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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작성과 논란의 시작

1.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의 생산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4일 남북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선언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출처] 오마이뉴스1)

이후 두 정상 간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진

회의록의 생산과정은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우선 참여정

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회의록은 청와대 비서관이 녹음한 파일을 국가정보원이 녹취해서 청와

대에 보고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국가정보원에서는 자신들이

정상회담 자리에 배석해서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김만복 전원장의 발언에 따

르면 생산된 회의록 중 1부는 청와대, 또 다른 1부는 국가정보원에 보

1) 공동선언문 서명하는 남북 정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

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http://www.ohmyn
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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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 하지만 다음 해 2008

년 1월,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로 작성을 하

게 된다. 이에 대해 김만복 전 원장은 2008년 1월에 생산된 회의록은

‘자신도 모르게 작성한 것으로 이는 항명죄에 해당 된다.’고 비판하였

지만, 국가정보원이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김 전 원장의 서명을 공개하

면서 상황은 180도 변하게 되고 논란은 확산되었다.3) 또한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실무자에 따르면 김만복 원장 지시로 2008년 1월 작성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2008년 1월에 작성한 것은 ‘우리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중요한 회의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작성, 보

관한 것’이라고4) 언론을 통해 언급하였다.

대통령기록물 VS 공공기록물 (1) : 각계의 입장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

방위원장의 두 정상간 쟁점과 합의사항에 대한 대화를 정리한 기록이

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서 따로 생산·보관된 이후에 공개가

되면서 이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기록전문가들은 국정원 소속 공

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회

의록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며 더불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회담에 배석하여 녹음한 녹음기록을 국가정보원에서 기

술적 지원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더더욱 회의록은 대통령기

록물이라는 입장이다.5)

2)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국정원·김만복 진본 논쟁, <한국일보>, 2013년 7월 8일.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7/h2013070821054521000.htm
3) 김만복 당신 누구 편이야(권력 교체기 100일 의문의 행적 추적), <시사저널>, 2013

년 7월 17일.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64
4) 김만복 ‘국정원 공개 대화록 나 몰래 작성됐다…항명죄 해당’, <미디어오늘>, 2013년 

7월 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11 
5) 회의록 만든 국정원·열람한 검찰·공표한 의원 모두 법 위반, <경향신문>, 2013년 6월 

2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27265&
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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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정의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대통령기록

물에 접근·열람한 이가 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

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

물이라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의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기록학

회 회장인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속기

록을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속기사 개인이나 소속 부서를 속기록

생산 기관으로 보지 않듯 국정원에서 기술적 지원차 회담을 녹취해 회

의록을 작성했다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국국가기록연구원장인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도 “노

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상 활용을 위해 ‘(회의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

라’고 했다 해도 국정원이 보유한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을 접수해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일반기록물(공공기록물)이라

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정보원은 대통

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

물의 주체 기관이 아니라며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는 입장이다.6)

또한 일부 기록전문가들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

의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담당업무(직무)와의

관련성, 담당 조직의 적합성, 문서(기록) 생산·접수 등 처리절차의 합법

성, 보유의 합법성 및 기록물로써의 완전성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6)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업코리아>, 2013년 7월 3일.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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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건은 대통령기록물뿐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 또는 판단의 원칙이기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각 문서가 속한 환경에 따라 각각 대통령기록물이나 공공

기록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특정한 문서가 대

통령기록물이며 동시에 공공기록물일수는 없으므로 「2007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이란 특정한 문서는 그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음

에도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며 공공기록물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서 아직까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

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하는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하지만 두 입장의 논란과 상관없이 회의록의 공개는 법의 위반에 해

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했으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일수 있

다. 이번 ‘NLL 대화록 공개’에 비추어 보았을 때, NLL 대화록은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기록물로 이

는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이며 열람 또한 적법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

다. 보호기간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열람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4항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공개·열람이 가능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대

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 상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

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반대로 국가정보원 입장대로 공공기록물이라 해도 비밀기록물을 열

람한 뒤 공표를 금지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대

통령령이 정한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누설 금지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7) 정상회담 녹음테이프 받아쓴 글도 대통령기록물이다, <한겨레뉴스>, 2013년 6월 23
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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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안업무규정’ 4조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2급 비밀로 한다’고 되어 있

다. 국정원은 종전까지 해당 회의록을 2급 기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

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공개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보안업무규정’ 13조2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비밀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을 때,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기밀의 등급을 변경하거

나 등급을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8)

국가정보원의 NLL대화록 공개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재분

류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림

과 동시에 문서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터진 사건인 만큼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의록의 존재 확인

2008~2009년 즈음,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의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독하게 된다. 정문헌 의원이 밝히기

를 ‘10·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

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와 보라고

국정원에 지시했으며, NLL(북방한계선) 발언 등이 담긴 발췌록 보고서가

올라갔다. 작성 시점은 회의록이 2급 비밀 공공기록물로 낮춰진 시점을

고려하면 2009년인 것 같다. 내용을 보고 노한 이 대통령이 원본을 요

청했고 정문헌 전 비서관은 보고에 앞서 회의록을 일독했다.

이후 2010년에도 이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과정

에서 회의록 내용을 숙지한 정문헌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 그 사실을

밝히게 된다. 덧붙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상회

담 발췌록 보고서를 2009년 즈음과 2010년 두 차례 만들었을 것이라고

8) 국정원, 일반문서 재분류 공개도 ‘위법성 논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공
개는 불법”, <경향신문>, 2013년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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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9)

이후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장에 원세훈 원장이 취임을 하였고 5월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토 대외비 보고서를 작

성하게 된다.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2009년 5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

중 주요 대목 또는 문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10)

9) 정문헌, 국정원, 발췌록 보고서 두 차례 만들어, <서울신문>, 2013년 6월 28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8006014
10)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http://mont

hly.chosun.com/client/news/viw.asp?cpage=1&ctcd=A&nNewsNumb=201302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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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의록을 이용한 정쟁의 시작

비공개 회의록 존재를 둘러싼 논쟁 : 회의록의 부상(浮上)

존재여부도 확인 되지 않았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2012

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

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

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또한 그 회의록은 폐기 지시

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다면서 회의록의 일

부 대목을 공개했다.11) 더불어 10월 9일 새누리당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게 된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

록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막이 열린 것이다.

정문헌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0월 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

인 참여정부 인사(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

보실장)들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비공개 회의록'에 대해 입

장표명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은 ‘두 정상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 합의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12)

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10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발언

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이의 비밀 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녹취록이

나 비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3) 그러나 뒤이어 10월

14일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007년 8월18일 청와대 회의에서

11) 정문헌,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존재, <연합뉴스>, 2012년 10월 8일.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5858495

12) 이재정-김만복-백종천 비밀녹취록 없다, <뉴스1>, 2012년 10월 10일. 
   http://news1.kr/photos/260081
13) 문재인 ‘정문헌 발언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연합뉴스>, 2012년 10월 12일.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586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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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북방한계선)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원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참석했다.’고 진상조사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장하였다.

10월 17일에 이르러서는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정보위원

회 차원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14)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허

위사실 유포가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열람 요구는 뜬금없다.’

며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당당히 증거를 제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재반

박하였다.15) 그리고 청와대도 같은 날 입장을 밝혔는데 노무현 전 대통

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 논

란과 관련, 청와대에 보관 중인 관련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16)

이처럼 회의록 존재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

보수석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본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정국을

더 깊은 소용돌이에 몰아넣게 된다. 천영우 전 수석은 10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회의록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서 회의록을 본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리고 ‘회의록

에 대한 접근 열람권을 갖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본 게

아니라 회의록을 봤다고 말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회의록이 두 개가 존

재함을 시사했다.17)

14) 서상기, 盧-金 NLL대화록 정보위차원 열람 추진, <연합뉴스>, 2012년 10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5878290

15) 文측 남북정상회담 자료 폐기지시한 적 없어, <연합뉴스>, 2012년 10월 17일.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
05878614

16) 靑, 盧·金 대화록 청와대에는 없다, <세계일보>, 2012년 10월 1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10/17/201210170247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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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존재를 인정했으나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고 밝히면서 회의록의 존재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갔다.

이러한 와중에 10월 30일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의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국가정보원에 공식 요청했다. 새누리당 국

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보관하고 있고 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열람 요구를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8)

회의록 관련 검찰 수사 발표와 정쟁의 일단락

회의록 존재여부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야권은 여권의 회의

록 관련 주장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10월 17일 민주당은 이

해찬 전 대표 명의로 ‘2007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문재인 의원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

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허위사실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

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

17) 천영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2년전 본적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0월 2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

d=0005895007 
18) 서상기, NLL대화록 열람 요청… 꼭 관철, <동아일보>, 2012년 10월 30일.
   http://news.donga.com/3/all/20121031/505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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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10월 30일에 이르러서 민주당은 남북정상 간 회의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

래,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원내대변인인 윤관석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

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이 되는 사항인데 국가정보원이

이 회의록을 무단 유출시켜 천영우 전 수석에게 열람시킨 것도 법 위

반이라며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20) 그

리고 다음날 11월 1일, 새누리당은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중앙

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21)

뒤이어 11월 19일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노무

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열람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 서

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정원장

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22)

그리고 바로 다음날 11월 20일 검찰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갔으며23) 12월 5일 새누리당 국회정보위원장 서

19) 민주, ‘NLL 포기’ 의혹 제기 정문헌·이철우 고발, <연합뉴스>, 2012년 10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5879026
20) 민주, 대화록 열람 관련 천영우 고발, <연합뉴스>, 2012년 10월 30일.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040
88

21) 새누리, `NLL논란' 민주 무고혐의 맞고소, <연합뉴스>, 2012년 11월 1일. http://ne
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
09516

22) 서상기, 정보위원장 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고발, <동아일보>, 2012년 11월 20
일. http://news.donga.com/3/all/20121120/50965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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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열람 요구 및 거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

을 확인하였다.24)

이와 같이 대선을 앞두고 회의록의 존재 여부 및 열람과 관련한 고

소고발은 점차 격화 되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대선 당시 새

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 과정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 방안을 비상상태에 대비한 시나리

오로 검토했으며, 집권 시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대화

가 녹취 되었다. 이는 향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해 2013년 6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되었다.25)

한편 대선에 임박해서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선대본부장

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현장에서 「2007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원문 일부 낭독하였다.26) 이어 12월 17일 「2007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제출하였다.27)

이후 계속되는 회의록 관련 정쟁 속에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고, 해가 지나서도 회의

록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정쟁이 계속되었다. 2013년 1월 16일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분석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1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민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31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

23) 檢, NLL 대화록 제출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사, <연합뉴스>, 2012년 11월 20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aid=0005944591 

24) 檢,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서상기 의원 조사, <연합뉴스>, 2012년 12월 5일.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5971880

25) 박범계,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고 말해’ 폭로, <포커스신문>, 2013년 
6월 27일. http://www.fnn.co.kr/content.asp?aid=f079adcd0bd241319c882c0298d7d3c
1

26) NLL 프로젝트’ 5년간 기회만 엿봤다, <시사저널>, 2013년 7월 3일.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83
27) 국정원, 盧 NLL발언 관련자료 檢제출, <동아일보>, 2012년 12월 18일. 
    http://news.donga.com/3/all/20121218/51678498/1



- 12 -

원회 대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8)

회의록과 관련된 몇 달여간의 조사는 2013년 2월 21일 일단락되게

된다. 검찰이 정문헌 등 피고발인 전원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특히 검

찰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통령 보좌기

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2급 비밀)

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시사 발언을 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관련 부

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

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NLL 포기 발언과 관련

하여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발

언이 사전 준비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

철우 의원과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

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

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

다. 그리고 회의록을 봤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

발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

쳐 본 것으로 판단했으며,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에 속한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 고발에 맞서 새누리당이 고발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29)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NLL(북방한

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무혐의 처분된 데 불

복해 항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상회담 배석자인 김만복 국가정

28) NLL 대화록 주장 이철우·박선규 검찰 조사, <동아일보>, 2013년 1월 31일. 
     http://news.donga.com/3/all/20130131/52713772/1
29) '노무현 NLL 포기 시사'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분, <프레시안>, 2013년 2월 21

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221162533
   [보도자료]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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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장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해 심

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로 격하한 것도 문제지만,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은 발췌

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당시 녹음파일과 대

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30)

그러나 검찰은 5월 21일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

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을 미뤄볼 때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31)

30) 민주, 검찰 NLL 발언 무혐의 처분에 항고, <연합뉴스>, 2013년 3월 14일. 
31) 檢, NLL발언 무혐의 반발 민주당 항고 기각, <연합뉴스>, 2013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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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와 원본열람 추진

2.1 정쟁의 재확산과 회의록 공개

정쟁의 재점화

검찰수사로 마무리 된 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논란은 2013

년 6월 16일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청한다.32) 또한 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서상기 정보위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래’때문이라고 언급한

다.33) 이에 서상기 의원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다. 박영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공방은 19일 서 의원이 국정원에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 확인을 위해 회의록 전문을 공개 하자’는

요구를 하면서 점차 확산된다.34)

박영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공방에서 재점화된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는 6월 20일 회의록 발췌본 열람으로 확산된다.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은(조원진, 조명철, 정문헌, 윤채옥 의

원 등) 이날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을 국정원에 요청한다. 이에 국정원은 당일 오후 4시경 한기범 제1

차장이 국회를 방문해 전문과 발췌본 열람을 허용하였으며, 국회 정보

위원장실에서 서 의원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단독 열람하게 된다.

32) 박영선 "NLL포기 논란, 국정원·與 시나리오에 의한 것", <뉴시스>, 2013년 6월 17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
&aid=0005211515

33) 정문헌 "박영선 'NLL시나리오' 주장 허위"…수사촉구, <연합뉴스>, 2013년 6월 18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aid=0006322249

34) '폭로·고소 난타전' 서상기-박영선 진흙탕 싸움, <뉴시스>, 2013년 6월 19일.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
52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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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

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회의록 중 노 전 대통령

의 NLL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이 ‘공공기록물’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것으로

야당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회의

록 전문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35)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서 의원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회의

록을 열람한 것과 이 내용을 누설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헌정파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

합’이라고 비판하였다.36) 또한 정 의원은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게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

정보원법」위반이며 발췌록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야당의

이러한 반응에 국정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발췌본의 국회

열람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국정원 문건은 왜곡된 것

이 없고 국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다.37)

대통령기록물 VS 공공기록물 (2) : 법령위반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정쟁은 6월 21일 여야의 회의록 전문

공개 추진으로 점차 변질된다. 이와 동시에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

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 발췌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

인지’에 대한 논란도 격화되었다.

35) 서상기 "'NLL포기 발언' 확인…전문공개 추진", <연합뉴스>, 2013년 6월 20일. htt
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
006327210

36) 與 'NLL포기 발언' 단독열람…野 강력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3년 6월 2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6327830
37) 정보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관련 국정원 입장, <국가정보원>, 2013년 6월 

20일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ontent_number=201
207&cmid=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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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

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

전 승인을 받은 경우

민주당의 경우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

통령의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

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정원 공개본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열람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회의록 열람을 주장하였다.38)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회의록은 ‘국정원이 생산한 공공기록이 아니

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은 청와대

비서관이 녹음한 파일을 국정원이 녹취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부를

더 가지고 있던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39) 따라서 회의록

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에「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

에 따라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및 녹취 파일 등 관련자료 전면 공개를 주장하였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이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주장하였다.40)

38) 김한길 '先국정조사·後 NLL 대화록 공개' 요구(종합), <연합뉴스>, 2013년 6월 21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aid=0006328110

39) 문재인 트위터, 2013년 6월 23일. <https://twitter.com/moonriver365>
40) 문재인 "'NLL대화록' 원본·녹취자료 전면 공개하자"(종합), <연합뉴스>, 2013년 6월 

2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
1&aid=0006329309



- 17 -

이에 반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이 직접 생산·보관한 회의록

이지 대통령보좌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아니기에’ 공공기록물이라고 주

장하였다. 특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과 발췌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비공개 기록

물의 열람)41)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하며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였다.42)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허태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운

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허 비서실장은 ‘국정원에서 NLL 관련

한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며, 국정원이 열람을 제공한 기

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43) 따라 공공기록이기

에 공개 또는 열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4)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열람 폭풍이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와중에 국가정보원은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6월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국회 정

보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보도자료

를 통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4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 함.

42)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한국일보>, 2013년 6월 21일. http://media.dau
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621210711170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
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
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44) [종합]靑 "NLL 대화록, 대통령 기록물 아냐"..野 격앙, <뉴시스>, 2013년 6월 21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6211
72208241

45)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 <국가정보원>, 2013년 6월 24일.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ontent_number=201208&c
mid=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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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

국정원은 24일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 全文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다고 밝혔음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ㆍ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올뿐 아니라 與野 공히 全文 공개를 강

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現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

유를 설명했음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

용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정원은 말했음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全文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음.  끝.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회 정보위 전달(공개)

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게도 일정부분 정치적 부담을 주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의록의 전문공개를 보류하고

발췌본만을 우선 공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

원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원본과 녹음테이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

며 ‘국정원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자료 공개를 강행했다.’면서 회의록

수령을 거부했다.46) 그러나 양당의 이러한 결정이 무색하게 24일 저녁

주요 언론은 국정원에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

다.

  

46) 국정원,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KBS 뉴스>, 2013년 6월 24일.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8019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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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월 24일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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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록전문가들의 반응과 회의록 원본열람 추진

기록전문가들의 반응 : 충격 ...

6월 24일 공개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기록전문가들에게

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출했다.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 6개 기록관리

단체47)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록전문가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기록전문가들의 목

소리를 주장했다. 기록전문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며, 국정원의 발췌본 제작과 검찰의 열람은 법정신의 위

배된다고 하였다. 또한 6월 20일 국회 운영위 위원들의 발췌본 열람은

편법이며 열람 후 이에 대한 누설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2013년 6월 25일 기록전문가단체 긴급기자회견>

47)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한국기록전문가
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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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 분석

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국

정원은 작성 완료한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했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

라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의록」은 대통

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회담에 배석하여 녹음한 녹음기록을 국정원에서

기술적 지원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더더욱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 녹취록 작성은 기술적 지원 이상이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속기사가 작성했다

고 국회 속기록의 생산기관이 속기사 개인이거나 속기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것과 같다.

□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회의록」이 아닌 다른 판본을 보관해

왔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판본은, 회담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

한 기록물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없다.

○ 국회 속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공식 속기록과 상이한 판본을 보관하다가 훗날

자신이 보관한 판본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공식 속기록도 진실이고 속기사

가 보관한 판본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상 활용을 위하여 “국정원에서 관리하라”했다면, 국정

원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접수하여 관리한 것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으

로서 관리되어야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국정원은

「회의록」 사본을 특수하게, 즉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으로서 관리했어야 한

다.

○ 이를 공공기록물 범주의 비밀기록물로 취급한 것은 업무상 활용 목적의 특수한

보관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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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제출하고 2013년 1월

16일 검찰이 열람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

□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은 검찰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

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

□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 제출이 검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검찰 또

한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다.

○ 검찰이 수사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이 불가피하였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여 대통령지정

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

□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국가기밀을 보호하지 않고, 법

치주의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밀을

열람한 이 사건은 법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 제출 「회의록」 발췌

본을 열람한 것은 국회 운영구조상 편법이다.

□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은 국정원이 제출

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는데, 이는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

□ 국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

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상임위

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다.

□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하여 대

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

□ 국회 정보위가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소관 이외의 사항에 개입하

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법적으로 열람한 것에 다름 아니다.

□ 법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

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2013년 6월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한 것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

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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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함으로써 NLL 관

련 내용 이외에도 「회의록」에 포함된 국가기밀 전체가 공개되도록 하여, 국

정원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 국방,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은 낱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

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

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

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

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한다.

□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

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

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권은 법치주의를 복원해야 하며, 불법행위는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

써, 금번의 사태가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또한 금번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통령기록물

법과 기록물관리법의 법 정신이 향후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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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록전문가들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규탄하고, 기록관리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협의회 대표로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우 한신대 교수를 추대하였다.

국내 기록전문가들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해외 언론과 북한은 국정원

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날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라는 제목의 기사

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국정원을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감시프

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과 비

교해가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했다.48) 그리고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

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의 승인 없이 회의록을 공개

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다.49)

파워게임 & 회의록 원본열람 추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NLL 논쟁을 여야 공동

선언으로 마무리하며 국정원 논란을 국정조사 특위에 맡기자고 주장한

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국정조사로 다루고 NLL 논쟁과 연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한다.50) 한

편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의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은 ‘NLL 포

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3%를 ‘NLL 포기’라는 응답이 24%, 의견을

유보한 것이 23%로 나타났다.51)

48) "한국에선 국가정보원이 '누설자'"<WSJ>,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http://m
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6261613072
90

49) 北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 모독", <MBC 뉴스>, 2013년 6월 27일.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3302453_5786.html

50) 황우여, "NLL 논쟁 끝내자"...김한길,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YTN>, 2013년 6월 
28일. http://www.ytn.co.kr/_ln/0101_201306281300309429

51) 국민 53% "노 전 대통령 발언 'NLL 포기' 아니다", <경향신문>, 2013년 6월 29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6282
232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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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 포기 논란은 10ㆍ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

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

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

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

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

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

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

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

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

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

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적 의견이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NLL 포기가 아

닌 쪽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 성명서에서 문 의원은 국가

기록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을 열람하여 국론 분열을

끝내며, 회의록 원본열람을 통하여 NLL 포기 주장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였다.52)

52)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문재인 블로그>, 2013년 6월 30일. <http://blog.naver.co
m/moonjae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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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

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

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

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ㆍ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

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

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

기는 오해였다.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끝>

문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을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

과 6월 30일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회담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보관중

인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을 열람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 수

석부대표회담의 결과 7월 1일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

에 대한 제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53)

여야의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 자료제출 요구서가 국회에 제

53) "기록원 보관 대화록 원본 열람" 여야 합의로 오늘 요구서 제출, <한겨례>, 2013년 
7월 1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
1307010910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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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공개를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

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남북정상회담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과 관련 보좌기관

인 이상, 설사 ‘회의록’의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회의록’이 국

가정보원의 기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유․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미 2012년 대선 전에 ‘회의록’을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2013년 6

월 20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발췌본을 제공하고, 24일에는 급기야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초유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출된 다음날인 7월 2일 오전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불법 유출과 공개에 대한 성명서와 기록인 서명(105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회의록을 대통령지

정기록물임을 재천명하고, 기록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 및 불법행위 조

사, 특검의 실시, 비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 공공기록 및 대통령기록관

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2013년 7월 2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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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바로 국가기밀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킴으로

써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추기관의 하나이다. 국가정보원이 당파적 이해에 휩

쓸려 국가 기밀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기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익의 수호는 커녕 정상적인 민주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앞으

로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 ‘기밀누설자’로 조롱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회의록 유

출 사건으로 국가기강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

와 감독은 알려진 바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

중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체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나같이 국가비밀의 보호와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철저히 법과 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정치와 사회의 민주적 질서는 물론, 외교

와 국내 행정의 기밀유지, 투명성, 설명책임성, 연속성의 보장이 바로 이러한 기록

관리제도의 엄정한 시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서로 정치적 뜻을 달리하는 

위정자들이나 국민들도 이 제도가 흔들릴 때 국익은 물론 국가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의 비밀기록이 우리처럼 정쟁

의 도구가 되고 자의적인 재분류와 공개가 자행되는 상황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이를 유포한 정치인들이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 외에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이 정쟁을 위해 고의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누설하였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 일부에서도 문제의 수습을 위해 적법한 ‘회

의록’ 공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정쟁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법치주의의 원칙, 특히 국회의

원들이 법과 법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것 또한 작금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

인의 하나이다. 이 전문기관들이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유 경위, 대통령지정기록

물 여부, 공개 행위의 적법성 등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근거

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권위, 전문성, 독

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지 않는

다면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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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록관리 주무기관에 장차관급의 권위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청 수준의 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번 사태의 재발

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장차관급 기록관리

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초하여 국가기록과 비밀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

써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번의 ‘회의록’ 유출사

건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계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조선왕조실록

으로 대변되는 찬란한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는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책임자와 관

련자를 문책하라.

2.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실정법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

고 사법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

3.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밀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국가정보원

이 신뢰할만한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라.

4. 대통령은 공공기록물관리․대통령기록물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지금의 이 모든 모습도 기록되어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최고 수준의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

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는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의미

가 퇴색해 버렸다. 7월 2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

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회의원 257명의 찬성, 반대 17명, 기

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통령지정기록

물과 둘러싼 논란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기록

관리단체협의회는 당일 저녁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국회의 대통령기록물열람 및 공개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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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공개에 관한 기록인 성명서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여야 합의의 대통령지정기록 공개결정을 개탄한다.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이제 누가 기록을 남길 것이며, 누

가 기록을 보존하고자 할 것인가. 대통령기록관리의 원칙이 훼손된 자리에 남아 있

을 대통령기록은 없다. 

국회에 묻는다.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짓밟은 이 공개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단언컨대 이는 정쟁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 일어날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더 큰 정쟁의 시작일 뿐이다. 얻을 것은 전무하고, 잃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적 신뢰다.

잘못 다루어진 기록이 처참한 정쟁으로 이어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21세기 

무오사화는 기록문화의 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동네북 같은 대통령기록, 너덜거리는 대통령기록, 없으면 그만이다. 남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툼도 논란도 없을 것이다. 포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이자 민주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수단으로 훼손하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의 이 모든 모습도 기록되어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가 이번 공개결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2013년 7월 2일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주장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국정원은 ‘회의록은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위

원회에서 국가기록원장이 공공기록이라고 확인했으며, 검찰도 NLL 관
련 고소 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

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발표하였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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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

국정원은 2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주체 

기관이 아니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은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당선인 포

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ㆍ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

 

국정원이 생산ㆍ관리ㆍ보유하고 있는 기록물ㆍ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原本을 일반문서

로 재분류,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월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

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으

며, 검찰도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

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국정원은 강조

했다.

 

국정원은 야권과 일부 단체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적법성 시비에 대해 유감을 표

명했다. 끝.   

54)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적법’, <국가정보원>, 2013년 7월 2일.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ontent_number=201212&c

mid=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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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회의록의 실종

3.1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방식에 대한 논란

대통령지정기록 열람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7월3일, 국회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경유인으로 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안정행

정부에 발송하였다. 안행부는 이를 국가기록원에 전달하였으며, 국가기

록원은 관련법에 따라 7월 15일까지(10일이내) 국회에 관련기록에 대해

보고하기로 밝혔다.55) 한편,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

원장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자료 열람·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음성파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56)

그리고 이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월28일부터 7월2일까

지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학자 및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녹취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57) 또한 기록

관리단체 협의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 및 공개 결정과 관련

하여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국가기록원장에게는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절

차와 방법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55) 15일까지 대화록 제출, 자료 범위와 공개 여부 논란, <채널A>, 2013년 7월4일.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703/56277606/1
56) 서상기 정보위원장 "대화록 안되면 음성파일 공개 추진", <한국경제>, 2013년7월3

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0301030123186002
57) 정치외교 전문가 70% "국정원 대화록 공개 관련 법률 위반", 뉴시스, 2013년 7월3

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
0313370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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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절차와�방법에�관한�권고

(국회의장)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녹음기록�등� 자료제출”�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강행하게� 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

은�유감의�뜻을�표한다.

국회의� 찬성�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통령기록

관리제도의�훼손과�국가적,� 외교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의장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

와�방법에�대해�다음의�사항들을�준수할�것을� 권고한다.� �

1.� 국회의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자�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녹음기록� 등이�

무분별하게�정쟁에�이용되는�것을�막기�위해� 최선의�조치를�취해야한다.

2.� 국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국

회의장은�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출� ·� 누설될� 가

능성을�사전에�차단해야�한다.� �

3.� 국회의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소� 범위�

내에서�열람되어야�한다는�법의� 내용을�인지하고�반드시�이를�준수해야한다.�

4.�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로의� 송달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

도록�최선을�다하고,� 국회� 자료제출�이후� 그� 어떠한�복제나�유출도�일어나지�않도

록�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열람의� 목적이� 종

료된�후에는�반드시�해당� 지정기록물을�회수해야�한다.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

  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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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6)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감독 및 감시활동 보장

2013년 7월 3일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요구

(국가기록원장)

내용 위와 동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제안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

  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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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6)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감독 및 감시활동 보장

2013년 7월 3일. 

한편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회의록 작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

히 한 부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

이자 2급 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대화록 작성하

는데 관련 책임자를 모두 법적처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

원측은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불이행한 일이 없으며 2008년 1월 작성된

자료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58) 이후 7월

6일, 국정원은 “2008년 1월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했

으며 당시 김 전 원장이 직접 서명한 근거 문건도 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자필로 서명한 문건이 남아 있다면 본

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하면서59), 이후 소

모적인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끊었다.

7월 5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2008

년 1월 작성본)’과 관련해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유 업무(정보의 수집)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회담 회담록을 만든 것"이고,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녹음 주체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 10월 대

화록 작성을 시작했으며, 녹음 파일을 대략적으로 풀어 만든 중간본을

청와대에 넘겼고, 2008년 1월 만든 최종본은 청와대에 넘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에 민주당 홍익표 원

58) 김만복 "국정원 공개 대화록 나 몰래 작성됐다…항명죄 해당", <미디어오늘>, 2013
년 7월3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
20130703231208647

59) "정상회담록 작성 지시 김만복 자필서명 있다", <중앙일보> 2013년 7월6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96302&cloc=olink|article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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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대변인(2007년 당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국정원이 대통령을 '정보 수집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였다. “당시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준 이유는 녹취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독하기 어려워

서 장비와 전문성 갖춘 국정원을 청와대가 활용한 것"이라며 "2007년

10월 중간본은 대충 만든 것이고, 2008년 1월에 제대로 만든 것이라면

제대로 만든 보고서를 현직 대통령에게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대화록이 '보고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60)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접근 시작

회의록의 생산경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7월 7일, 새누리

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제출’과 관

련해 7개의 키워드(핵심어)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양당이 공동 선

정한 키워드는 'NLL'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3개이다. 또 새누리당은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 등 2개를, 민

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2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여야에서 제시한 NLL 등 7개 키워드를 중심으

로 자료를 검색하여 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15일 국회에 검색된

기록물을 일괄 제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61)

한편, 민주당은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을 제출했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조치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고발

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62)

60) 국정원 "NLL 대화록, 정보수집용으로 작성"…논란 예상, <뉴시스> 2013년 7월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
=0005247716

61) 여야, 국가기록원에 'NLL' 등 7개 검색어 제시, <연합뉴스> 2013년 7월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6357760

62) 민주, 남재준·김무성 등 고발…與 "즉각 취하해야", <연합뉴스> 2013년 7월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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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역사와 미래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본 취지

에 반하여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국회 의결이, 기록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대통령기록을 온전

하게 지켜내지 못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

내야 할 기록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에, 국회의 열람에 앞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함

을 천명하며, 국회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1. 열람자를 여야 각 3인으로 한다.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하기 위해 여야 각 5인

으로 열람자를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유출과 누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 외통위 소속 위

원, 운영위 소속 위원 각 1명씩 총 6명으로 열람위원을 지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

물을 열람하기를 권고한다.

2. 열람 대상 지정기록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열람 방식을 취한다. 1단계에서

는 여야 열람위원이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검색하

고 추출된 기록물이 열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 합의에 의해 열람 대상 

기록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확정된 

열람대상 기록물을 각 2부씩 사본으로 제작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의 열람위원

은 이를 국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동시에 열람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시점에

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정기록물 국회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안에

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위해 여야 열람

인원을 각 3인으로 제한하고, 목록검색과 열람장소를 차별하는 2단계

열람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열람을 위한 보안조치 강구 및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금지,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를 통한 공

표, 열람종료 후 국가기록원에 열람기록 반환 등도 요구하였다.

=000635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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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열람대상 지정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한다. 출입구

에 경비를 배치하여 열람위원의 입실과 퇴실 시에 철저한 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스

마트폰, 컴퓨터, 각종 녹화장치, 메모지를 비롯한 일체의 유출 도구가 반입, 반출되

는 것을 막는다. 열람 공간 안에 국가기록원의 전문 직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 시 

유출과 관련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여야는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함께 선언한다.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록물의 일부라도 유출되거나 내용이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의

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사법처리한다.

5. 열람위원들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열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

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에 의해 공식발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

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누설에 해당하므로, 국회 윤리위

원회에서 징계하고 사법처리한다.

6. 여야 열람위원들은 열람 대상 기록물이 정해진 직후 열람 및 확인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의 시간을 산정하여 열람 종료일을 합의, 공표하고 이를 엄수한다. 

7. 국회는 열람 종료 직후 지체 없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환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확인 과정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

다면, 기록전문가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

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어두운 그림자를 가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

지 않을 것이다. 

2013년 7월 8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이러한 요구안에도 불구하고 7월9일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방식을 정치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합의하였다. 양당의 합의 사항

은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열람위원은 국회 운

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하에 구성하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

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여 합의된 사항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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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언론 등에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

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

하고 열람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국회 운

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당의 합의 내용 중 특히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의도적으로 법을 우회하며 ‘나쁜 선례’를

남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63)

63) 여야 "NLL대화록, 면책특권 이용 최소범위 공개", <연합뉴스>, 2013년 7월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36
1946&isYeonhapFlash=Y



- 40 -

 

◈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

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와 같이, 김만복 前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임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

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음

3.2 Political Chaos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관련하여 정국이 시끄러워지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요구가 거세지던 7월10일,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

원의 자체개혁 추진 및 회의록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국정

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의록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

다.64)

64) 국정원대변인성명, <국가정보원>, 2013년 7월10일. http://www.nis.go.kr/jsp/board/
press.do?method=view&cmid=11510&content_number=20121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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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現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①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수역내 敵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

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敵 해

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됨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

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

가 분명한 것과 같음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어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끝.

한편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자료의 내용을 국가기록원이 자료 분류를 마치는 대로 열람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공개한다는 여야 합의사항

을 가결시켰다.65)

65) 국회 운영위, 여야 'NLL대화록 열람 합의' 가결, <뉴시스>, 2013년 7월10일. http://
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10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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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기록관리 전공 학생들의 입장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방적 

공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1. 대통령지정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에 대해 열람 및 공개를 통제하지 않는다

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고 최고수준의 보호를 하는

가?

2. 최고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

번 사태가 악화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3.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권한도 없이 보존.보

관만 하는 기관일 뿐인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기록을 총

괄조정할 책임을 지닌 안전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또한 대

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대한민

국 역사의 중심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

이에 기록학계는 성명서와 신문광고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사수에 큰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은 7월10일 저녁 종로 탑

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성

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기록학을 전공하는 141명의 학생들

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가기록원에 국정원과 관련 인물 사법

조사 및 처벌요구, 국가정보원 재발 방지 요청, 정치권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목적 강조 등의 요구사항을 피력하였다.66)

841
66)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규탄, <연합뉴스>, 2013년 7월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00063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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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15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대통령기록물을 다 합쳐도 16대 대통령

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보다 그 양이 매우 적다.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호할 제도가 그 동안 전무했기에,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임기 말 사택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 기록물의 

암흑기를 종결하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정기록물 보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의 법 정신을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통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최소한의 입장 표

명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임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들 기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며, 혹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한 대통령지정기록의 사본이다. 따라

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했으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

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국가정보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처벌 요구

2.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강력한 항의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글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해 관련 법령의 목적 강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최고기관인 중앙기록물관리기

관, 그리고  그 직속기관으로 그에 걸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8

년 대통령 기록유출 논란'당시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2013년 현

재에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위상이 안정행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현

실에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기록관리전

공학생연합'은 국가기록관리의 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기록학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기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2013. 7. 10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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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0일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들은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바라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일동’의 명의로 한겨

레신문에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무단공개 및 은닉을 고발한다!!”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다. 이 광고에 참여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회

의록 작성과정 공개 및 무단열람·공개 관련자 처벌 요구, 국정원 비밀

기록 해제 과정 공개, 최소열람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였다.

<2013년 7월 10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한겨례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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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7월 1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휴전선

포기와 같다’는 공식입장과 더불어 국방부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NLL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포기라

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

전 정례브리핑에서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

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

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67) 그러나 다음 날, 국방부

는 하루만에 ‘NLL 포기’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위용섭 공보담당

관은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

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

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

담 뒤 북한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상에 나선 국방부의 입장은 'NLL

사수'였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68)

이러한 일련의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정에 암초가 등장하였다. 7월 12일 새누리당이 전날 민주당 홍익표 대

변인의 ‘귀태’발언을69) 문제 삼아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등 예정됐던

국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70) 이에 홍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브리핑 과정에서 부적절

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며, 원내대변인직을

사임했다.71) 그러나 다음 날 민주당의 유감 표시를 새누리당이 받아들

여 이른바 '귀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국회 운영이 하루 만에 정상화

되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이 포함된 10명의 여야 열람위원이 15일 국

67) 국방부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했다", <오마이뉴스>, 2013년 7월11일.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1575

68) '누워서 침뱉기' 의식? 국방부 "NLL포기" 입장 번복, <오마이뉴스>, 2013년 7월12
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268

69) 홍익표 대변인은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의 후손이라고 비난하였다.
70) 홍익표 ‘귀태’ 발언 논란,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 차질, <조선일보>, 2013

년 7월1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2/2013071201228.ht
ml

71) '귀태발언' 논란, 홍익표 사퇴.. 김한길도 "유감", <이데일리>, 2013년 7월12일. 
http://metanews.kr/mnl/87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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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록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예비 열람하는 일정

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여야는 합의하였다.72)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을 하루 앞둔 7월14일, 여야 정

치권은 다시 정치 공방을 시작한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실제 위치와

남북 정상간 나눈 대화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

상회담 당시 북측에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

개하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제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열린 2차 남북 국

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과 12월 남북 장성급군

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도 공개했다. 앞서 정문헌 새누

리당 의원과 국정원이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NLL 등면적 기준이 아

니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 수역이라고 한 것

을 반박한 것이다.73)

텅 빈 판도라의 상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7월15일,

NLL대화록 예비열람에서 열람위원들이 7개 검색어 외에 추가로 자료

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견해차로 열람자료 선정 실패하게 된

다. 그리고 17일 오후 열람자료 선정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다시 방문키

로 했다.74)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7월17일, NLL 대화록 예비열람에서 남북정

상회담 회의록를 찾지 못했다는 보도가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다.75) 급

72) '귀태' 논란 일단락…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SBS뉴스>, 2013년 7월13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81506

73) 與野 '등면적'에 집착하는 이유…제각각인 공동어로구역 진실은, <이데일리>, 2013년 
7월14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
8164&iid=763831&oid=018&aid=0002811532&ptype=011

74) NLL대화록 예비열람…여야 열람자료 선정 실패, <연합뉴스>, 2013년 7월15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
=664334&oid=001&aid=0006373512&ptype=011

75) "여야 열람위원, 국가기록원서 '대화록' 못찾아", <연합뉴스>, 2013년 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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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야 다음 날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서 대화록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면서 대화록 부재를 공식 확인했다. 회의

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녹음(음원) 파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에 따라 여야는 이날 운영위 회의를 통해 7월 22일까지 회의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회의록을 찾기 위해 합의한 방식은 양측 열람위원 2명씩, 여

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씩, 총 8명이 이르면 함께 대통령기록관을 방

문하여 검색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여야는 19일부터 주말에 걸쳐 대

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 검색활동을 계속하고, 22일에는 10명의 열람위

원 전원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최종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하였다.76)

이에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대화록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며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새누

리당의 의견을 일축하며 MB정부의 은폐·조작설을 제기하였다.77)

이틀 뒤인 7월1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재검색을 벌였다. 재검색에는 전체

10명의 열람 위원 중 사전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한대로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 김요

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실장(이상 새누리당 추천), 박진우 전 대통

령기록관 과장(민주당 추천), e-知園을 개발한 삼성SDS 개발자 A씨를

각각 선정해 이날 재검색에 참여시켰다.78)

한편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박경국 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7/0200000000AKR20130717215800
001.HTML?from=search

76) '대화록 증발' 오리무중 정국…22일 최종 판가름, <연합뉴스> 2013년 7월1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8/0200000000AKR20130718074251
001.HTML?from=search

77) 여야 '대화록 증발'에 ' MB·참여정부 책임론' 공방, <연합뉴스>, 2013년 7월 1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8/0200000000AKR20130718168100
001.HTML?from=search

78) 여야, 민간위원 대동해 'NLL 대화록' 재검색, <연합뉴스> 2013년 7월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9/0200000000AKR20130719030551
001.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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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록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

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

서 회의록의 이관(삭제)와 관련된 논란이 증폭된다.79) 그리고 18일 국

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국가기록원의 전산전문가가 "전자문서 형태의

지정기록물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본문을 검색하려면, 암호를 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본문 검색은 안 했다"고 말한 내용도 운영

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회의록 공개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15~30년 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지

정기록물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보관하기 때문에 대화

록 존재 여부를 확증하기 위해선 이 암호를 풀어 본문을 검색해야 하

는데도 이런 과정 없이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부실한 검색 방법으로 인해 회의록 존재여부와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80)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검색하지 못하고, 민간위원들까지 투입하여

회의록을 찾기 위한 노력은 7월 22일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새누리당

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

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민주당

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국

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됐을 가능성에 각각 무

게를 두면서 정치공방이 점차 혼돈으로 빠져들게 되었다.81)

79) "盧정부 이관목록에 대화록 없어"vs"전자문서로 이관", <연합뉴스> 2013년 7월19
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
19163606353

80) 기록원, 암호도 안 풀어 놓고 "대화록 없다" 거짓말, <한겨례>, 2013년 7월 19일. 
http://media.daum.net/issue/499/history/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192
00009445

81) 여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운영위에 최종보고, <연합뉴스> 2013년 7월 22
일.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
d=666288&oid=001&aid=0006387380&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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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요구한다.

 

  회의록의 불법적인 유출에서 시작된 정쟁이 마침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

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회의록을 찾지 못함으로써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

될 지경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당혹감과 참담

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공개를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설사 회의록을 

열람한다고 해도 여야가 동일한 이해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대통령지정기

록물 제도의 취지와 의미만 퇴색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기록물을 활용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확보한 기록물을 통해 NLL 포기 발언 여부를 판단하고, 더 이

상의 논쟁은 그쳐야 한다.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국익과는 관계없는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권이 냉정과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매우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이며 

역사 자료이다.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의록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회의록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시스템 구조적 접근

대통령지정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국회 운영위 공식발표 후 정

치권과 국민들은 기록의 행방에 주목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여야가 회

의록 실종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탓이라는 공방의 기사가 흘러나

왔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회의록 검색실패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정치권의 끈임 없는 정쟁에 대해 ‘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성명서에

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회의록을 계속 찾을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도움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한달여 남짓 동안 일어났던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논쟁을 거울삼아 우리의 국가기록관리체계가 새

롭게 혁신되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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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가는지 지켜

볼 것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통

령 기록관리 체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 

이관 등의 전체 과정에 대한 나름의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정쟁 과정에서 기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기록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인식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

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 전문성의 강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 법령의 미비점 보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다. 이 사건이 지난 MB정부 하에서 중단되었던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이 다시 

재개되고 실행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3년 7월  24일

이와 더불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검색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제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이 자료에서 기록관리

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에 대한 설명부터 이들의 생산 방식, 기존 회

의록 검색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검색방법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이

다.82)



대통령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일반·지정·비밀 기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저장장소 및 전용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리시스

템(PAMS,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PAMS)

은 일반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서버와 지정·비밀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서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PAMS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말기에 기록인수 기능을 중심으로 1차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이명박 대통령 재임동안 기록관리기능 및

보안기능에 중심을 둔 2차 구축과 전직 대통령 온라인 열람에 중심

82) 세부적인 설명은 [부록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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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3차 구축이 진행되었다. 2008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경

호처, 자문위원회의 노무현대통령기록 총 8백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

으로 이관 완료되었는데, 이 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기록을 시

스템/매체별로 대별해보면 (1)신전자문서시스템, (2)e지원시스템, (3)

개별업무시스템, (4)녹음테이프/CD, (5)비전자기록으로 구분된다. 각

기록군에 일반/지정·비밀 기록이 혼재되어 있으며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2)e지원시스템, (3)개별업무시스템, (4)녹

음테이프/CD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의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의 PAMS에 일반,

또는 지정·비밀기록으로 구분하여 이관되었고, (4)~(5)는 대통령기록

관 서고에 일반, 또는 지정·비밀기록으로 구분하여 이관되었다.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4)녹음테이

프/CD는 PAMS가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지정·비밀기록서고에 보존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e지원시스템 복제본이 2부 존재하며 두 복제본

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e지원시스템 복제본1은 노무현

대통령 기록 이관이 국내 최초의 대량 전자기록 이관이므로 ‘이관 실

패’라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백업용으로 생산시스템 그대로 복제하여

이관되었다. e지원시스템 복제본2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열람을 위

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사본으로 2008년 7월 반환하였으며, 2009년

검찰 조사결과 PAMS에 이관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PAMS에 이관된 e지원시스템 기록의 누락이 의심될 때는 복

제본1, 2를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과 진본성 유지, 이용가능성 보장 등을 위해 대

통령기록은 건별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보

관된다. 문서보존포맷이란 먼 미래에도 문서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건의 본문 및 첨부파일(HWP, PPT, XLS 등)을 PDF/A

포맷(ISO19005)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장기보존포맷이란 XML 문서포

맷으로 필요시 연관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건의 메타데

이터와 본문 및 첨부파일(원본파일포맷+문서보존포맷)을 모두 하나의

문서로 묶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록의 기본검색은 메타데이터DB를 이용하여 조회하지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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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검색은 검색엔진이 생성해 놓은 인덱스DB를 이용하여 조

회하게 된다.

반면, 지정·비밀기록에 대한 기본/상세검색 기능은 기록의 메타데이

터DB를 이용하여 조회하게 되는데 지정·비밀기록은 XML 단위로 암

호화되어 저장되고, 암호화된 XML의 인덱스DB를 생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통령기록 원본파일의 본문에 등장하는 키워

드를 검색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된 지정·비밀기록 검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제

대로 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1단계: 암호화된 XML을 복호화한다.

2단계: 복호화된 XML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3단계: 복호화된 XML에서 원본포맥파일을 추출한다.

4단계: 검색엔진을 통하여 인덱스DB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문

검색을 실시한다.

시스템적 접근에 따른 기록전문가들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록 건의 검색 가능한 DB항목을 추가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다. 기

록 건의 ‘문서취지’, ‘내용요약’ 등의 메타데이터 항목도 검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XML을 복호화하여 원본파일의 전문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복호화 및 원본파일 추출 등에 걸리는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색 시간을 확보하고 대화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지원시스템 복제본을 구동하여 대화록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PAMS 뿐만 아니라 지정·비밀기록서고의 (4)녹음테이프/CD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

색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검색 과정을 거친 후 부존재가 확인된다면 이관 및 관

리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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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아라

4.1 회의록 실종과 검찰의 수사 착수

검찰의 수사착수와 여야의 대립

회의록의 검색실패는 단순한 검색의 문제에서 ‘사초의 증발’로 비화

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사초 증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엄중히 수

사해야 한다며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새누리당은 7월 25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였

다. 해당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는 않

았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하였다.83) 이 고발사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으로 명명되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에 배당되어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과 정보기술(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팀에 합류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84)

앞선 24일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 의혹’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검

찰 수사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NLL과 관련한 정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하였

다. 그러면서 대화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반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무

현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화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라며 문재인 의원을 지목

83) 檢  ‘대화록 실종’ 고발사건 본격 수사 착수,<연합뉴스>, 2013년 7월 2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6393578 

84) 檢 “법-원칙따라 신속 수사”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 <동아일보>, 2013년7월 
26일. http://news.donga.com/3/all/20130726/56673355/1



- 54 -

하며, 이후 "이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도리"라며 검찰 수사를 주

장했다.

이와 같은 25일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당의 검찰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였다. 민주당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 건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 여권

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엄

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즉각 수용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여야 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

이 해소하자는 게 문 의원의 뜻"이라며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촉구하였다.85) 이어 문재인 의원측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시점에 고발은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밝혔다.86) 이외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과 각계에

서 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손에 넘기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계는 특검을 주

장하였으며, 전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특검 수사를 공식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검은 구성에 시간이 걸

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해 논란을 종결지어야 한다.”87)고 주장하였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

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는 정쟁중단을 진정 원한다면 고소부터 취하하라고 주장했고,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너무 정략적인 처사라며 비판했다.88)

85) 여야, '대화록 실종'·'국정원 국조' 강대강 충돌(종합),<연합뉴스>, 2013년 7월 24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6391550

86) 文측, “새누리 ‘檢 고발’은 물타기”…반발, <뉴스1>, 2013년 7월 25일. http://news1.
kr/articles/1253910

87) 대화록 실종 檢 수사로 가닥...새누리 단독수사 의뢰, 민주는 특검 목소리 낮아져, 
<헤럴드경제>, 2013년 7월 25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2
5000414&md=20130728003839_AT 

88) 새누리 “일체 NLL정쟁 중단” VS 민주 “檢고소 후 선언…정략적, <영남일보>, 2013
년 7월 27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
skey=20130727.010040748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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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7월 26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 모 차장을 고발인 자격으

로 불러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

시의 수사 기록도 살펴보기로 하였다.89) 특히 지난 1∼2월 'NLL 발언'

고발사건 당시 대화록 발췌본 내용 등이 포함돼 기밀로 분류됐던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등 수사기록을 기밀해제 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

다.90) 이와 함께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벌어진

‘지정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수사 기록 역시 가져와 수사에 참고하겠

다고 하였다.91)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속한 수사를 전개했다. 우선적으

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원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특히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을 정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知園‘에서 관련 기

록 관리를 담당했다.92)

7월 28일에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전자 시스템인

e-知園 결재 서류에 첨부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노 전 대통령

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에서 지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

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

보정책비서관 등을 소환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린 시기와 구체

적인 지시 내용,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93)

89) 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인 조사,<연합뉴스>, 2013년 7월 26일.  http://n
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95300 

90) 檢 ‘대화록 폐기 의혹’ 김만복 前원장 등 출국금지(종합), <연합뉴스>, 2013년 7월 
2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0006397026 

91) 檢,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기록 검토 시작, <CBS노컷뉴스>, 2013년 7월 
26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8211

92) 檢, ‘사초실종’ 김만복 前국정원장 등 출국금지, <뉴시스>, 2013년 7월 27일.   http:/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7_0012252186&cID=10201&pID=10200) 

93) 檢 ‘이지원 盧-金 회의록, 실무진이 삭제’ 정황 파악, <동아일보>, 2013년 7월 29
일.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729/56716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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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 29일 검찰이 e-知園 열람에 앞서 시스템 운영체계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e-知園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시스템 체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

였다. 그리고 검찰은 e-知園 시스템에 대한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고

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과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할하기로 하였다.94)

이러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

는 검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실시를 주장하였다. 특히, 전

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는 3번이나 고발했음에도 지연된 반면에 새누리당이 고발한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다렸다는 듯 이

례적인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 검찰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

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

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 대화록 유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며 특검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고발취하 요구를 일축하고, 검찰 수사 촉구를 강조하였다. 윤상현 새누

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새누리당의 고발로 시작된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고발 취

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상

중대 범죄이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7월 30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

화록 유출 및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 하였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은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과 남북정사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등의 의혹 등이다.95) 이 같은 특검법

발의는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대화록 실종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검찰

94) 檢, ‘이지원(e知園)’ 사전조사 착수, <뉴시스>, 2013년 7월 29일.  http://www.newsis.co
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9_0012255904&cID=10201&pID=10200

95) 여야, 사초실종 檢수사 공정성 두고 또 대립...민주 특검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2
013녀녀 7월 30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30000483&md=20130802004449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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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민주당은 연일

검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

조해왔다.

특검법 발의에 관하여 새누리당 진성준 의원 및 여러 새누리당 의원

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

행되고 있으니,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 미흡할 경우 특검을 진행해야 한

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96)

다음 날인 31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통해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실종과 대선 전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안을

당론으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특검이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협

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호도하려는 행위이며, 이처럼 “중립성을

의심받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가 담보될 때까지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법을 통해 정상회담 실종 뿐 아니라 사전 유출도 밝힐 것”이라며 특검

실시를 다시 강조했다. 이에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

검찰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과 관

련해 검찰 고발하자 다음날 검찰이 곧바로 사건 배당하고 참여정부 주

요 인사들을 출금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문재인 의원 수사를 촉

구했고 이에 맞춰 검찰 일각에서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말도

흘러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우리당이 국

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지난 대선에서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3번이나 고발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97)

96) 민주, 'NLL대화록 실종' 특검법안 발의…與 "검찰수사가 순리" 반대, <뉴시스>,  20
13년 7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
64&iid=24443205&oid=003&aid=0005292714&ptype=011

97) 민주, ‘대화록 실종’ 특검 당론 의결…“檢 수사에 협조 안해”, <아이뉴스24>. 2013년 
7월 31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2535&g_menu=050220
&rrf=nv)



- 58 -

이렇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검찰수사에 반발하던

민주당이 8월 2일 특검의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

다. 특히,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방문 소

식을 알리며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검으로 한다면 성역 없이 소환에 응하

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편파수사 의혹도 제기하

였다. "민주당이 대화록 유출건과 관련해 서상기, 남재준, 김무성, 정문

헌, 권영세를 3차에 걸쳐 고발했는데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새누리당이 고발하자 검찰은 다음날 고발인 조사하고 출국금

지까지 하는 토끼몰이 수사,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98)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및 관련인 조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수사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고발한 사항에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8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知園 재구동 등

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로 한 것이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그동안 e-知園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

스템(P-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

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은 e-知園 구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했다. 또한 검찰은 e-知

園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업체인 삼성SDS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전 숙지 작업을 해왔다.

한편 국가기록원에는 e-知園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데이터베이스

(DB)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e-知園을 구동하려면

서버와 운영체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였기에 검찰은 간이 시스템을

98) 檢수사 거부하던 민주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 <뉴시스>, 2013년 8월 2일. http://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2_0012265098&cID=10301&pID=1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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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판단, 장비구입 절차를 진행하였다. 게다

가 검찰은 e-知園 시스템에서 팜스(PAMS·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누락 사고, 국가기록원의 관리부실 등 대화록 실

종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며, MB 정권에서의 대화록 폐

기 의혹에 대해서도 CCTV나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 의문을 풀기로 하

였다.99) 또한 검찰은 e-知園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전 청

와대 관계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체계 등 프

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다.100)

이러한 참고인 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를 녹음했던 비서관은 물론 문서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

람 등 핵심인사 30여명이 모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직접 고발한 관련 사건의 조사

까지 거부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

해 민주당은 “검찰이 새누리당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에만 적극적”이라

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예 안

나오고 특검을 주장할 게 아니라 나와서 뭐가 진실인지 밝히는 게 우

선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01)

검찰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8월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

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을 포함해 검사 6명과 디지털 포

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으며, 대검

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되었다.

한편, 검찰은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이 모두 5가지라고 밝혔다. 하

99) 檢, ‘이지원’ 구동 위해 내주 국가기록원 방문, <국민일보>, 2013년 8월 8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46652
&cp=nv 

100) 檢 ‘NLL 기록물 열람’ 서울고법에 영장 청구, <연합뉴스>, 2013년 8월 1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2
6146

101) '대화록 폐기' 수사 檢 "참여정부 관계자들 수사 거부", MBC뉴스, 2013년 8월 15
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326066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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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록관 서고로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

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知園'의 백업용 사본이고, 세 번째는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

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네 번째는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PAMS), 마지막으로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

의 외장 하드 등이다. 이외에도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시간 가량의 압수

수색을 통해 비(非)전자기록물 열람을 담당하는 수색팀과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팀으로 나눠 기록물을 열람·이미징 작업에 돌입

했다. 수색팀은 기록관 서고 중 지정서고에 있는 2000여 박스 분량의

15만여 건의 기록물을 검토하고, 포렌식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PAMS)와 백업용 이지원 사본, 암호화된 18만여 건의 기록물이 저장

된 97개 외장하드를 대상으로 이미징 작업에 착수하였다.102)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의 형태는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 달

이상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

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공

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캠코더 5대와 현장 CCTV를 이용해 전 과

정을 촬영하였다.103)

이와 같은 검찰의 발빠른 대응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함

으로서 그 동안 있어왔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

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 착수해보니 자료의 양이 방대한데다 암호화된

문서를 일일이 해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작업 시간이 당

초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1일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

(PAMS)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팜스(PAMS)의

102) 檢, 국가기록원 이틀째 압수수색…이미징 작업 계속, <뉴시스>, 2013년 8월 17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7_0012294425&cID=10201&
pID=10200

103) 檢,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 착수, <연합뉴스>, 2013년 8월 1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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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징 작업이 끝나 지금 기록물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록이 팜스로 이관될 때 사용된 외장하드 97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완료하고 봉하마을에서 관리했던 e-知園 사본에 대한 이미징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해당 이미징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백업용 e-知園 사본

(NAS) 등을 이미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본을 이용해 분석 작

업을 진행할 경우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분석을 위한 이미징'을 허가받았

다. 아울러 검찰은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는 2000박스 분량의 인쇄물 중

약 1000여박스 분량에 대한 검색 작업을 완료했다. 검찰은 지정서고에

대한 검색 작업 마친 뒤 비지정서고에 있는 자료까지 들여다 볼 계획

이다.104)

검찰은 8월 28일 e-知園 백업용 사본(NAS)에 대한 이미징을 끝냈다

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앞서 이미징을 마친 팜스, 외장하드, 봉하마

을 e지원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 이미징은 다 끝났고 일부 파일이 좀 남아있

어 작업 중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외장하드의 경우, 각 자료마다 별도

로 암호가 걸려 있어 열람하기 전 일일이 해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

격적인 분석에 착수하기 위해선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밝혔다. 따라

서 우선 18만 5000여건의 전자지정기록물이 담긴 PAMS와 15만 5000

여건의 비전자지정기록물이 보관된 지정서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

는 대로 이지원을 재구동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발견되더라도 자료의

변형 유무나 등을 확인하기 위해 e-知園을 구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전

했다.

회의록 불법 열람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

회의록을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
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 발언 발췌록' 열람·공표에 관여한

104) 檢, 'NLL 대화록 실종' 관리시스템 팜스 분석 착수, <뉴시스>, 2013년 8월 21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1_0012301822&cID=10201&
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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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수사도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0
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과 이 발췌론을 전해준 국정원

에 관한 것이었다.105) 결국 8월 28일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면

서 약 2달간 검찰 출석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로써 회의록 불법 열람에 대한 수사가와 회의록 실종에

대한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다.106)

105)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NLL 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한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

철·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열람을 도와준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

원 제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NLL을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06) 檢, 'NLL 대화록 무단 열람' 고발인 조사, <뉴시스>, 2013년 8월 29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9_0012319473&cID=10201&pI
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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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의록 있다? 없다?

회의록의 생산에서 실종까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생산에서 실종까지의 과정을 언론보도

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우선 2007년 10월 3일,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이때 조명균 전 비서관이 디지털 녹음기로 회담 전체를 녹

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 후 확인해보니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기

에 청와대는 녹음 복원을 위해 특수장비가 있는 국가정보원에 녹음기

를 보냈고, 국정원은 일주일 만에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후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2부를 작성했고 종이문서로 된 1부를 청와대로

보냈으며, 조 전 비서관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받아 쓴 메모와 각종 자

료를 취합해 최종본을 전자문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107) 이때가 2007

년 12월쯤이다. 한편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여했

다고 전해진다.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회의록 최종본을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인 e-知園에 올렸으며 상급자인 백종천 외

교안보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후 청와대는 국정원

에서 받은 초안은 폐기했다. 이 같은 생산과 보고 과정은 새누리당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생산 이후로, 여야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우선 친노 인사들

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정상적으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

령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 제1부속실 이창우 행정관은 회의록을 직접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후 이관 작업은 김정호 기록

관리비서관이 지휘했다. 기록관리비서관실은 2008년 1~2월 사이에 회

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관 과정은 뚜렷하다. 먼저 e-知園시스템상의 대통령지정기록

물을 문서변환시스템인 RMS를 통해 이동형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았

다. 기록관 측은 이 하드디스크를 대통령기록 보관시스템인 PAMS에

업로드했다. 이것이 여야가 찾으려고 했던 회의록 '원본'이다. 청와대는

107)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

서로 생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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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을 우려해 e지원시스템 사본도

하나 더 기록관에 이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7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중에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새

누리당 등 여권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기록원에 이관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서둘러 폐기했을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

선되기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던 회의록을 황급히 폐기했다는

것이다.

없다: 참여정부의 삭제 및 폐기지시 의혹

새누리당 등 여권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기록원에 이관했

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서둘러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가 당선되기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던 회의록을 황급히 폐기했

다는 것이다.108)

이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지난 1~2월 정문헌·이철우 새

누리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밝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았던 조명균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복수의 국정원 직원 등의 진

술을 통해서 검찰에 확보된 것이다.109)

한편 이러한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관련하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7월 24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

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108) [‘NLL 회의록’ 미스터리] 이관 뒤 참여정부때 폐기? MB정부때 폐기?… 아예 이관 
안돼?, <서울신문> 6면, 2013년 7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0&cid=948164&iid=23011047&oid=081&aid=0002349554&ptype=021

109) "노 전 대통령, 대화록 국정원서 관리 지시", <중앙일보>, 2013년 7월 22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130795&ctg=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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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

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후 언론들이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보도가 사

실이 아니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장관의 발

언을 '삭제 진술 안 해' '삭제 진술 없다'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

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삭제 진술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부인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110)

하지만 7월 25일 e-知園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전문가 A씨 및 김

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개발 단

계부터 보고 문서의 수정 기능은 있지만 삭제 기능은 설치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즉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인위적으로 지울 수가 없으며,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직원이 문제가 될까봐 이를 지우고 싶어도 방법

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 말에 삭제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설에 대해

서는 이명박 정부로 시스템 인수인계를 준비하던 2008년 1월에는 이지

원에 '초기화' 기능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결국 삭제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11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언론보도가 9월 24일 나오기 시작했

다. 이날 주요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분석 결과

2007년 10월 정상회담이 끝난 후 e-知園에 탑재된 회의록이 97개의 이

관용 외장하드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참여

정부의 기록 삭제지시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없다: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

회의록이 애당초 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참

여정부의 청와대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서 회의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여

권 인사들은 회의록이 실무자들의 실수나 착오로 이관되지 않았을 수

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노 전 대통령 측이 후일 회

110) 법무부 "삭제진술 없었다는 보도는 곤란", <동아일보> 2013년 7월 26일.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25031606999
111) 넘겼나 없앴나.. '노무현 임기말' 석 달의 진실, <경향신문>, 2013년 7월 23일.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72322270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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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록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을 우려해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녹음파일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은 점도 노 전 대통령 측

이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물들을 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

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지난 1~2월 서울중

앙지검 공안1부가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NLL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진술에서 노 전 대

통령이 회의록 관리 주체를 국정원으로 한정지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대화록이 애당초 대통령기록

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록원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관 누락

이 사실일 경우 노 전 대통령측은 현행법을 어기고 자료를 없앴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없다: 국정원의 주장

국정원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석 달 후인 2008년 1월께

녹음 파일을 기초로 완성본을 만들었고, 청와대에는 이에 앞서 잠정본

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청와대가 보

유한 대화록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어느 게

진본이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

업본부장은 "청와대에 넘어온 국정원 초안이 완전하지 않아 안보정책

비서관실이 취재를 통해 최종본을 만들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재가

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e-知園이 기록관으로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에 보냈다는

대화록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12)

112) <'NLL대화록' 생산·이관·보관, 어디서 잘못됐나>」, <연합뉴스>, 2013년 7월 18
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2301
1050&oid=001&aid=0006380510&ptype=021



- 67 -

없다: MB 정부에서 삭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

나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

정원 회의록 보관본을 왜곡해 전문과 발췌본을 만든 뒤 대선 국면 등

결정적일 때 노 전 대통령 측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친노 세력에 치명

타를 가하기 위해 회의록 원본을 폐기해 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5년 임기의 기록관장을 2008년 이명

박 정부가 8개월 만에 바꾼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어 민주당 전

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추가로 찾아서라도 이 기록물

이 없는 게 확인되면 이는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 온 점이나 국정원 댓

글의 폐기와 조작의 소위 경험에 비춰서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

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등 중요 부분을 왜곡한 회의록만 국정원이 보관

하고, 원본을 폐기해 버렸다는 취지다.

반면 새누리당이나 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시

나리오에 대해 부인한다. 113) 즉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면 아예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

기록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기록관장과) 함께 쫓겨났다"며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

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 했다. 114)

없다: 이관과정에서 누락

정부의 복잡한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때문에 원본이 있는 데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참여정부는 국가기록

113) [‘NLL 회의록’ 미스터리] 이관 뒤 참여정부때 폐기? MB정부때 폐기?… 아예 이관 
안돼?, <서울신문> 6면, 2013년 7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0&cid=948164&iid=23011047&oid=081&aid=0002349554&ptype=021

114) 배민욱,「'NLL대화록은 어디로…' 실종 시나리오는?」,『뉴시스』, 2013-07-23 
16:2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740226&oid=003&aid=
0005279471&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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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e-知園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째로 넘겼으나, 국가기록원의 문서시스템이 e-知園과 서로 달라 검색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문서 형

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가 달라지면서 관련 자료가 유실됐

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및 기록전문가들은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단

기간에 대통령기록관 일부 시스템만 검수한 뒤 정치 논리에 따라 결과

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이지원

과 PAMS를 구동해 종합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

초 게이트'가 확인된다면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69 -

[부록1] 노무현 대통령 기록검색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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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회의록의 생산과 사건의 발단

‘07.10.3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실시

‘07.10.4 대통령 · 남북정상 10·4공동선언 발표

‘07.10 청와대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

상회담 관련 회의록 작성

‘08.1 국정원 · 국가정보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새롭게 작성

‘12.10.8 국회

· 정문헌 의원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

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주장

‘12.10.9 새누리당 · 새누리당, 'NLL 대화록' 관련 국회 국정조사 제안

‘12.10.12 민주당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

는다며, 정문헌 의원 주장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주장

‘12.10.17

민주당

· 민주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을 허

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문재인 측 "남북정상회담 자료 폐기지시한 적 없어

새누리당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보위서 여야합의로

'NLL 대화록'열람 제의

청와대 · 청와대, "盧·金 대화록 청와대에는 없다"

‘12.10.25 언론보도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서 대화록을 본 사실이 있다고 설명

[부록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사건일지



- 78 -

‘12.10.29 국정원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존재 여

부 확인 후 공개 거부

‘12.10.30 국회 · 서상기 정보위원장, 국정원에 대화록열람 공식 요청

‘12.11.19 국회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열람 거부 원세훈 국

정원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11.20 검찰
· 검찰, 'NLL 대화록 제출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

사

‘12.12.14 언론보도
· 김무성 박근혜캠프 종합선대본부장, 부산 유세현장

에서 남북회담 대화록 원문 일부 낭독

‘12.12.17 국정원 · 국정원, 검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제출

‘13.2.21 검찰
· 검찰, NLL 대화록관련 정문헌 등 피고발인 전원 무

혐의 처리

‘13.3.14 민주당 ·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13.5.21 검찰 · 민주당 항고 기각

‘13.6.17 민주당

·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

‘13.6.18 새누리당
· 정문헌 의원,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의원 주장

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수사 촉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과 회의록 공개 논란

‘13.6.20 국회

·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

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 함

·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 2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서 위원장과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2007년 남북정

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 열람을 허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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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기 위원장 노무현 전대통령 NLL포기 발언과

관련해 야당에 책임요구 및 회의록 전문 공개 추진

언급

민주당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회의

록 열람과 누설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헌

정파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국정원

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비판 함

· 정 의원은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

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국

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이 보여준 문건은 “정

상회담(대화록)의 원본이 아니라 왜곡한 내용”이라

고 주장 함. 이와 더불어 “민주당 정보위원 어느

누구도 (발췌문 공개를)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고

기습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밝힘.

국가정보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의 국회 정

보위원회 열람과 관련,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

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 허용하였다.’

고 발표

· 국정원 ‘문건은 전혀 왜곡 된 것이 없으며, 문건의

진위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벌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

정치권 국정조사 요구와 회의록 전문 공개 추진

‘13.6.21 민주당

· 김한길 대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원 정치·대

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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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법적 대응 표명

· 문재인 의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국

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녹취 파일 등

관련자료 전면 공개 주장

· 정청래 의원,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만 축약본을 보여준 것은 국정원법 제9조(특정 정치

집단에 유리한 행동 금지) 위반”했다 주장

· 민주당 정보위원들, “정상회담 대화록은 기밀사항인

‘대통령기록물’로 열람과 자의적 공개가 불가능하다”

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본 것은 불법이란 주장

새누리당

· 서상기 정보위원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과 발췌본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7

조(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

구한 경우,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할

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

다고 주장

· 회의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

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국가정보원

· “검찰이 2월 NLL 고소사건 수사 발표 때 국정원

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

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

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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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허태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새누리당이

국정원에서 열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에 대해 “국정원이 열람을 제공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대통령 기

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다.”라며 위법 가능성을

일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그리고 파장 

‘13.6.24

국가정보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론분열이 오

히려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2급 비밀로 취급하던「2007년 남북정상회

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국회 정보위

원에게 전달

새누리당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회의록 전문공개는 일단 보류하고,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발췌록만 먼저 공개

민주당

·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과 녹음테이프를 공

개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원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자료 공개를 강행했다.’면서 회의록 수령을 거부

· 문재인 의원,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주장

· 문재인 의원,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

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탓"으로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의 지

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 대

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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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비판.

·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

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회담장에 실

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으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

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

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 설명

‘13.6.25

국회
· 여·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 국회

처리 합의

국가정보원

·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국정원의 명예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밝힘

기록관리

단체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는 국정원의「2007년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공개와 관련하여 ‘전문가 분석’을 통

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

정기록물이며,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대통령기

록물관리법」위반 이라는 입장 표명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구성

‘13.6.26 언론보도

·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정치권에 큰 파문

을 몰고 온 국가정보원을 '누설자'(Leaker)로 표현

정치 공방 격화와 회의록 원본열람 추진

‘13.6.27 북한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

명을 통해 “북측의 승인 없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

은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13.6.28 새누리당 · 황우여 대표, NLL 논쟁 여야 공동선언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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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정원 논란 국정조사 특위에 맡기자 주장

민주당
· 김한길 대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 국정조

사로 진상규명 요구

‘13.6.29 언론보도

· 중앙일보 543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잘한 일" 43% "잘못한 일" 41%

·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성인 608명 대상)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은은 ‘NLL 포기가 아

니라’라는 응답이 53%, ‘NLL 포기’라는 응답이

24%, 의견 유보 23%

‘13.6.30

민주당

·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

론 분열을 끝내자”고 주장하며, 회의록 원본 열람을

통하여 NLL 포기 주장이 사실이면 정계은퇴 선언

국회
· 여야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 추

진 합의

‘13.7.2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불법 유출과 공개

에 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및 기록

인 서명(105명)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며, 기록을 이용한 정쟁

의 중단 및 불법행위 조사, 특검의 실시, 비밀기록

관리체계의 수립, 공공기록 및 대통령기록관리의 독

립성과 전문성 확보 촉구를 요구

청와대

·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과 NLL논란은 여야 지도부

등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

야의 공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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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 제출 요구안 국회통과

‘13.7.2

국회

·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

제출 요구안 국회의원 257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

의 통과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

제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21세기 무

오사화를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지정

기록 공개 결정을 규탄

국가정보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에 대해 기록

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라고 주장한데 대해 “회의록은 6월 27일 국가기록

관리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장이 공공기록이라고 확

인했으며, 검찰도 NLL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고 주장

하며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을 공개 하였다고 보

도자료 배포

회의록의 성격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절차에 대한 논란

‘13.7.3

언론보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정치·외교·통

일 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정원 회의록 공

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

국회

·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새누리당) 위원장, 회의록

열람·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음성파일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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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회의록 작성 사실 조차 모

르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1부만 남기고 모두 폐

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이자 2급

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힘

국가기록원

· 국회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경

유인으로 한 요구서를 발송 했고 안행부는 이를 국

가기록원에 전달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은 이 문서를

접수 하여 15일까지(10일 이내) 국회 보고 예정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

와 방법에 대한 권고’ 및 국가기록원장에게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절차와 방법에 대한 요구’

사안 전달

·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정기록물 사본 2부 작성,

열람 장소 보안 강화,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의 제작 엄금 및 위반시 사법처리, 회의록

내용 누설 금지, 열람 후 사본 국가기록원 반환 등

을 요구 함

‘13.7.5

국가정보원

·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고유 업무

(정보의 수집)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회담 회담록을

만든 것이고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녹음 주체도 청

와대가 아닌 국정원이라고 주장

· 2007년 10월 대화록 작성을 시작했으며 녹음 파일

을 대략적으로 풀어 만든 중간본을 청와대에 넘겼

으며, 2008년 1월 만든 최종본은 청와대에 넘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2008년 1월 대화록 작

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최근 통화에서 번

복했다고 밝힘.

민주당

· 홍익표 원내대변인(2007년 당시 통일부 정책보좌관)

“당시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준 이유는 녹취록이 정

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독하기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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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전문성 갖춘 국정원을 청와대가 활용한 것”

이라며 "2007년 10월 중간본은 대충 만든 거고,

2008년 1월에 제대로 만든 거라면 제대로 만든 보

고서를 현직 대통령에게 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언급. 또한 회의록은 '보고용'이어야 한다는 입장 표

명

‘13.7.7

국회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

료 제출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한 키워드 3개('NLL'

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2개(‘등거리·등면적', '군사경

계선'(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

해해상군사분계선)) 및 민주당이 제시한 2개('남북국

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총 7개의 검색어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함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은 여야에서 제시한 NLL 등 7개 키워드

를 중심으로 자료 검색, 15일 국회에 검색된 기록물

을 일괄 제출할 방침

민주당

·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

성, 권영세, 정문헌을 각각 고발.

‘13.7.8

국가기록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를 국

회로부터 지난 3일 접수하고 지정기록물 34만건을

중심으로 전자기록, 문서(비전자)기록, 시청각 기록

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열람대상기록물을 추

려내고 나서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15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열람인원 각 3

인 제한, 2단계 열람 방식 제안, 보안조치 강구, 누

설금지,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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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표, 열람종료 후 국가기록원에 열람기록 반환

등에 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열람에 대한 기록

전문가의 요구’ 발표

·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

공문 전달

‘13.7.9 국회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회의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인원 및

방식에 대해서 합의.

·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새누리

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며,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하에

구성,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

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

구,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음,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 열람

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

은 국회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

정

NLL 발언에 대한 논란 재점화와 회의록 예비열람

‘13.7.10

국회

· 국회 운영위원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자료의 내용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

의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가결시킴 

국정원
·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휴전선 포기와 같다"

는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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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국방부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NLL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포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 표명

기록관리

전공학생

연합

·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서명 및 성명서를 통해 국가

기록원에 요구사항(국정원과 관련 인물 사법조사 및

처벌요구, 국가정보원 재발 방지 요청, 정치권에 대통

령기록물관리법의 목적 강조) 피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관리전문요원 일동, 회의록 작성과정 공개 및

무단열람·공개 관련자 처벌 요구, 국정원 비밀기록

해제 과정 공개, 최소열람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

한 요구사상을 담은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무단공

개 및 은닉을 고발한다.’는 신문광고 게재(한겨례)

‘13.7.12 국회
·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으로

새누리당, NLL 대화록 예비열람 일정 취소

‘13.7.13 국회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 15일 회의록 예

비열람 실시 합의

·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열람 위원 선정 15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국회 운영위가 요

구하는 보안 서약서 작성예정

·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7개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뽑

아낸 문서들을 검토하고 이중 실제 열람할 기록 선

정

· 국가기록원에서 사본 2부 제작하여 국회 운영위 소

회의실에서 열람위원 열람 및 메모 허용

‘13.7.15 국회

· 회의록 예비열람을 위해 열람위원들이 7개 검색어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견해차로 여야 열람자료 선정 실패, 17일 재열람 실

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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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색 실패와 재검색

‘13.7.17

국회

· 여야 열람위원, 국가기록원서 '대화록' 존재 확인 못

하였으며, 18일 운영위원회에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

비 열람 결과와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

위 보고 예정

국가

기록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여부 확인 안 됨

청와대 ·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있을 것으로 판단

‘13.7.18

국회

·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국가기록원이 문서목록에서 회의록이나 녹음파일

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언급

· 여야 22일까지 각 당 열람위원 2명과 민간전문가 각

당 2명씩 투입하여 회의록 재검색 합의

언론보도

·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비밀기록이기에 ‘코드명’으로

제목을 다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리시스템과 이지원 시스템의 차이로 검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 공식적으로 ‘대화록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입장 표

명 및 참여 정부의 폐기 가능성 언급

민주당 · MB정부 책임론 및 국기문란 사태 규정

‘13.7.19

국회 · 여야, 민간위원 대동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재검색

언론보도

· 국가기록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

겨받은 자료 목록에 회의록 없었으며, 회의록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는 국회운영위 발언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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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원

·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국가기록원 전산전

문가 ‘암호화된 지정기록물 암호 풀지 않고 두 차례

검색 했다.’는 발언 공개로 부실 검색 논란

‘13.7.21 언론보도 · 대화록 실종 속 대통령기록관 '독립' 강력 제기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종과 검찰 수사

‘13.7.22

국회
· 여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운영위원회에 최

종보고

국가

기록원

· 국가기록원장, ‘회의록 부재’ 국가기록관리 부실로

비추어져 유감

새누리당

·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

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함을 주장

민주당

·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 이라는 입장 강

조 및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 기록 및 사후 이행문

서 국회 열람 주장

‘13.7.23 민주당

· 문재인 의원, ‘이제 NLL논란은 끝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NLL논란을 중단하고, “대화록이 없다

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

‘13.7.24

청와대
· 문재인 의원의 제안에, ‘국민 상식에 맞게 가야한다’

는 입장 표명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 ‘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 혁신

촉구’ 성명서 발표

· ‘노무현 대통령 기록 검색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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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발표

‘13.7.25 새누리당

· 검찰에 ‘회의록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전원을 철저히 조사’ 요청 및 검찰 수사 개

시

‘13.7.25 민주당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특검 주장

‘13.7.29 검찰

· 참여정부의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

園)' 열람에 앞서 시스템 운영체계에 대한 사전 조

사에 착수

‘13.7.30 민주당
· 민주당 진성준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

출 및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

‘13.8.13 검찰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

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

원에 청구

‘13.8.16 검찰
·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시작(이미

징 작업)

‘13.8.21 검찰
·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

S)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

‘13.8.26 검찰 · 이지원’ 백업본(NAS)의 이미징(복사) 작업에 착수

‘13.9.24 언론보도
· ‘회의록 이지원 등재 후 삭제 정황 검찰이 포착했

다.’ 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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