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닉 관련

국가기록원의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연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대통령기록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시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기록공동체

와 국민모두가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국가기록관

리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명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오니 조속한 답변

을 바랍니다.

1.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언론은 연일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

통령 측에서는 실수로 누락된 기록물이기에 관련기관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려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 

및 지정기록 지정 가능 여부는 국가기록원 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 및 지정기록 지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은 국민에게 조속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록원은 유출된 기록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조치 및 추가 유출 여부를 조사

하고 이번 기록물이 무단유출에 해당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합

니다.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인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최종 확인된다면 국가기록원은 적극적

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활용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

도 조사해야 합니다. 회수 및 추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계획을 표명하

기를 요구합니다.

 



3.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회수 요청

에서부터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

다. 특히 지난 “2월 1일 대통령기록관이 받았다”는 공문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6년 말 국정논단 사태에 불거진 대통령기록관리 문제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

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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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