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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방법,

궁금하시죠?

국정원은 그 동안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권

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이라

는 두 가지 업무와 국가보안법 관련된 수사

권 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정치에 계속 개입

하여 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없애서 처음부

터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국내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면 

불안하시다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국

내정보업무라는 것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해외정보업무와 국내정보 및 수사

업무라는 것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 중 국

내 파트를 국정원에서 떼어내어 다른 기관

에 위임함으로써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파트를 

맡는 부서는 양지(陽地)에서 국내법의 통제

를 받으면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해외 사례들을 보시

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

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

분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

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

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

(BfV),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

트(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

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의 정보기관이 약하다

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최강

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해 하

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정

보기관을 가지자는 것 뿐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의 첫걸음 

국내 정보업무부분의 분리!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뿐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  
전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

2.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 관련자 전원 수사와 형사처벌

3. 국내정치에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

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마음대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제작일  2013년 7월 
만든 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도움준 곳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본 자료는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보신 후에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자료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웹사이트 등에서도 볼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