변론서, 그리

고 그를 그리워하는 약 80여 지인들의 추모의 이 수록되어 있다. 그 기고자들

의 명단을 보면 지난 20년간 재일한국인 인권운동에 극 으로 여하 던 모

든 면면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 다시  金敬得의 타계를 아쉬워하면서

도 그의 장자 昌浩가 동경  법  재학 인 작년 말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 아

버지의 길을 이어 가고 있고, 장녀 역시 게이오 학 법학 학원에서 비 법조인

의 길을 가고 있음에 마음의 안을 얻어 본다.

 

6) 이 책의 기고자의 한 사람으로 金敬得 변호사의 일본인 동지였던 新美隆 변호사가 작

년 말 암으로 타계하였다는 소식 역시 필자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