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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

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

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

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문서번호 : 17-11-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1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민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7. 11. 8. (수)

전송매수 : 총 8 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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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

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

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

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

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

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

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

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

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