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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    목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일    시 :  2019. 11. 04. 

담    당 :  기획정책팀장 김형남

[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

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

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하였습니다. 

o 이후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이 붙던 2016년 11월 및 12월 경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

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

록을 입수한 바, 이를 공개합니다. 

연번 문서 제목 보고 일자 보고 대상

1 現 상황 관련 보고서 1 16.11.07. 민정수석

2 現 상황 관련 보고서 2 (警力 지원 件) 16.11.07. 민정수석

3 상황 평가 16.11.07. 국방장관

4 現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16.11.19. 국방장관

5 상황 평가 16.11.19. 국방장관

6 최근 軍部 동정 16.12.02. 국가안보실장

7 現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16.12.02. 국가안보실장

8 최근 軍部 동정 및 분위기 16.12.05. 청와대 부속실

9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16.12.05. 청와대 부속실

10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16.12.09. 국가안보실장

11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16.12.09.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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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

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

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

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 된 12월 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

근혜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o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검

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o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

정됩니다.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o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합니

다. 금일 공개한 목록 상의 문건들은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o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

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o 촛불 무력 진압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의 제보를 상시 접수함을 알립니다.

제보 접수: 군인권센터 사무국, 02-7337-119 (내선 4번) - 평일 10:00~21:00 운영

2019. 11.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