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조현천, 계엄문건 작성 전후 여의도, 국회 수차례 드나들어 -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친위쿠데타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한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

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려 한 자유한국당의 음모가 백일하에 전모를 드러냈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군사비밀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문재인 정부가 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밀 문

건을 군인권센터에 고의적으로 유출시켜 정상적인 훈련 계획을 내란 음모로 둔갑시켰다는 망상의 나래를 펼쳤다.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육군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주장

을 뒷받침하겠다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참고인 진술까지 시켰다. 이들은 천연덕

스럽게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KR)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한 뒤,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2017년 5월 10일 해당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하고 비밀관리기록부도 생산하여 군사비밀 2급으로 등록하였다

고 하였다.      

 그런데 금일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금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를 만

들어 허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훈련 문서였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훈련 비

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유출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들

었던 문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 공문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

조한 범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이 범죄자들의 조력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내란음모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8월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군사기밀유출죄로 고발하였고, 최근에는 임태훈 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수회에 걸쳐 요구하

며 기무사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억지를 이어나갔다. 임태훈 소장이 출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자유한국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주장하며 출석을 강요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임태훈 소장이 불출석하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문건에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내란음모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문건의 성격을 호도하

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자와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하여 내란범들을 두둔해 온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차 지적해온 바

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조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 

(별첨자료) 군 지휘관인 기무사령관이 수시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수상쩍은 대목이다. 국회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 상주한다.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이 말소 절차와 인터폴 수배가 진행 중이다. 조현천이 잡혀 

들어오면 자유한국당 역시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

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허위공문서를 흔들며 전 국민을 기

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하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8. 1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 임]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차량운행기록 (2016. 9월 ~ 2017. 3월) 중 여의도·국회 방문 내역

일자 출발시간 출발지 목적지 목적(운전자 작성)

2016.9.6.(화)
14:00 사령부 국회 업무

15:30 국회 서소문 업무

2016.9.8.(목)
11:20 서소문 여의도 오찬

13:30 여의도 사령부 복귀

2016.10.5.(수)
13:20 사령부 국회 업무

16:00 국회 국방부 업무

2016.10.14.(금)
13:10 사령부 국회 업무

16:20 국회 국방부 업무

2016.10.24.(월)
13:10 사령부 국회 업무

14:30 국회 사령부 복귀

2016.10.25.(화)
09:10 사령부 국회 업무

15:20 국회 사령부 복귀

2016.10. 29. 광화문 촛불시위 시작 

2016.11.12.(토)
11:40 공관 여의도 업무

12:30 여의도 화정동 오찬

2016. 12. 9.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6.12.19.(월)
13:30 반포동 국회 업무

16:50 국회 서소문 업무

2016.12.21.(수)
11:10 사령부 여의도 오찬

13:50 여의도 사령부 복귀

2017.1.3.(화)
11:10 사령부 여의도 오찬

13:40 여의도 사령부 복귀

2017.1.8.(일)
20:15 공관 여의도 만찬

22:30 여의도 공관 복귀

2017.2.5.(일)
12:20 신사동 여의도 오찬

15:20 여의도 공관 복귀

2017.2.6.(월) 18:00 사령부 여의도 만찬

2017.2.15.(수)

08:40 사령부 국회 업무

12:30 국회 여의도 오찬

13:00 여의도 국방부 업무

14:10 국방부 507(기무부대) 업무

17:30 507 화천군 만찬

20:10 화천군 공관 복귀

2017.3.26.(일)
12:30 신사동 여의도 오찬

14:20 여의도 공관 복귀

여의도 방문 총 9회, 국회 방문 총 7회 (촛불정국 간 여의도 8회, 국회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