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일반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그 이상의
학문 연구를 위해, 곧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의 연구를 위해 해외로 나가

김영작（金榮作） 김영작 국민대 명예교수는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59년 서울대학교 당시 문리과
대학에 속해 있던 외교학과에 입학하여 1964년에 졸업했다. 1963년에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교환
학생으로 도일(Ώ᪥), 1965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1967년에 석사 학위를,
1972년에 「한말 내셔널리즘의 사상과 현실」을 분석한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
위 논문은 1975년에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한말 내셔널리즘의 연구』(㡑ᮎࢼࢩࣙࢼࣜࢬ࣒ࡢ◊✲)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989년에는 이 논문집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2006년에는 증보판이 발간되
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인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강의했다.
도쿄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69년 학술조사차 북한 방문을 감행하여, 이로 인해 1975년부터 1979년
까지 ‘간첩죄’로 복역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사면 복권되어 일본으로 돌아가 도쿄대학 대학
원 객원교수로 지내다가 1980년에 귀국, 국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82년에 민주정의당 ‘이념실
장’이라는 직함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2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후인 1985년에 정당인과 국회의원직
모두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 연구자로서 연구 집필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동안 하버드(Harvard)대학,
도쿄(ᮾி)대학, 호세이(ἲᨻ)대학 등에서 교환교수,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
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국민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한 후 현재 동 대학교 명예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어판인 『㡑ᮎࢼࢩࣙࢼࣜࢬ࣒ࡢ◊✲』(ᮾிᏛฟ∧, 1975), 『한말 내셔널리즘 연
구』(청계연구소, 1989), 『근대한일관계의 명암(᫂ᬯ)』(백산서당, 2006),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공
저, 일조각, 2005),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공저, 한울아카데미, 2006), 『21세기 한일 관계와 동북아
시아의 새로운 비전 Ⅰ&Ⅱ』(공편,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국제학술회의 총서,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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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 앞 분수광장에서의 필자(좌)
<그림 2> 도쿄대학 법학부의 모임에서 지도교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와 함께(우)

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유럽 국가로의 유학도 있지만, 특히
미국 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나
의 경우의 유학은 그런 의미의 통상적 유학이 아니었다. 유학을 간 나라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구미 국가들이 아닌 일본이었고, 유학의 목적도 처음
에는 석사나 박사 같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다
내가 1963년 말에 일본에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일 양국의 친선과 문
화 교류를 위한 1년간의 일본 파견 프로그램이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한일
정부 사이에 외교 관계, 다시 말해 정상적인 국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장기간 체류를 전제로 한 일본 유학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인 서울대 학생이었던 내가 연세대 학생 2
명과 함께 선발되어 국교도 없는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
시 연세대의 설립자 집안 출신이자 연세대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던 언
더우드(Underwood) 씨의 도량 넓은 사고방식 덕분이었다. 연세대 학생이 아
닌 타교생 한 명을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한 것에 대한 일부 연세대 학생들
의 반발과 반대 소동 때문에 유학 수속(출국 수속)에 한 달 가까운 지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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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 하지만 언더우드 씨를 비롯한 연세대 교수님들의 넓은 도량의 사
고 방식 덕분에, 나는 드디어 연세대에서 선발된 2명과 함께 일본으로의 유
학에 동참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정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한정자
씨, 그리고 대학원생이었던 안병준 씨와 더불어였다.
아마도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드문, 어쩌면 최초의 일본 유학생
이 된 우리 세 사람은 1963년 12월 17일 부산항에서 한일 간을 오가는 연
락선 ‘칸스이마루’(Kansuimaru)에 몸을 싣고, 부산항을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
(ୗ㛵)로

향했다. 땅거미가 드리운 늦은 저녁 무렵,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

했다. 이미 어두워진 후여서 우리 일행은 시모노세키 역사(㦬⯊) 건물 중 하
나인 허름한 3~4층짜리 1층의 방 하나에 모여 앉아, 빵과 우유 등으로 저녁
을 대신하고 날이 밝아 다음 행선지의 안내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우리는 열차를 갈아타고 도쿄로 향했다. 우리를
초청해준 도쿄도(㒔) 내의 국제기독교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이하
ICU)로

가기 위해서였다. ICU를 찾아 도쿄를 향해 가면서도 나와 함께 유

학을 온 여학생 한정자 양은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에 좌불안석이었다. 왜냐
하면 일본에 도착한 후 우리 일행 중의 한 대학원생이 열차가 히로시마(ᗈ
ᓥ)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잠시 바람을 쐬러 내렸다가, 열차 문이 자동으로 닫

혀버리는 바람에 차에 오르지 못하고 짐을 차 안에 둔 채 우리 일행에서 떨
어져 낙오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시급히 차장에게 연락하여 손짓발짓으
로 그가 차 안에 두고 내린 코트며 짐을 보여 주고 구조를 요청했다. 10여
분 지나 차장이 와 무어라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일본 차장이어서 확실히
는 몰랐으나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
였다. 낙오된 사람이 여학생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으로 여겨졌다.
도쿄를 지나 미타카(୕㮚)라는 역에 도착하여 보니, 어느 일본인이 우리
두 명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출구에 서 있었다.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
그를 만나 우리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임을 알렸다. 그는 곧 우리를 구내에
세워 두었던 자동차로 안내했다. 미타카라는 역에서 그의 차를 타고 약 30
분이나 달렸을까? 영어와 일본어로 ‘ICU 국제기독교대학’이라는 큰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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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 양쪽에 세워져 있었고 길 양쪽에 큰 벚꽃나무들이 200미터가량 늘
어서 있었다. 그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대학 본부 건물이 나왔다.
방학이라 그런지 대학 구내가 한산하고 조용했다.
본부 사무실에서는 일본인 여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
리 두 사람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본부 사무실로 가 ‘도착 신고’ 서류를
기입하고 있을 때, 옆에서 히로시마에서 열차를 놓쳤던 대학원생 안병준 씨
가 나타났다. 자기는 히로시마에서 기차를 놓친 후 역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선처로 특급열차를 타고 와, 우리보다 한 시간이나 먼저 도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늦게 도착한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묘한 헛웃음을 웃었
다. 미타카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에서의 일본 유학 첫 날이 이렇게 시작되
었다.

ICU에서의 일본어 공부와 서울대 졸업
ICU에서의 교환학생 과정은 그 후의 나의 학업 특히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에서의 학업 이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서의 유학 첫 해를 ICU에
서 영어로 몇 가지 강의를 수강하면서, 나는 ICU가 고안 개발한 일본어 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주일에 12시간씩 일본어를 습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것이 나의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나의 학업 진도 그리고 인생행로
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일본어를 습득하면서
나는 ICU에서 1년 과정이 끝날 무렵, 도쿄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사 ·
박사 과정을 이행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유학 6개월 후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시 귀국하여 서울에
왔을 때, 나는 매 학기마다 이행해야 하는 체육학점 1학점만 더 취득하면
서울대에서의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유학 이
전부터 매 학기마다 평균 B학점 이상 우수 성적 취득자에게 허용되는 특전
을 활용하여 일반 규정보다 2학점씩 더 많이 수강해온 덕분에, 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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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떠난 6개월 후인 1964년 1학기를 끝낸 시점에 이미 졸업에 필요한
160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학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1학점씩 이수해야 하는 체육학점은
내가 한국에서 4학년의 1년 동안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기에, 아무리
해도 1학점(필수 체육학점 8학점 중 한 학기분)을 메울 방법이 없었다. 알고 보니
이러한 제도 운영은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
이었다. 나는 일본 유학을 떠나면서 동기생 친구들에게 체육시간마다 ‘대리
출석’을 의뢰하여 한 학기 분의 학점은 취득했으나, 두 번째 학기 역시 계속
대리 대답으로 출석을 메워 나가다가 연세가 꽤 많으신 문(ᩥ) 교수라는 체
육과 교수에게 적발되어 학점을 딸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 체육학점 1
학점을 더 따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 상황을 전해 들은 나는 부랴부랴 그 해 여름방학에 귀국하
여 체육교수님을 찾아 뵙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방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다. 나의 청원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묵묵부답이셨던 교수님은, 다음날 다시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명하셨
다. 일단 물러서긴 했지만, 다시 오라는 분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다음날
오후에 찾아 뵈었더니, 용서하고 학점을 주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주시는 것이었다. 곧 일본의 대학에서는 체육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
며, 그것이 교양 선택과정인지 또는 졸업과 연관된 필수과목인지 등등을 조
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가 나의 4학년 때의, 한 학
기분 체육과목 학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다. 나는 문 교수님의
지시에 뛸 듯이 기뻤다.
일본에서의 체육교육 양상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문 교수님
께 큰 소리로 “네!”하고 대답을 하고 물러 나와, 일본에 돌아온 후에는 몇몇
대학의 체육교육과 졸업 조건과의 관련을 탐문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
편으로 보내드렸다. 개괄컨대, 일본에서의 체육 과목은 ‘교양선택’이고 한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과목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나는 서울대학에서의 졸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해 196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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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학 대학원 법학 · 정치학 전공 과정에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ICU에서의 수업과 도쿄대 대학원 입학
ICU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신학대학도 아니고 기독교가 교과과정에 필수과
목인 것도 아닌 일반대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로 미국의 기독교계
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대량 살상 무기인 ‘원자 폭탄’을 투하하
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품고, 미국 기독교계에
서 자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이라고 했다. 엄청나게 넓은 부지(ᩜᆅ) 안에 학
부 학생수 1500명 정도, 대학원생 100명 정도의 작은 규모에, 전 과목이 일
어 또는 영어의 2개국어로 강의되는 특수한 대학이었다. 교수 대부분이 미
국인이었다.
ICU에서의 1년간 유학생활은 여러 면에서 유익했다. 무엇보다 서울대
에서의 다양한 수강과목을 인정받아 다른 과목을 많이 면제받고, 일주일에
12시간씩이나 듣는 ‘Intensive Japanese Course’를 통한 일어 강의는 나의
빠른 일어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자(₎Ꮠ) 하나하나마다 획과 뜻을 외
워야 하는 서양인 유학생들과는 달리, 나의 일어 공부는 발음 중심의 학습
이어서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었다.
ICU에서는 일본어 학습 이외에도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다는 아리마 다쯔오(᭷㤿龍ኵ)라는 교수가 영어로
하는 ‘일본 정치 사상사’ 강의를 들었다. 30대 후반의 젊은 교수였는데 매우
신선하고 자극적인 강의였다. 아리마 교수의 한 학기 강의가 끝날 무렵, 나
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ICU에서의 1년 과정이 끝나면 도쿄대 대학
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입시 준비를 위한 서적을 추천해 달
라고 했다. 그는 기가 찼는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말이 없더니,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카 요시타케(ᒸ⩏Ṋ)의 『국제정치사』(ᅜ㝿ᨻྐ, ᒾ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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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ᗑ, 1955)를 적어 주고는, 우선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보라고 권해 주었다.

곧 구입해 여러 번 열심히 읽었다. 도쿄대학 대학원 입시나 특히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서 나는 서울대학에서의
졸업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해 1965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 ·
정치학 전공 과정 중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영어’와 ‘근대 동서양 외교사’ 그리고 ‘일본근대사’ 과목의 필기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만 주어지는 면접시험을 치렀다. 한국에서의, 즉 서울대학
에서의 전공과 수강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는 1차 면접을 거쳐, 일본으로의
유학 동기를 묻는 2차 면접이 있었다. 2차 면접의 질문은 왜 하필 미국이나
서구에 유학하지 않고, 그것도 과거의 식민 통치국이었던, 그리고 아직 국
교도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일본에 유학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2차 면접
에서의 질의 응답을 거쳐 3차 면접에서는 만약 합격한다면 무엇을 전공할
것이며, 그 동기는 무엇이고,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진땀나는 ‘면접시험’이었다. 특히 면접 막바지에 거듭 왜 아직 한국과
정식 국교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을 식민 지배한 일본
에 유학하려 하며, 석 · 박사 과정을 끝까지 일본에서 이행하려는지, 그리고
귀국하면 일본 유학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해,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학문 내용 면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된 대답을 하
였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의 수강 과목 특히 카(E. H.
Carr)와

모겐소(Hans J. Morgenthau) 등의 저서들을 대충 요약해 대답에 동원

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면접시험을 나름대로 치러냈다. 결과적으로 그해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서울대 시절의 전공 공부가 ‘맹탕’은 아니었
던 모양이었다. 1965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 · 정치학 전공 과정에 입
학한 후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본격적인 ‘햇병아리’ 학자로서의 연구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쿄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한 후, 나는 이후의 학비와 생활비에 관해
고심한 끝에 내가 일본에 올 때에 재정적 후원단체였던 ‘아시아재단’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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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 지원을 계속 신청해 보았다. 며칠 후 아시아재단 도쿄사무실(The Asia
Foundation Tokyo Office)에서

부대표자 바워삭스(Glen Bowersox) 씨의 이름으로

답신이 왔다. 일단 ‘지원불가’를 알리면서, 그곳 도쿄대표부(사무실)에서는
일본인 학자에 관한 일에는 관여하고 있으나, 한국인 학생에 관한 것은 직
접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의 답신이었다. 그러면서 아
시아재단 서울사무실에 접촉해 볼 것을 권해주었다. 아울러 친절하게도 대
표인 스타인버그(Steinberg) 씨의 이름과 함께 주소도 알려 주었다.
나는 낙담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바워삭스 씨가 서울사무소 대표자를 소
개해 준 데 희망을 걸고, 서울의 스타인버그 대표에게 서신과 함께 서류를
보냈다. 얼마 후, 스타인버그 씨로부터 회신이 왔다. 석사과정 2년 동안에
한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뻤
다. 내가 도쿄대 대학원에서 「한 · 일 내셔널리즘의 상극(┦๑): 갑신정변(⏥
⏦ᨻ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

었던 것은 위에 언급한 분들의 지원 덕택이었다.

도쿄대 대학원 시절의 나날들: 학업과 결혼
도쿄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196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생활이 시작되었
는데 ICU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선입관 탓이었을까? 그해에 정치학
전공 석사과정에 합격한 것은, 나와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이미 석
사를 마치고 다시 도쿄대 대학원으로 옮겨 응시한 사사키 다케시(బ々ᮌṊ)
뿐이었다. 그는 석 · 박사과정 때부터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는데, 뒷날 내가
서울에 돌아왔다가 ‘북한 방문’ 건이 불거져 한국 보안(ಖᏳ) 당국에 구속되
어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 이이다 타이조우(㣤⏣Ὀ୕) 교수 등과 함께 여러
형태로 구원활동을 해준 고마운 동료 중 한 사람이었다.
도쿄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호세이(ἲᨻ)대학 교수가 된 이이
다 타이조우 교수는 후일 호세이대학에서 3년간 나와 함께 근무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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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㒔)대학 교수가 된 오오타케 히데오(ᕌ⚽ኵ) 교수 등과 더불어 줄곧
일본에서 학회활동을 함께 했다. 특히 오오타케 교수와 나는 후에 미국의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벨라지오(Bellagio) 소
재의 별장에 초청되어 50일간 함께 머물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영어로 공
동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록펠러재단이 아시아 학자에게 베푼 ‘연구휴가’
의 결과물이었는데, 이탈리아 체류기간 동안 오오타케 교수가 몸이 불편해
연구 논문은 주로 내가 집필했다.
도쿄대 법학 · 정치학부 시절의 은사 중에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저명
한 교수가 많았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은사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일본정치사상사 전공의 마루야마 마사오(
ᒣ┾⏨)

교수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일본정치사상사』(᪥ᮏᨻᛮྐ)를 비

롯한 수십 권의 저서와 전후(ᡚᚋ) 일본의 진로에 관한 정치평론집 및 ‘강의
록’ 등을 통해 일본의 정신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명강의는 대학원 시
절 나의 ‘병아리 학자’로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루야마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예학자로 ‘반핵’(᰾) 평화주의의 입
장에서 수많은 시론과 평론을 통해 ‘비무장, 중립, 비핵’으로 집약되는 전후
일본의 진로를 밝혀온 사카모토 요시카즈(ᆏᮏ⩏) 교수 역시 일본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대표적 지성이었다. 그는 나의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ICU에 취직해 있던 상태에
서 여름방학에 잠시 귀국했다가 한국의 보안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던 시기
에, 나 개인은 물론 나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주신 고마운 은사님이
시다.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14년 10월 2일, 그는 안타깝게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서둘러 도쿄에 가, 일본 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대
표하여 내가 대표로 고별사를 작성하고 낭독했지만 안타까운 심정은 그지
없었다.
도쿄대 대학원 시절에는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든 많은 명교수
들의 명강의가 있었다. 몇 사람만 더 간단히 언급해 두자. 대대로 학자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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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사이토 마코토(ᩧ⸨┿) 교수(미국 역사와 사상 전공)는 내가 ICU 교수에
취임하고 도쿄대 교양학부에서 국제정치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등 일본 학
계에서 일찍 ‘입신출세’를 하는 과정에서나, 후일 한국에서 ‘징역살이’로 고
생을 할 때 사카모토 선생과 더불어 나의 구원활동에 음 · 양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체구는 작지만 도량이 넓고 인간미 넘치는 품격으로 존경 받
으시던 분이었다.
사이토 교수는 어느 해인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한 어조로 “김 군, 혹시
‘이종찬’이라는 사람을 아는가?”라고 물으셨다. 머뭇거리는 나에게 그 분과
는 일제 강점기 때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었
다. 조사해보니 해방 후 한국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이종찬(李㙂㉙)
씨였다. 사이토 교수는 당시 일본 해군장교였지만 두 분이 절친한 사
이였고, 그래서 더욱 이종찬 씨의 품격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다. 사이토
선생의 부탁으로, 다음 해 방학에 서울에 들어와 수소문 끝에 이종찬 씨를
뵙고, 사이토 선생이 뵙고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곧이어 사이토 교
수는 자신의 외아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셨고, 나의 안내로 서울에서 두
분의 해후(㑍㏪)가 이루어졌다. 3일간의 서울 방문 중 하루를 이종찬 씨와
의 만남에 할애한 사이토 선생은 이틀 후 기쁜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셨다.
1967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 · 정치학연구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나
는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석사과정 재학 중 나에게 장학금 지원을 알선해
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아시아재단 도쿄사무실의 바워삭스 씨는, 본국으로
발령이 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간 1년 동안 그의 호의로 도쿄 다카
나와(㧗㍯)에 있는 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본인 할머니(house mother)가
해주는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살면서 석사 학위 논문 집필에만 주력할 수
있었다. 나에겐 참으로 고마운 미국인이었다. 그의 귀국은 정말 섭섭했지
만,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었다. 그가 귀국 한 후에도 서로 서신으로 연락을
하다가 나의 징역살이 시작으로 인해 연락이 끊겼다.
바워삭스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인 1968년 3월, 나는 대학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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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후부터 사귀어 오던 지금의 처 허희경(チെ㙾)과 결혼했다. 그때는 나의
주임 교수이신 도쿄대 정치학부의 사카모토 교수가 미국 시카고대학에 연
구년으로 도미 중이어서, 같은 법학부의 정치학 교수이셨던 오카 요시타츠
(ᒸ⩏㐩)

교수가 축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 요시타츠 교수

는 그의 형 오카 요시타케(ᒸ⩏Ṋ) 교수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 와 있던 도쿄 유학생들은 물론 와
세다대학, 게이오(᠕⩏ሿ)대학, 기타 명문대에 유학 와 있던 많은 유학생과
일본인 동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결혼도 결혼이지만 박사과정 진학 후 여러 가지 변화와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도쿄대학을 위시해서 일본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반안보투쟁’이었다. 때마침 미일 간의 안
보 조약이 개정 · 연기되는 시기여서, 이에 반대하는 일본 전국의 대학생들
이 ‘미일 안보조약 반대’ 투쟁에 일어서서, 수많은 대학이 수업은커녕 화염
병이 난무하는 소요 사태에 휩싸이고, 드디어 무기한 휴교 상태에 이르게 되
었던 것이다. 도쿄 대학이 그 ‘투쟁’과 소요 사태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었
다. 연구실이 전면 폐쇄되고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에 의해 감금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수업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어수선하고 비정상적인 분쟁사태 속에서도, ‘안보
조약’ 투쟁에 관해서는, “난 몰라!”라고 하면서 자기 논문 쓰기에만 매달려
일찍 학위를 취득한 ‘공부벌레’도 없지는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훈소 바카세’[⣮தࣂ࢝ࢭ, 분쟁을 틈타 박사가 된 나쁜 놈(훈소+바
카+하카세)]라고 빈정대곤 했다.

도쿄대학 분쟁과 북한 방문
도쿄대학이 분쟁에 휩싸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의 관심은 남북한 문제, 다
시 말해 ‘통일’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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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북사건과도 연관된, 북한에 관한 나의 관심이 이 무렵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굳이 지적해 두자면, 그것은 6 · 25 동란 이후의 나의 개인
사, 아니 우리 집안 모두의 한 많은 가족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사사
로운 사연이지만 우리의 가족사에 관해 간단히 언급해 두자.
거슬러 올라가면 6 · 25 동란(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확히는 1950년 7월
4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더욱 잊혀지지 않
는데, 나의 부친[아마도 이제는 선친(ඛぶ)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만]께서 서울 혜화
동 집에서 이미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가셨다.
우리 가족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님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
한다. 후일 내가 북한을 방문하여 한 달 넘게 체류하고 있던 시기에도 북한
당국은 납치해 간 나의 부친에 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나도 묻지 않
았다. 혹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물어보았
자 그들이 신통한 대답을 주기가 곤란한 상태라면, 나의 질문이 나에게 ‘화
근’이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북한을 방문한 동기
가 아버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들
이 먼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가슴에 묻어 놓고 있기로 작심하고 있었던 것
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 나는 어머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짓
고 살아왔다. 아버님이 납북되신 후 40여 년간을 홀로 삯바느질 등으로 우
리 5남매를 키워오신 어머님이 1997년 11월, 93세를 일기(୍ᮇ)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나는 이 한 많은 긴 사연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어머님과
아버님의 합장 묘비에 비문으로 새겨 놓았다.
요컨대 나의 부친 김정태(㔠ᨻὈ)는 6 · 25 동란이 발생할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리직(서울 성동구청장)에 계셨다. 6 · 25 동란 발발 직후, 서울이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는데, 그에 앞서 이승만 정부가 성급히 한강
다리를 폭파 시켜 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남한 명사들이 난을 피하지 못하
고, 북한에 납치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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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 무의식을 불문하고 그 같은 나의 가족사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발생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북한의 상황과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나는 북한 사회를 직접 관찰하고 북한 지도자들의 통일에 관한
생각과 정책을 알아보려는 ‘천진스러운 생각’도 작용하여, 도쿄대 박사과정
에 재학 중 비밀리에 북한 방문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 3월의 일이
었다.
나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한 조총련 간부의 정확한 이름을 비롯하여 자
세한 신원(㌟ඖ)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총련 학술 담당자였으며, 그와는 그
간 북한 사회과학원(♫᭳⛉Ꮵ㝔)에서 간행된 서적, 예컨대 공식 『노동당사』,
역사학자 김석형(㔠㘏)의 『고대 일선 관계의 연구』(ྂ௦᪥㩭㜝ಀ의 ◦✲) 등
을 입수하기 위해 가끔 조심스럽게 접촉하던 사이였다.
후일 조총련의 부총책으로 활동한 ‘허 모(᯾)’라는 자와도 면식이 있었
는데, 그가 나의 처남 허성도(チ⪷㐨)와 같은 고향 출신의 재일동포였기 때
문이었다. 나의 처남은 일본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일본 수상 후쿠다 다
케오(⚟⏣㉱ኵ)의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나는 일본 유학 중, 북한에서 간행되는 서적들 중에 관심이
가는 책들을 조심조심 입수하여 읽고 있었다. 그 중에는 북한의 공식 당사
(ඪྐ)나 전기 · 저서 등 일본에서 북한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우치야마(內
ᒣ)서점’

같은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서적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고대 일

선 관계의 연구』는 북한학자 김석형이 1963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 학
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저로 해서 출판한 책이었다.
나는 김석형의 학회 발표와 출판 소식을 훗날, 아마도 1967년 즈음 서울
대 시절의 은사이신 동주(ᮾὪ) 이용희(李⏝⇊) 교수님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전해 듣고, 조총련을 통해 두 권을 어렵사리 구해 한 권은 은사님께 드리
고 나머지 한 권을 내가 소장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간행된 책이지만 사상
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한국 · 일본을 막론하고 일본의
고대사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뒤집어 엎고, 반대로 조선이 일본에 식민분국
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저서였기 때문이었다.

276 일본비평 12호

그 책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가 북한의 김석
형 원사와 그의 저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위에서 간단히 지적
한 바와 같이 서울대 시절의 은사이신 이용희 선생님을 통해서였다. 동주
선생님은 내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한 이래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나를 아껴주신 은사님이었다. 자료 수집이나 책 구입 등 심부름도 많이 시
키셨지만, 도쿄대 유학 시절에도 방학을 맞아 서울에 돌아오면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불러 식사도 하고 고급 카페에서 풍악을 즐기는가 하면 학문적으
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곤 했다.
어느 해 방학에 서울에 들어와 동주 선생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 씨에 관한 이야기
를 들었다. 어디서 입수하신 정보인지 확실히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얼마
전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일본에 갔다가 당신의 연희전문 동창인 재일조선
인 명사 이영근(李Ọ᰿) 선생을 뵙게 되었는데, 그때 이영근 씨가 동주 선생
에게 자신의 또 다른 동창인 북한의 김석형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대 일선 관계의 연구』는 김석형 원사의 저서로 1963
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그때까지의 고
대 시기의 한일(㡑᪥ · ᮅ᪥) 관계에 관한 일본의 통설, 곧 일본이 조선(반도)에
문물 · 문화를 전파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조선이 보다 발달된 상
위의 문명과 문화를 일본 측에 전파했고, 일본 열도 안에 식민지 분국(ศᅧ)
을 경영하였다’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해 한일 양국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도 큰 파문을 일으킨 책이었다.
나는 1967년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 들어왔을 때, 동주 선생님으로부
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울러 일본에 가면 북한에서 발행된 김석형
원사의 저서를 구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분부(ศ)에 접하
였다.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 씨는 동주 이용희 선생님 그리고 이영
근 씨와 연희전문 동기생이란 설명과 함께였다. 일본에 돌아와 간다(⚄⏣)
진보쪼(⚄ಖ⏫)의 북한서적을 다루는 우찌야마(ෆᒣ)서점에 두 권을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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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면식이 있었던 조총련 학술 담당자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 놓았다. 2주일쯤 지나 ‘김 선생’이라고만 알고 있던 연세가 제법
지긋한 조총련 간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탁했던 서적 두 권을 오차노미즈
(ᚚⲔࡢỈ)역

근방의 다방에서 받아, 그 중 한 권은 다음 방학 때 동주 선생

님께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한 권은 내가 소장하게 되었다.

방북과 수감, 사면과 귀국
조총련 측 인사와의 접촉은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와
중에, 나는 평소 자료수집 등으로 가끔 접촉이 있던 조총련 측 인사로부터
불쑥 “조국(북한)을 한 번 방문해 보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어조(ㄒㄪ)의
제안을 받았다. 나는 묵묵부답으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나의 묵묵부답이
거부가 아니고 내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의 권유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승낙만 해주면 자기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조국
(북한)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심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과 북한을 왕
래하며 ‘귀국동포(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이른바 조국방문’을 주선
하던 ‘만경봉 호’를 연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흔히 일본의 신문지
상에 보도되곤 하던 밀선(ᐦ⯪)까지도 떠올리며, 위험한 일이지만 가능할지
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나에게 조심스럽게 ‘조
국 방문’을 권유하면서, 승낙만 해주면 “가장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표현으
로 흔들리는 나를 다그쳤다. 한 달쯤을 망설이던 나는 드디어 더 이상 구체
적인 것(방법)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고민을 접고 승낙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일본
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조건’ 삼아서였다.
그 후 나는 나의 처에게도 이 무모한 방북 작심을 털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2주일 전부터 ‘한 달 동안 연구와 아르바이트를 겸해 일본 각지를 여

278 일본비평 12호

행할 계획이 생겼다’고만 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처가 의심을 하거나 걱
정하지 않도록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나의 처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쯤 되었을 때였으므로, 처는 내가 도중에 바다에 빠져 죽을
지도 모르고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나의 북한 방문 계
획을 본격적으로 의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북한 체류 시의 체험과 그에 대한 감회에 관하여는,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아래에 간략히 북한 방문
시 확인한 북한 체제의 본질적 모순, 특히 ‘유일 사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만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규제해왔고 지금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수령의 유
일 사상’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존 시에는 물론
그의 사망 후에도 의인화(ᨃே)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절대자화시켜 독
재적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 “수령의 사상, 오직 그것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유일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한의 유일 사상은 ‘테제’(these)로서의 김
일성 사상만 있을 수 있고, 그것만이 정당하며, 어떠한 대안(௦) 곧 ‘안티
테제’(anti-these)도 원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변증법적’
인 독선이며, 따라서 발전과 변화의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북한 방문 시 북한 인사들과 나눈 대화와 견문은 모두가 ‘유일 사상’의 논리
적 모순과 그 체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었
다. 나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남한과의 경쟁에서는 물론, 체제의 융통성
있는 변화를 선택하는 데 북한에게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돌아와 나는 학위 논문을 마치고 일본인 은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대학(ICU)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다 1972년에 한국에 잠시 들어
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간첩죄’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
을 살다가 5년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일본의 동학, 동료들, 은사들의 탄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위에 말한 것처럼 나의 큰 처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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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주치의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후쿠다
총리가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
아가 있던 중, 전두환 대통령 때 사면 복권되어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1980년에 귀국한 후 나는 5년 가까이 정치인, 정당인으로서의 정치 활
동과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를 겸해서 수행해 나갔다. 귀국 직후인 1981
년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 끝에
그때나 지금이나 공식 직제에는 없는 ‘어떤 자리’를 언급하시면서 그 자리
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통령으로부터 평가
를 받는 것은 기뻤으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을 달아 이를 완곡히 거부했
다. 왜냐하면 다 지나간 과거의 나의 경력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권에
서도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 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개를 한두 번
끄떡거리시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다. 사람이란 묘한 동물이
어서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안심도 되는 묘한 기분으로 그날은
다른 말씀만 한참을 더 듣다가 물러나 나왔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며 당
시의 집권정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으로부터 당의 이념을 만드는 일에
관여해 당의 진로 설정과 당원 교육의 근간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다는 연락
을 받았다. 그 지시가 ‘윗 분’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당시 나를 부
른 민정당 대표위원과 사무총장은 간접적으로 강조하셨다. 나는 별로 망설
이지도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나는 ‘이념실’을 맡아 당의 5대 이념, 즉
민족 · 민주 · 정의 · 복지 · 통일을 3개의 실무 파트에 연계하고 조화를 모색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1980~1987)의 한일 관계
이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나는 집권 여당 민정당의 이
념실장(⌮ᛕᐊ㛗) 직에 있으면서 참모로서 대통령의 이른바 ‘적극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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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의 방향 설정과 실무 추진 양 방면에 걸쳐 대통령을 보필했다. 아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의 대일외교에 관한 평가와 감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출범 직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듯 했으나, 여기에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복안이 작용하고 있었다.
취임 초인 1982년경,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로 시작된 ‘교과서 분
쟁’이 한국 정부와 국민의 큰 반발을 사고 있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
여,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문제가 양국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경
제 협력’의 명분과 금액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국 간 긴장 관계
가 날로 고조되는 듯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담하게도, ‘10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통 큰 제안’으로 일본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후일 알려진
바로는 이 같은 ‘통 큰 제안’은 한국을 방문했던 레이건(Ronald W. Reagan) 미
국 대통령으로부터 ‘양해 아닌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참모들에게는
알려지고 있었다. 이 요구 액수의 크기에 참모의 한 사람이었던 나 자신도
크게 놀라는 한편 그 실현을 의심하기도 했었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ᗣᘯ)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
다. 두 사람의 만남은 ‘통 큰 정치인들’의 적절한 만남으로 기록될 만하다.
결국 두 사람은 한일 간에 ‘40억 달러의 경협 차관’에 합의했던 것이다. 참
모로서 이 협상을 보면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보스’ 기질의 ‘외교 역량’
에 내심 감탄했다.
1984년 9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 이루어져 양국 관
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일본 천황은 만찬사에서 과거사에 관
한 반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일본 고어풍의 한자 표현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나름대로의 과거사에 관한 ‘사죄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후 양국 관계는 악화와 호전을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의 외교, 특히 대일 외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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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확충을 기조로 하여,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일본
과는 경제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
엇보다 ‘정상외교’를 통해 48개국 59명의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아오
게 했으며, 임기 중 17개국을 순방하는 등 이른바 ‘다원 외교’를 적극 추진
했다. 동시에 ‘자유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 경제질서 구축’에도 주
력했다. 이른바 ‘남남협력’(༡༡༠ຊ),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협력’ 또한 전두
환 전 대통령이 즐겨 표방하던 슬로건이었고, 이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이 같은 ‘적극 외교’에 집권당의 ‘이념실장’으로
대통령의 외교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현실적 외교 목표 달성에도 적극 참
여했다. 대국적으로 보아 전두환 대통령의 외교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해 정상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이 점에서는 성공
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의 부정 축재에 관한 보도는, 이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인간 전두환 씨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대통령으로서
의 궤적에도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 재직 기
간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상호 ‘호연지기’를 피력하
던 나카소네 일본 전 수상과 더불어 한일 양국 국민으로부터 ‘통 큰 정치인’
으로 평가 받던 전직(๓⫋) 대통령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불명예라 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념실장’으로 봉직한 일개 참
모였던 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해탄 선상의 ’바카야로‘ 사건에 관하여
1984년 7월 17~18일(2일간),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부관(㔩㛵) 연락선
선상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인들이 참가하여 토론회가 열렸다. 일본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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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오시마 나기사(ᓥ, 영화감독), 나까가미 겐지(୰ୖḟ, 소설가), 오까모
토 따로(ᒸᮏኴ㒄, 현대예술의 대가), 츠쿠시 테츠야(⟃⣸ဴஓ, 저널리스트) 등 6명
이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영작(필자, 국민대 교수), 최인호(작가), 이우환(작
가), 최상용(고려대 교수), 조용필(가수) 등 8명이 참가했다.

토론회의 기획자는 전옥숙 여사였다. 주최는 일본 측에서는 아사히TV
와 한국 측에서는 KBS가 제작하여 양국(兩ᅧ)에서 방송되었다. 주제는 일본
과 한반도를 잇는 ‘현해탄(⋞ᾏℿ)에 새로운 길을 열다’였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악천후였다. 배가 제대로 떠날 수 있을지 출발
당초부터 걱정이 많았다. 바다 위의 선상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루함
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일본 측 참석
자인 오오시마 씨는 술이 과했다. 두 시간이나 더 지나 빗줄기가 가늘어지
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일본 측 사회자는 여성 언론인이었고, 한국 측 사회
자는 내가 맡았다.
먼저 한국 측 사회자였던 내가 회의 진행을 위한 좌석 안배와 회의 진
행 요령 등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했다. 그러자 오오시마 씨가 무엇이 불만
이었는지, 갑자기 “사회자는 필요 없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회자로서 진행 발언
을 계속하려 하자, 오오시마 씨가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바카야로”라고 욕
을 해댔다. 갑작스런 ‘바카야로’라는 소리에 놀란 나도 화가 나 “난다, 바카
야로”(뭐야? 이 자식아!)라고 응수해주었다. 오오시마 씨의 술주정이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오오시마 씨는 회의 진행과 관계 없이 술
에 취한 것이 분명한 발언을 계속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를 진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회자석에서 일어났다.
30~40분쯤 지났을까? 회의 기획자이기도 했던 전옥숙 여사가 나에게
다가와 “김 박사, 참아. 참아!”라고 애타게 말하기에 그녀의 입장을 생각해
마지못해 다시 사회자석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한국 측 참
석자들은 언짢은 분위기를 억지로 참고 있었다.
‘현해탄 선상의 바카야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우발적 사건은, 양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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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들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
도되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오오시마 씨가 귀국한 뒤 일
본 언론이 그를 계속 추적해 면담을 요구하려 하자, 그는 그 일본 언론인들
을 향해 또 “바카야로!”라고 욕을 해 악명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에 ‘바카야
로! 사건’으로 다시 더 크게 보도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양국 주최자
들의 수습 노력으로 억지로 봉합되는 듯했던 회의의 불미스러운 점이 오오
시마 씨의 계속되는 돌출 행동으로 더 크게 확산되어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몹시 뒷맛이 좋지 않은 회담으로 끝나버린 이 ‘토론회’는 그 후 한동안
한일 양국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후일 확인해 보니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현해탄 위의 바카야로 사건’으로 보도되고,
『아사히신문』(ᮅ᪥᪂ሗ)의 고정 칼럼인 「천성인어」(ኳኌேㄒ)란의 소재가 되
기도 했다.

다시 대학 강단에 서서
1985년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과 연관된 당내의 ‘파벌’(계파) 간 세력 다툼,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 경쟁과 관련되어 은연 중에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모(᯾)씨 측에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미 해결이 모두 끝난 수 십년
전의 나의 행적, 곧 북한 밀행을 구실 삼아 직간접적 모함이 발생했다. 나는
이것이 정당인 생활과 정치생활을 정리 청산하는 좋은 기회라 작심하고 집
권정당의 ‘이념실장’직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자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
했다.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나는 그때까지 더불어 고생을 해온 많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과 작별하고 1년 계획의 세계여행에 나섰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당원 동지들이 모아준 성금은 나의 세계
여행의 자금이 되었다. 견문을 넓혀주고 지친 정치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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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여행이었다. 귀국 후 바로 국민대에 복직했다. 1989년의 일이었다.
그 후 5년간 연구와 강의 등 교직 활동에만 종사하다가, 1994년 3월부
터 1995년 2월 말까지 안식년을 활용해 미국 하버드대학에 연구교수로 나
갔다. 하버드대학에서의 연구 생활은 매우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 정치학
부의 이리에 아키라(ධỤ) 교수의 배려로 연구실을 얻어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하버드대학 도서관과 미 의회도서관의 미공개 비밀 외교문서 자료를
뒤지다가, 그때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일본의 비밀 외교문서(MT
Series, Meiji Taisho 시기 비밀문서들)를 발굴하여 미칠 듯이 기뻤다.

이 자료를 모두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뢰해서 복사하여 이를 활용해 우
선 몇 편의 논문을 써서 하버드대학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귀국
시 한국에 가지고 돌아와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모두가 한 번도 제대로 알
려진 적이 없이 숨겨졌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획기적 논문들이었다. 김옥
균 암살의 전모를 새로이 밝힌 논문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 글은 나의 저작
집 중 하나인 『근대 한 · 일관계의 명암』(백산서당, 2006. 제2쇄는 2009. 1)에 수록
되어 있다.
나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년간 국민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도쿄대학 교양학부 국제관계론과의 초청으로 도일(Ώ᪥)하여 ‘19
세기 후반~20세기 초의 한일 관계 및 한중일 3국 관계’에 관해 강의했다.
나의 학술 논문집 중 하나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김영작 · 이원덕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6)에

실린 논문과 나의 저서인 『한말 ‘내셔널리즘’: 사상과

현실』(백산서당, 2006) 등이 주된 교재였다. 또한 또 한 권의 나의 주저라 할
수 있는 『근대 한일관계의 명암』에 실린 많은 논문을 교재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까지의 한일 관계와 한청일(㡑ῤ᪥) 관계에 관한 강의를 했다.
특히 이 책에는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한국관」이란
논문에서 ‘후쿠자와의 조선에 대한 망국(ஸᅧ)을 독촉하는 언설’을 밝힘과
동시에, 제5부의 ‘근대 초 한중일 관계의 파국’(제9장)에서 「누가 왜 김옥균
을 죽였는가? 흑막에 가려져온 김옥균 암살의 진상」이란 논문을 통해, 홍종
우의 김옥균 암살을 배후에서 조종한 일본인 오미와 조베에(୕㍯㛗ර⾨)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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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암약상을 새로이 밝혀냄으로써, 그간 한청일 3국에서 잘못 알려진
종래의 학설을 뒤집는 획기적 사실을 구명했다.
위의 책 『근대 한일관계의 명암』에는 그 외에도 근대기 한청일 3국 관
계에 관한 종래의 잘못되거나 왜곡된 주장(학설)을 뒤집는 여러 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어 세계 각국에서 공히 새로운 학설로 주목 받았다. 관심 있는 후
학들께, 감히 일독(୍ㆫ)을 권하는 바이다.

2015년에 서서 20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회고하며
“(전략) 역사는 도도히 흘러,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한국은 식민
지 체험 세대가 사라져갑니다. 일본의 전후 세대와 한국의 한글세대가 양국 관
• • •

계 현장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도쿄(ᮾி)와
• •

•

•

•

서울에서 ‘우정()의 해’를 선포한 2005년, 공교롭게도 양국은 다시 한 번 불
• •

• •

편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 초에 양국 지도층이 다짐했던 ‘나가자 미래
로! 다 같이 세계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중략)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앞당길 일
• • •

차적 관건은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 달려 있습
니다(후략, 방점은 인용자).”

이 글은 필자가 한국의 현대일본학회 회장직에 있던 2005년,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40년과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전 국무총리이자 포스코 명예회장이셨던 박태준(ᮔὈ
ಇ) 씨가 펼친 기조강연 중의 일부 문장이다.

나는 위 문장에 담긴 박태준 씨의 기조강연 내용은, 당시는 물론 지금에
도 아니 지금이야말로, 박태준 씨의 강연이 설득력 있는 웅변으로 들려왔던
당시(2005)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래서 외람되나마 지금의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 특히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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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제회의의 또 다른 기조강연자이기도 했던 모리 요시로(᳃႐ᮁ) 당
시 일본 총리의 기조강연 ‘21세기 한일 공동의 비전’도 훌륭했지만, 박태
준 씨의 기조강연이야말로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한일 양
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보다 나은 양국 공생의 우호
협력 관계’의 창출을 위한 과제, 특히 일본 측의 과제를 설득력 있게 피력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그 중 서두의 한 문장을 짧게 인용해 놓았지만, 이 강연은 학자 ·
정치인 · 일반인을 막론하고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
독하도록 권하고 싶은 명강연이었다.
아울러 근대 이후의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
자는 외람되나마,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에 수록된 여러 논문, 특히
나의 「일본(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참조해 주
기 바란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호(Ⴒ)라! 불행하게도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의 한일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서’ ‘전후 최악’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런가?’라고 묻는다면 결국 아베 정권에 들어와,
일본이 첫째는 국내 여론 통합을 위해, 둘째는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염
두에 두고 미일 관계를 활용 또는 악용해 한국 특히 중국에 강경 노선의 정
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현재 양상에 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꼭 2
년 전(2012. 9. 3), 내가 『조선일보』의 선임기자 최보식 씨와 가진 인터뷰 내
용을 현재의 입장에서 반추하며 요약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할까 한다.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지금의 상황이 2년 전과 별다름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2012년 가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 은사인 사카모토 요시카즈 선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답
을 대신했었다. 즉 “양쪽이 다 어른스럽지 못했다”(୧᪉ࡶேࡽࡋࡃ࡞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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ࡓ)는

것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나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 측 책임론을 제
기하여, 외교 관계에서 우리 입지를 좁힐 뿐”이며, “우리가 먼저 일본을 자
극했다고만 볼 수 없고, 이왕 터져나올 것이었다면, 차기 정권의 부담을 덜
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에서 촉발한 것
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그 뒤를 이어 나온 “일왕이
방문하려면 사과부터 하라”는 발언은 불필요했다고 보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한편 나는 그때에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비양식적인 태도를 보
이는 일본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반한(㡑) 감정을 부추기는 매스컴과,
일반 일본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혼동하면 일본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정도로 강조하고
싶다.
어쨌건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미해결인 중요 현안을 남겨놓은 채 ‘더 대국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 한
국과 일본이 묵언의 동의를 하고는, 이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당히 봉
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사를 논하지 말자는 것으로 처
리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들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일 관계는 시
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회담 당시와 상황은 비슷한데, 양
국 간의 현실과 장래 이익을 위해 당시보다 더 큰 발상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데, 비학자적 표현을 굳이 쓰자면, 지금은 일본 정부의 ‘옹졸함’에 실망이
크다.
2012년의 위기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 한일 갈등은 여전히 양국 지
도자의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른답
지 못한 비중’은 일본 쪽에 훨씬 더 많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
경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현 아베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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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한국의 대일 외교는 일반 일본인을 일본 지도층의 문제적 역사인식
에서 분리하여 적극적인 공공 외교의 대상으로 삼아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
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본비평』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나,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시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필자가 사
용한 당시의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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