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년 8월 8일 늦은 오후,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황인

성 총리실 비서실장(1926~2010·육사 4기·훗날 국무총

리)이 전화를 했다. 

 “김대중씨가 일본 도쿄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보

고였다. 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김대중씨가 미국과 일

본을 돌아다니며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고 한민통(韓民

統:한국민주통일연합)이라는 반정부 조직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이 사람이 또 일을 저질러’

박대통령도 모르게 저지른 납치사건

　김대중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8월 13일 밤 또 연락

이 왔다. “8일 행방불명됐던 김대중씨가 서울 동교동 자택

에 나타나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가 오후에 박

정희 대통령을 뵈었다. 박 대통령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

로 대뜸 “임자는 몰랐어?”라고 물었다. 내가 알 도리가 없

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아 글쎄, 이후락 그자가 서울에 

김대중을 데려다 놓은 후에 나한테 보고를 하잖아. 나한

테 한마디도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라며 화를 감

추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박 대통령

이 지시했거나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했다. 김대중

씨 납치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소행이었던 것이다. 이

후락은 김대중씨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나서야 박 대통령

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탄식했다. 

　이후락은 정보부에서 파견 나간 김재권(1926~94·본

명 김기완) 주일 공사에게 도쿄에 머무르고 있는 김대중

씨 납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아예 김대중씨의 손과 

발에 쇠뭉치를 달아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했다는 말도 

있었다. 배 위의 현장에서는 공작원들이 차마 김대중씨를 

죽일 수 없어서인지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해탄을 

건널 때는 중앙정보부의 대북 공작선 용금호가 동원됐다. 

김대중씨는 자기를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는데 미군 비행

“김대중납치사건 해결”

김대중 납치사건을 보도한 당시 국내 신문 납치에서 풀려 귀가한 김대중씨가 기자회견 도중 전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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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빙빙 돌면서 보호해주는 바람에 살아나게 됐다고 회

상했는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다. 깜깜한 한밤중 현해

탄에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1000t짜리 배 한 척을 찾아내 

그 위에서 빙빙 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 사건

국내외에서 조속한 진상규명 요구

　김대중씨 납치 사건은 다음 날부터 국내 조간신문이 일

본 경찰당국의 발표를 인용,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TV·라디오들도 매시간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다

뤘다. 국내에서도 여야가 모두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초 대학가에서 들고 일어나 

납치사건 해명과 중앙정보부 해체를 외쳤다. 한·일 간 파

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최대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결국 총리인 내가 나설 수밖

에 없었다.

　10월 31일 오후 6시 청와대로 올라갔다. 나는 박 대통

령에게 “사안事案이 중대하니 아무래도 도쿄에 직접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 사과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때 옆에 있

던 이후락 부장이 “거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

버려 두면 가라앉을 겁니다”라고 끼어들었다. 화가 불같

이 솟았다. 나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 결국 내가 해결해

야 하는 문제를 만들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

어”라며 야단을 쳤다. 지그시 눈을 감고 얘기를 듣고 있

던 박 대통령은 나에게 “임자 말이 옳아. 다녀오시오”라

고 말했다. 

　이튿날 오후 청와대에 들어가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박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 왔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김용식(1913~95) 외무부 장관, 김정렴 비

서실장과 방일 대책을 논의했다. 내가 이후락에게 “일본

으로 사과하러 가는 마당에 사건경위와 진상이라도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오”라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물어봤다. 

이후락은 “나는 잘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나는 그 자리에

서 벌떡 일어나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당신이 이따위 

짓을 하고 나는 일본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미안

하지도 않아?”라고 소리를 쳤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서 이후락에게 다가가 덤벼들려고 했다. 옆에 있던 김정

렴 비서실장이 만류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화를 참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결국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11월 2일 오전 

나는 김대중 납치 진사陳謝 사절로 일본으로 떠났다. 도쿄

로 가는 비행기에서 머리가 복잡했다. ‘사과를 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다 보니 벌써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내릴 준비를 하는데 스튜어디스가 의자 팔걸이

에 붙은 재떨이를 치우며 “이거 네 번째 비우는 거예요”라

고 말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비행기 안에서 줄곧 담

배를 피웠던 모양이었다.(※그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199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결의를 

전후로 기내 금연이 시작됐다.)

트랩을 내려오는데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1910~80) 

외상이 국장 두 사람을 대동하고 마중을 나왔다. 나는 마

지막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를 헛짚었다. 마침 오히라 외

상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질 

뻔했다. 그만큼 심사가 복잡했다. 오히라 외상은 10여 년 

전인 62년 한·일회담 막후협상 때 나와 소위 ‘김-오히라 

일본 외교 50년

김대중 납치사건에 이후락 정보부장의 조카가 관련되었다는 미국의 정보 
보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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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를 만들어내 한·일회담의 돌파구를 연,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62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에서 외상을 

지낸 뒤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에서 다시 

외상에 취임했다. 오히라 외상은 나중에 나에게 “그때 보

니 얼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온 기색이 가득했다”고 말해

줬다. 

‘국무총리가 직접 유감 표명했으니

양국간 공식적인 마무리는 됐다‘

　오후에 일본 총리관저에 들어갔다. 다나카 총리가 응

접실로 나오더니 나를 총리 집무실로 바로 데리고 들어갔

다. 통상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기자들을 상대로 

포즈를 취하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

다. 다나카 총리의 배려였다.

　나는 곧바로 “이번 일로 인해 일본 국민·정부에 대해 아

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몇 가지 조치를 설

명했다. 다나카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직접 와

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확인하

고 재발하지 않도록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걸로 됐

다. 양국 간 공식적인 마무리는 됐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

러고는 “앞으로 김대중씨 같은 사람은 일본에 제발 보내

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다나카는 화끈했다. 그때 오히

라 외상이 끼어들었다 “어이 여봐, 그건 곤란해. 총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국회에서 설명하고 답변해

야 하는 건 나야”라고 항의했다. 정치 입문에서 오히라는 

다나카의 선배였다. 다나카가 총리가 되기 전 두 사람이 

늘 얘기하던 방식이었다. 다나카는 “총리가 됐다면 된 거

지 뭘 떠들어”하고 오히라 외상을 꽉 눌러버렸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단 한 번의 

총리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나카의 직선적이

고 호방한 기질에 나와 개인적 인연이 더해진 덕분이다. 

다나카 총리는 중학교 3학년도 채 못 다녔다. 일제 시절 

대전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기도 했다. 전후 일본 정계는 

도쿄 제국대학과 와세다 출신이 점령했다. 달리 말하자면 

다나카는 ‘이마 다이코(いま たいこう;今太閤)’다. 즉,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서 고관(高官, 즉 太

閤)이 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나를 볼 때 ‘별것도 아

닌 자가 혁명을 했으니 일맥상통하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

해 날 좋아했던 것 같다. 다나카를 처음 만난 것은 1962년 

이케다 총리와 한·일회담을 할 때였다. 그게 인연이 돼 종

종 골프도 같이 쳤다. 골프도 꼭 못된 놈이 몽둥이 후려갈

기듯 클럽을 휘둘렀다. 나하고 비슷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나카 총리가 “비 온 뒤에 땅

이 굳어진다. 이것으로 외교적인 문제는 매듭짓자. 우호 

증진을 재확인하는 친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내겠으니 저

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말을 건넸다. 나는 저녁까지 같이 

할 기분은 아니었다. “초대해줘서 고맙지만, 이 문제로 심

려가 많은 우리 대사관 직원(이호 주일대사)들을 위로해

줘야겠다”고 사양했다. 그렇게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간신

히 수습됐다. 그해 말 박 대통령은 납치 사건과 외교적 파

장의 책임을 물어 이후락을 해임했다. 

<중앙일보 2015년 7월13일자 ‘소이부답’>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국무총리가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진사 사절

로 일본을 방문,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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