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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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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해 국정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정권과 재벌이 결탁
하는 사이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민생은 무너졌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
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과장이 아닙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
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면서 사유화했습니다. 부
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희망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대통령은 국민혈세로 피부미용을 위해 온갖 주사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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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허탈한 기사마저 접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었습니다. 검찰수사는 거부하고,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묵살한 채 청와대에서
무조건 버티기 농성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시민들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락 시킨 국격을 200만의 촛불 시민이 끌어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대학들의 동맹휴업 등 국민
들의 자발적인 퇴진 행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다시 일어나자는 희망의 기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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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을 이 헌정파괴․국정농단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게이트 전반에 대해 전모를 역사에 남길 수 있
도록 기록하겠습니다. 불의를 단죄할 때만이 더 나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열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무너진 국민주권과 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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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은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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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리고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 촛불집회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대통령 퇴진” 이
라는 국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떤 분은 본인 쌈지 돈을 헐어 제작한 박근혜퇴진 홍보물을 나눠 주셨고, 어떤 분은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신 분도 있었다. 또한 각종 퍼포먼스와 공연을 통해 “박근혜퇴진”을
목 터져라 외쳤다.

어떤 분이 제게 “요즘 국민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신다. 일주일동안 생업에 종사하
시다가도 주말이면 광화문에 꼭 나가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 ‘주말근무’를 한다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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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인 푸념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신념이 묻
어있다. 저는 박근혜·최순실 때문에 잠시 망가진 나라에서 건전한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희망을 본다.

그러나 국민이 이렇게 애절히 외쳐대지만 박근혜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심
지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반문했다고 하고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100점인데 대통령은 0점인 셈이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제기된 언론보도와 검찰의 공소내용 및 의혹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위법의혹과 이에 따른 형벌도 추정해 보았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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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방대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책자에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의혹을 총정리해 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와 특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 정리된 의혹들이 국민감시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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ߠց.ࡋʯࢇઝ
ݣࢇ۽۔ցୣएࡕଞ߾ࢺݤě̛ࢷ۽۔Ĝ̔Իأցৼલࡪࢢˁ
ߠࡶࢠݨցоָࢎ߾ی
ঐϗஜࢢЯ߮ࡕ
ٸїݛ૦ৌ
ծࢢЯ߮ࡕ
۶վ࣯ܕएѰࢊ
.ݛ૦ৌࢢЯ߮ࡕҟֻ̖
ѧࢊ 

.ݛ૦ৌ
ࢢЯ ଞ˲ 
টо
ࢇࢠی

ࢽѰ˱

о
ࢇࢠی

ࢽѰশ

шٴՔ.
ଞ˲ѧࢊ 

시 안
크
릿

ծࢢЯ
ଞ˲ 

ࢊʃֿ߅̛࣯
̖ࡪࡈࢂ

ࢢЯࢉی
ʎࢂ

Ձі߮ࡕ
6.߮ࡕ
ٕࠒ߮ࡕҟ
ֻ̖एࢂݤ

নܸݥś߄ࣔ˒آː ࡿୂآऍ˽Τࡅʅ࠾ 
оԶࡳԻ۰ऐ̛ࡪה
о̛߶߾ʈࢿֻ̖୯ɽࣗઞएࡕࢂ
ʎо̛߶ۘоԻծŘ.ݛৌࢢЯ۶վষࠉ̖ʈࢿֻ̖ҟऐ̀Χࡈʈࡁ
Ձі̐ՙ߾.ݛ૦ৌࢢЯࡳԻ߮ࡕएࡕʈࡁ
ୃо८̐ՙ߾ফएࢉୣیΨ૽؇ˈফ˝ˈୣ࣯ˈ˝߾یѦԼʈࡁ
૦ݛ̐ՙ߾ݛ૦ৌયॷЯଥফୣیɼТए֠ઝ֎ʯʈࡁ
.7߾Πଜیࢉࡕࢎۏফ˝ˈୣ࣯ˈ˝߾یѦԼʈࡁ
̐ԐҖչ߅Ԧࢵ߾ࢠߕࢉݛ૦ৌЯॷЯଥ۴ܹҚফୣߟ˃ܖࢷࠪیʈࡁ
оԶࠉ۶חŘח۰ࡪষ̛ϼ۶ҟࡢࢂئ


ࢇࢢփ

ˈחչ
ࢉ؏

치
오
브
코 용
리
아

̒ফܻݨʯࢇઝऎʠࢉֵ
ঐࠪо
࣏ऐࢶࡵૢࢂ
ࢷࢽॺ࣏ࢽܹ۱
ফܻ˗ݨ˲ࢽࡕٸ۴ࢂˈؿ
̏େ
ࡉࡉػ
߇ࣗإ
Ձі̐ՙܹࡪؿࢽیষࠉՔࢂ
एଥ८ࡵࢂࢽٕࢉیʎۑו
ࢷܹࢽ۱

ࢂ
ծ͑.ݛ૦ৌࢢЯ۶վষࠉ̖ʈࢿֻ̖˓ֻ
ɼ࣐एٗࢉ෴ࢽʈࢂୣۖѨ
шٴՔৼࢇʈࢿষࠉ˓ֻ
ࢻоٸݦٸԻࡪࡈଞࢂଐԦࢇ̐ԂࡋҖୃо८˝ˈܹ࣯ߏԯҟ˓ֻ
۽Ҵ८ָࢂࡪؿ
ࢷˁٕୣࢠࢇݣঋ߾ऎʠࢉֵˬࢂی
߅Қ˳ؿऐઞʈࡁࢂ
/+߾.ࡓԻࣀઝ߶یऑʈࡁࢂ
ঈɼࠪύݝչ߅ɾٕѰۏʠԎ
˲ݨܘ̖ࠉটԎ߾Ѧٙ˱ࢿࢊֻऐۏי۽۔
ઞࢂ
ଢػ॰ֻ˓۽ҟ
ʈΧٻҪʈঈٗࢂ

ϔ

ۿ࣏ݤࢎࢢیض૦ੌࢂ
̏
ծŘ.ݛ૦ৌࢢЯ шٴՔ.ࢂઞ߾߶یʎ
&-ࢇࢢୃୣࢠִیҏʠԎࢂ ̛ٕ̖ࡁঐࢂ оԶࠉ۶ݥ˓͑ח؈߯ࡪষࢽܹ
ࢇ۱ܹઞطʃॲ˗Ѱ؏ଥ
ଐԦࢇ̐ԂࡋҖଥୃо८˝ˈܹ࣯ߏԯ
ࢇࢢࡈ  ۽۔
ֻݛݛ۶վ૦Ԧएٗʈੌܹ
ࠆԽ࣏ࢂҟ
ࢽׄ˱ ୃо८ 

یΰࢇی

ϔɻ
̏

ࢽ۽

ࢷٕٸܖ۰˗

߇̒ه

ࢷ˲ࢽୖٸؿ۰˗


ফܻࢂݨшٴՔৼࢇૡॷࠠսକݤ۶
ࠉ۶חҟঐࠪо
˓ࢂࠆ˗࣯ܹی
חʢࡪষࢂ
ࢽ̛ٕהѦ߶ی
*./ࢂࢠߕࢉݭય߾ࢇࢷݤઞ˃ߟ
ʎࢂ ԼҖցભ 
ʈࡁࢂ
ࢇ
 .ݛ૦ৌࢢЯ ߶یʎएࢂݤ
ջЬ̡
ࢽୣ
ࢽࡪԂ˲ɼоઞ۴؈ࢂ
חٕएݤҬծए߉ࡵоଞୣ߾
˝ˈ˃ߟઞ
ࡖ̀घ˃ࡁ˱ҟ୩૦ࢂ
оଝଝઞ
ࢽࡪԂ

̐࠹ࢉי

̡ࣗ

ফ࠹ষ

̒о۴৪̛࣏ࢽઞؿ
ࢷࠒΧоٕদࢠ˓˗̛ˬࡕה
ࡳԻࠒΧо۴ࢽ߾ઞࢂ

࣏ࡕѰ

ࢷоԶˁࢿܹ۱ࢇˁ&-̐ՙ
ٕୣࢠ߾оଥઁऑߏԯଭࢂی
оԶएݤԂˈ࣯ࢠ

ࢷחٕࢿ८˗

ଞ˲ਏ੪ৌऑசࡕࢠࢢऐݤ
ঐŘϯܹܹיࢂ

ˈࠒɼܕʎ 

८ࡵ

࠹۔ড

ϗࢉࠉ

࣯یࢉضएࢉח˃ࡁऐ߾ࢎָח˃˲ॺח˕߶ی˃ࢠ߆ࢂ

̡ۘթ

ॷ࣏ˁࢿऑЯࢠ

ˈࠒ

ॷ࣏ˁࢿऑЯࢠחॷ࣏ࡱଢࡳࢠٕقԻࢎָѸֲফܻ͑ݨ८ࡵۏࠖ߶ی
̗ેॷ
חॷ࣏ࡱଢخઝ߶یଥ&-חݤ߆ࢠ߶یѦ
ଐԦࢇ̐ԂࡋҖଥо̛߶˝ˈܹ࣯ઞࢂ
૦ݛ˃ࠊ˝ˈୣ ی૦Ԧ ձࢉܹଞࣸ߶ˈ˝ܕ߾एٗձ߾ݦʯ
ɽଜԂˈߏԯ ࢇ˕ࢽ߾۰۽ܞɽࢇଔଥձ 
ծ.͑ݛ૦ৌࢢЯ۶վষࠉ̖ʈࢿֻ̖˓ֻ
шٴՔৼࢇʈࢿষࠉଐԦࢇ̐ԂࡋҖୃо८˝ˈܹ࣯ߏԯ
ୣۖѨ߮୩Զ ऐ߶ୱٸԻϕࡪଝ 
̡̛শ˕փΧऐ୯חࡱࡕࡢ۽ୣࡢࡕࡳԻࡢঠѸֲࢽٕࢉیʎࢂ оଝࡕ
ࡵ̡ࣗیщࡶחٕࢠ˗߾࠹۔ড̡ۘթࡶঐࠪоˬחܹ۱߾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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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ࡖٕਫ਼ࠠࡖ̧ए
ঐࠪо˓ٸۘהʢফ߾
ࡪষ оԶ˕˓ إ
۽۔ଞٹҥ˗ࠆࢂ

ফܻݨչિࢂݛ
ঐࠪоܹݤষ˗ࠆ 

חٕ

̏

ࢷদٸה۰˗

˝ˈ˃ߟઞ

۽ܞɽ

ফܻݨŘࢠݤŘˈࠒ
ݤ۶˗չࡕҟ
ܹঊ߮ࡕࢇ̀ݤ߶یѦ
एٗʈੌ
ࢂ

ଐԦࢇ̐ԂࡋҖ
Ж૽࣏

ૡॷѰ˃
ࠠսକ

૦Ԧ

૦ݛ̐ՙ˃ࠊ
˝ˈୣی
ࢉܹ

ࡉୣࢉܹݤѦࢂ
৷આʯшо߾ʯ
एٗφ̛Ԃˈ 

৷આʯш
พᡒ⁾ᛆ⏆ස#⋟✏⇎↚ㅖ#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 안
크
릿

̒ফܻݨʯࢇઝ˗̛߶ୃଢ଼

ଛ୕


Ǿײիś-ૣݘ࢟Ь߫ࡒࠆ
Ȣֱ߳ۉࢷۼ۱ࢺࢄ୬лɹ˔ˀ
ࡿୌ ʣ९ܶۉऎପ襦 
Ǿ̍ۺۑՖ୕ଚś،یʋݡܶࢆۉ
ːࢺࢆݠછେࡿୌ
Ǿଛ˯ࢴઃ̘ -(: ࠇ؎ەԣࢄх
߳ࢼݡԸଛ୕ԣݘ۱ࢺࡿୌ
Ǿࢆਜ਼Ϗࢴࡲהପ ଛ୕ѣ࣬࣬ ѣࢌ
છେࡿୌ

ୀлѭ५

Ǿײիś-ૣݘ࢟Ь߫ࡒࠆ
Ǿ५ࡲੑĞԣࢄ̍ӿࡈғğ˚˅߫
ּ߂̘࣬
Ǿনܸݥ৹ࢄҞਊેԣࢄ߫ࢄ܇ইրࡒ
ୀлΥૺੲԹʅ࠾ইࠃրࡒܶՄ


Ǿײիś-ૣݘ࢟Ь߫ࡒࠆ
ǾϔࡓࢇлԳ˒ݣѭٷୠ࢝ࢄ
ЬѤֱгऍ୬-ૣݘ࢟Ьʋˀࠇۉ
ণ߫̓ܛ
Ȣֱ߳ۉۼછେϟԁߌܶܶۘऍࢴѧԫࡵ

시 안
크
릿


Ǿ५ࡒظˀࠇָ̊ࡒ߫ۉĞ̑Ըؠହݘ৹ߪ
ૉғğࡈࡅۉ۱ࢺҜɺࣔછେऌࡒࡿୌ
Ǿ५ֵ ̜ӿࢋ ऎՋࡿୌ
ǾлԳऎՋ̘Թ˔նଭܺ
ǾлԳࡿऎՋśࡿأٖۭࢺ˒ܺݡୌ
Ǿࠧлߜૺ ̍߂ٵӿْ̘ࢴՋࢼʀজ࣬ۉ
վГ࣬ۉ࣬ࠛ؏ۉվঽࢼҜ ˮࢌʋࢌࡿୌ


%,

Ǿײիś-ૣݘ࢟Ь߫ࡒࠆ
Ȣࢄ࢟ୀୠֱ࢝ۉлɹࡿୌ
Ǿ५ࡲੑ࣬ѣ-৳অؑն߳ۉԸ۱ࢺࢄ࢟ୀ
ୠ࢝࢟ળ ર̘ୗࠏ ܛବԬପࡿۉୌ
Ǿ࣌ࡒѭࢴʾࢼܶײࢄۮʾْୠ࢝ऎߌࡿୌ


)5


Ǿײիś-ૣݘ࢟Ь߫ࡒ
ࠆଭॴܶࢴʾԭୠ࢝ۉ

ۼݣˀś

ݣӿֱࢷۼ

ǾনܸݥЬˉۺ࠶˒ࡒ࢝˔ԭ
ٮԍғ ࣎ࢼࢄਏࢷࢌ ݘછେࡿୌ


५ࡒظ५ࡌࡿࡒ

Ծѓ

лଛଡː

Ǿײի࢟Ь߫ࡒࠆ
Ǿ࣌ߣୋୠ࢝ॴѭˀࠝպ࣌ऍࡒ࢝ࢋۉ
ȢĜ̞ࣔцࢴהْ࢝˔ࡿݥۉߌۉĝ
Ǿ߄ࣔࢄآĞনܸࡒ״ࡿݥğࢄӿ֯ੇଙࠃ
ଋԇիચऌࢷۭ࢝ࢼ࣬ऌࢷ࢝ࡰԸࢆۉછେ

치
오
브
코 용
리
아


ۺۑ

Ǿײիś-ૣݘ࢟Ь߫ࡒࠆ
Ǿٵєૣݘ߫ࡒࡧࢺࡲ߫ࣵࢄ̓ܛӿ
ֵվˮ֍࠾ܒ
Ǿࢺࡧӿࢴվ࢝վܺ߫ࡒऌࡒߜࡿܓୌ
Ȣϔѣਜࠝպ̤ऌࢺࡧӿऌࡒ̘ࣵ࢝
Ըғ֒ˮە
ǾࢺࡧӿࡅѤࢇݠվָ࢝Μײлնˮࢌࡿୌ
ȢָࠧࢴۺۑΜײɹ߫ࡒлΥૺˀߜʹ
Ǿָࢇࢼیזۺۑऍଟ̓ࠆ״˯ݡظऌऌࡿୌ
Ȣ̍ۺۑՖণܶࢇɹВߜই߫ࡒେੑ
˯ߜࡲ̓ࠆ״ই؏߫ࡒݥܕ
Ǿࢼࢇ̘ୡনܸݥॴѭˀࠝպછେ




ૣݘਊ


Ǿײիś-ૣݘ࢟Ь߫ࡒࠆ
Ǿনܸݥś߄࣮ࣔࠚ˽آୠ࢝ࡒࢋ۱ࢋߌԬࡿୌ
Ǿˀࠇ˚˅ୠૣۉԣ५ࡲੑછେ֍ɺݡѣ
Ǿ̘ࡿْݡ߾یનݡ߳ۉːۉˀߜʹ˽Ԭ
ۼݥʋࢌࡿୌ

5-


Ǿײիś-ૣݘ࢟Ь߫ࡒࠆ
Ȣϔࡓনࡒୠ࢝ࢄછֱۉشś˽ؽ
ࡲऍ୬ন࢟ࡒْୠ࢝ࡿֱۉлɹࡿୌ

лպ

Ǿײիś-ૣݘ࢟Ь߫ࡒࠆ



ْࠏ

Ǿײիś-ૣݘ࢟Ь߫ࡒࠆ
Ǿ-ૣݘ߳ۉઃлɹۉ࣌בۼ
בվੇࡿୌ

̓ୋ߂߂ݡΜ


Ǿײիś-ૣݘ࢟Ь߫ࡒࠆ

.)


Ǿײիś-ૣݘ࢟Ь߫ࡒࠆ





พᡒ⁾ᛆ⏆ස#⋟✏⇎↚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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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 안
크
릿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치
오
브
코 용
리
아

공소장

시 안
크
릿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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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 안
크
릿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
(’16.11.20.)

Ⅰ. 검찰 수사일지
(2016. 11. 24. 현재)
이름

최순실

날짜

검찰 수사 상황

16.10.31

긴급체포

16.11. 3

구속(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

16.11.20

기소(직권남용 및 강요, 사기 미수)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

직위

16.11. 2

긴급체포

16.11. 6

구속(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혐의)

16.11.20

기소(직권남용 및 강요)

16.11. 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6.11. 6

구속(공무상비밀누설)

16.11.20

기소(공무상비밀누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16.11. 7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6.11.10

구속(뇌물과 공동강요 등 혐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16.11. 8

긴급체포

16.11.11

구속(횡령과 공동강요 혐의)

6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6.11. 9

자택압수수색(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

16.11.14

참고인 조사

7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16.11. 9

자택압수수색(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

16.11.14

참고인 조사

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6.11.10

자택압수수색(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3

4

5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시 안
크
릿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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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위

날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16.11.13

참고인 조사

16.11.14

자택압수수색(CJ그룹 인사 영향력 의혹)

16.11.17

피의자신문(CJ강요·포스코 인사개입 의혹)

16.11.21

구속영장청구(강요미수)

16.11.24

구속영장기각

16.11.15

참고인 조사(각종 이권 사업 개입 의혹)

16.11.16

피의자신문(각종 이권 사업 개입 의혹)

16.11.21

구속(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조원동

11

김상률

12

김종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전 문체부
제2차관

검찰 수사 상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9

이름

16.11.18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6.11.21

구속(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

장시호

최순실 조카

14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16.10.28

참고인 조사(재단 모금을 주도한 혐의)

15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16.11.22

총장실, 입학처, 주택 압수수색
(정유라 입학과 학사일정 특혜 제공 의혹)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16.11.22

수사 착수(대통령 약물 대리처방 의혹)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16.11.22

자택 압수수색(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현명관

한국 마사회
회장

16.11.23

참고인 조사(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16

17
18

시 안
크
릿

13

＊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16. 11. 6. 가족회사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에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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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소장 요약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관계

법인명

혐의내용

미르재단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문화가치·
미르재단에 486억원을 출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위상 제고>
케이스포츠
<스포츠
인재양성>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하남체육시설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을
종용하다, 결국 포스코 자회사에 펜싱팀을 창단시키고 더블
더블루케이
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TBK)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관광공사 자회사인
<스포츠매니
그랜드코리아(GKL)가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선수위촉
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3명의 장애인 펜싱선수들의 전속계약금
6천만원 중 절반인 3천만원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받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최순실, 케이스포츠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71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최순실
창업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케이
스포츠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시 안
크
릿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차 광고 5건 70억
6,627만원을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지인을 케이티 광고
<광고대행사>
담당 고위직에 취업시킨 후, 그들과 함께 케이티가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약 68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포스코 자회사‘포레카’
<광고대행사>
지분 80% 강탈 미수
모스코스

최순실
지인
회사

케이디코퍼
레이션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차 그룹(부회장)
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이를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약 10억6천만원 상당 납품을
했고, 대가로 최순실은 샤넬백과 현금 등 5,162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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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인명

혐의내용
·정호성,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16.10.25.경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측근
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 폐기 지시, 증거인멸

기타

교사함
·안종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허위진술 지시, 휴대전화
폐기 종용 등 증거인멸 교사함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안종범,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 김00에게 휴대전화 폐기, 이
메일 삭제를 지시, 검찰에서 거짓 진술 등 증거인멸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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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소장 주요내용
<피고인 최순실·안종범, 박근혜대통령의 공모범행>
1.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10대그룹 회장들과 단독면담 지시, ’15.7.24. 오후 현대 정몽구,
부회장 김00, CJ그룹 회장 손경식, SK회장 김상근, 25일에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한진그룹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회장들과
단독면담 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적극 지원 요청
❍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3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 설립하라)를 받고,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하여 재단설립 지시
❍ 그 무렵 최순실은 대통령의 요청(재단운영을 살려봐 달라)을 받고 재단의 임원진을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의 인사 운영을 장악

2.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은 자금출연 지연으로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정호성에게 ’15.10.경 리커창
중국총리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설
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 대통령은 안종범
에게 재단설립을 재촉 지시

❍ 안종범은 조속한 재단설립을 위해 전경련 이승철에게 전화 지시, 청와대 비서관 최00

시 안
크
릿

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 설립 지시

❍ 청와대 비서관 최00은 전경련 실무자가 참석한 1차회의를 주재, 재단설립과 출연 대상
기업 등을 지시,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00은 회의 후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 준비

❍ 한편 피고인 최순실은 ’15.9.말~10월경까지 문화재단 명칭과 임직원 선정, 정관마련
❍ 안종범은 ’15.10.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명칭(미르), 이사장·이사·사무총장 등을 지
명 받고 사무실을 강남부근에 알아보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음
❍ 청와대 비서관 최00은 문체부 직원과 전경련 실무자가 참석한 2차 회의에서 10.27일
까지 설립완료와 9개 그룹 분배금액 확정함
❍ 피고인 안종범은 이00(이승철?)에게 전화로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
억원으로 증액하고, 출연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연락, 추가할 만한 그룹 더 알아보라고 지시, 총 18개 그룹 중 2개 그룹(현
대중공업, 신세계)을 제외한 16개 그룹이 사전검토 없이 졸속 출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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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일 이승철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원을 출연한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서류를
받고, 출연기업들이 재단 이사장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음
❍ 안종범은 전경련 측에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
정하라는 취지의 지시, 이미 날인한 회원사들에게 연락하여 수정 날인해줄 것 부탁하
였으나, 발기인 19개 법인 중 1개 법인(SK)에 날인 받지 못함
❍ 청와대 지시 시한(10.27)까지 설립허가를 마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를 담당자가 세종
시에서 서울로 출장 와서 서류접수, SK날인 없는 신청서류가 접수, 이런 졸속 하자
접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09:36분경 문체부는 설립허가
❍ 결국 위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486억 원을 출연하도록 직권을 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용하고 강요함

3.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최순실은 ’15.12.초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 작성과 임직원 선정하여 정호성에게
이메일 보냄

❍ 피고인 안종범은 12.11.과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임원진과 사무실을 강남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정관·조직도를 받음

❍ 안종범은 12월 중순 전화로 이00(이승철?)에게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 설립해야 하
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

시 안
크
릿

❍ 전경련 직원들은 미르재단 설립 때와 같이 졸속 임원추천과 창립총회 회의록 날인을 함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행
❍ 피고인 최순실은 ’13.가을부터 ’14.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교 학부형으로 ㈜케
이디코퍼레이션이 제작한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호성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
❍ 피고인 안종범은 ’14.11.27.경 대통령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훌륭한 회사인데 부
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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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받고,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회장 및 동행한 김00
부회장에게 “가능하면 채택해 주라”고 말함
❍ 이에 현대자동차 김00부회장은 동회사 김00부사장에게 납품계약 추진 지시하여 납품
계약이 진행되었고 대통령에게 문건으로 보고되었음
❍ 그 후 검증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수의계약되어 ’16.9.경까지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고, 피고인 최순실은 대가로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이00으로부터
1,162만원 상당 샤넬백 1개와 현금 2천만원씩 2차례 합계 5,162만원 상당을 받고, 이
00이 ’16.5.경 대통령 프랑스 순방시 경제사절단 동행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00 등
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

❍ 피고인 최순실은 ’15.10.경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
운드’)를 설립하고 측근인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00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광고수주
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

❍ 피고인 안종범은 ’16.2.15.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
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마친
정몽구회장, 김00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자료 봉투를 전달하며 “현대자동차 광고
를 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말함

시 안
크
릿

❍ 또한,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 도움을 주니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니 잘 살려보라”고 지시 받음
❍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6.4.경부터 ’16.5.경까지 총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
건 수주를 받게 하여 9억 1,807만원 수익을 올렸음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00 등
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3.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장악한 후,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16.1.12.스포츠 매니지먼
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를 설립
❍ 피고인 최순실은 더블루케이가 이익창출 계획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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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하고 관리 등 이권사업을 하는 사업안을 마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
지원하기로 하고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 전달
❍ 그 무렵 피고인 안종범은 ’16.3.10.경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 신동빈회장과 단독면담
지시를 받고, 3.14.일 대통령과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관련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최순실도 더블루케이 이사 고00에게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거다”고 지시
❍ 이00 등 롯데그룹 관계자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고,
케이스포츠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며 35억원만 출연하면 안되
겠냐고 정00에게 전달하고 이00에게 보고하였으나,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 출연해 주
라고 하여 케이스포츠에 75억원을 교부 지시, 결국 6개 계열사가 총 70억원을 송금함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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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4.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최순실은 더블루케이 이익창출 사업을 위해 ’16.2.경 포스코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획안을 마련
❍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은 ’16.2.22.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고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수 있을

시 안
크
릿

것이다”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안종범은 면담 후 나오는 권회장에게 더블루케이 조00
대표 연락처를 전달하며 만나보라고 함
❍ 권오준회장의 지시로 포스코 황00사장이 더블루케이 대표 조00 등을 만났으나 포스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에 피고인 최순실은 안종범을 만나
포스코 황사장이 잡상인 취급하며 거절하였다고 보고하도록 함
❍ 이에 안종범이 포스코 기존 체육팀을 묶는 절충안을 제시하니, 최순실은 포스코 기존
5개 체육팀에 3개팀을 더해 8개팀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
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포스코에 전달하였으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포스코가 어려
움을 설명하고 대신 계열사에서 창단비용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
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함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포스코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부터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데 합
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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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15.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15.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
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 측근을 대기업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채용대상자로 2명을 추천 받음
❍ 피고인 안종범은 ’15.1.경과 ’15.8.경 대통령으로부터 이00와 신00이라는 홍보전문가를 케
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를 받고 케이티 회장 황창규에게
채용해 달라고 요구, 황회장은 이00을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신00는 IMC
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
- 그 후, ’15.10.경과 ’16.2.경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상기 이00와 신00의 보직
을 케이티 광고 업무 총괄 직책으로 변경 지시, 황창규회장에 연락하여 이들을 IMC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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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과 IMC 본부 상무보로 각각 인사발령 요구, 황회장은 최종 요구대로 보직 변경
❍ 피고인 안종범은 ’16.2.경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
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케이티 황회장과 이00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

❍ 이에 케이티 황회장은 심사기준을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
하고 플레이그라운드 제출서류 중 거짓 실적이 확인되어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
음에도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16.3.30.부터

’16.8.9.까지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밀어주어 516,696,500원 수익을 올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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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케이티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최순실은 기업들이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창단 하도록 하고 본인이 만든 더블
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는다는 계획아래, 한국광관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이하 ‘GKL’)를 선정,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이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함
❍ 피고인 안종범은 ’16.1.23. 대통령으로부터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
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GKL의 대표이사 이00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00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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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16.1.24.경 GKL 이00대표에게 전화하여 더블루
케이 조00대표를 알려주며 스포츠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체결에 대하여
협상할 것을 지시함
❍ 피고인 안종범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을 김종차관에게 소개
시켜주라는 지시를 받고 ’16.1.26. 소개시켰으며, 김종차관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
와 더블루케이 사업에 조언과 지원을 약속함
❍ 피고인 최순실은 더블루케이 이사에게 ’16.1.28.에 GKL 이00대표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이00대표에게 GKL와 80억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GKL 이00대표는 계약 규모가 너무 커 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 김종 전차관은 위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계약금액을 줄인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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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GKL-선수-더블루케이 3자 간
❍ GKL은 ’16.5.24. 위 계약에 따라 선수 3명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급하고,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3천만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음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GKL 이00대표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의 공모범행 – 강요미수>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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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최순실은 측근 차은택 및 차은택의 지인인 김00과 함께 모스코스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 수주를 모색함
❍ 피고인 최순실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모스코스가 실적이 없어 인수자격 없고
‘컴투게더’와 롯데 계열사인 ‘엠허브’가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수
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됨
❍ 피고인 최순실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최
순실의 측근인 포레카 대표이사 김00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
라”고 요구
❍ 한편, 피고인 안종범은 ’15.2.17.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
스코 회장 권오준과 김00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포스코 회장 권
오준에게 전화하여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 김00에게도 전화하여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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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의 요구를 받은 김00은 ’15.3.중순경 피해자 한00(컴투게더 대표)를
만나 “포스코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함
❍ ’15.3.하순경 롯데 계열사 엠허브가 입찰을 포기, 컴투게더 단독입찰이 확정되자 피
고인 안종범은 재차 김00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아라”고 말하고, 김00,
김00 등은 피해자 한00에게 “청와대 어르신은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지분 80%를 가져
가도록 비밀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
다”고 협박
❍ ’15.6.11.경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한00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 최순실은 차00, 김00에게 “세무조사를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
린다고 전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한00과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을 통
해 피고인 최순실의 말이 한00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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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송성각은 ’15.6.15.경 피해자 한00을 불러내서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
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한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협
박하면서 포레카 지분 80%를 넘겨줄 것을 요구함

❍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00은 ’15.8.31. 포레카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인수함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송성각, 김00, 김00, 차00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00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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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모범행>

❍ 피고인 최호성은 국토부 공무원에게 ’13.10.2.자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
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함
❍ 위 문건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호성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피
고인 최순실의 외부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
❍ 이로써 피고인 정호성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
1. 피고인 최순실
가)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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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최순실은 ’16.2.경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16.1.12.설립된 이후 체
육 관련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전무하고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포츠
에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취하기로 함
❍ 이에 피고인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제안서조차 작성할 능력이 없어 케이스포츠에
근무하는 박00에게 더블루케이 명의로 연구용역비 406,200,000원 상당의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제안서 및 연구용역비 307,200,000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제안서를 작성하
게 함
❍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케이스포츠에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합계 71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정00 등이 위 연구용역제안서가

나) 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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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16.10. 초순경부터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사항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
자 피고인 최순실은 ’16.10.25.경 독일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김00 및 장00에게 “더블루
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김00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신00과 소00은 장00과 함께 위 컴퓨터 5대를 구리시 소재 소00
의 주거지에 은닉함

❍ 이후 소00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후배인 구00에게 위 컴퓨터 5대를 전달하면서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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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 구00은 위 컴퓨터 5대를 옮긴
후 하드디스크 및 SSD카드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내리쳐 손괴함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은 김00, 장00, 소00, 신00, 구00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현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함

2. 피고인 안종범의 증거인멸교사
가) 이00에 대한 교사
❍ ’16.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보도되
자, 피고인 안종범은 ’16.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전
화를 걸어 “자신(피고인 안종범)은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모금과 무관
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향후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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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승철의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함
❍ 이에 이승철은 직원을 시켜 ’16.10.20경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
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 휴대전화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함
❍ 이로써 피고인 안종범은 이승철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함

나) 김00에 대한 교사
❍ 피고인 안종범은 ’16.10.중순경 자신의 보좌관인 김00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이사인 김
00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
함
❍ 이후 김00은 ’16.10.21.경 검찰 조사를 앞둔 김00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
을 전달하여 김00으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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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함
❍ 김00은 다음날 22:00경 김00을 다시 만나 자신이 작성한 ‘미르재단 소속 관계자들 및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정00의 검찰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검찰 조사시 대응방안을 기
재한 문건’을 김00에게 전달하며 “검찰에 출석하여 안종범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라,
재단의 임직원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전경련과 협의하여 선임한 것이라고 진술하
라”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한편,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
메일 등을 삭제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김00으로 하여금 청와대 이00 행정관으로부터
수신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이사 명단이 기재된 이메일을 삭제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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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인은 김00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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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차은택, 송성각 공소장 주요내용
(’16.11.27.)

< 범죄사실 >
1. 피고인 차은택, 피고인 송성각,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김경태의
강요미수
❍ 피고인 차은택은, 2014. 4.～5.경 고영태를 통해 소개받은 최서원의 도움으로 2014. 8.경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안종범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기업들로부터 대량의 광고제작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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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익을 창출하면서 광고대행업을 통해 방송, 신문 등 매체사들로부터 고정적인
광고대행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광고업 운영을 꾀하였다.
❍ 피고인 차은택과 피고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광고기획자인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회사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피고인 김경태는 최서원과 함께 2015. 2.경
광고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모스코스(대표이사 김홍탁,
이하 ‘모스코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 받을 방안
을 모색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인 차은택과 최서원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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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카(대표이사 김영수, 이하 ‘포레카’라고 한다)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
하고 포레카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모스코스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컴투게더(대표이사 한○○, 이하 ‘컴투게더’라고 한다)
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엠허브가 이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되어 있어 그 인수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 최서원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컴투게더의 운영자인 피해자 한○○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안종범을 통하여 포레카 대표이사
피고인 김영수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 한편, 안종범은 2015. 2. 17.경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권○○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
고, 그 무렵 포스코 회장 권○○에게 전화하여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
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초순경 피고
인 김영수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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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차은택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 김홍탁에게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영
수를 만나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김경태에게 ‘모스코스가 포스코의 계열회사
인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홍탁과 함께 인수 작업을 하라, 실무적인 부분은 김
경태가 챙기고, 김홍탁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경태, 피고인 김홍탁은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
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대표는 김홍탁이 할 것이고 한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협박하였다.
❍ 2015. 5.경 주식회사 매니지가 입찰을 포기하여 컴투게더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안종범은 재차 피고인 김영수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
아라’고 말하고, 최서원은 피고인 김영수에게 ‘모스코스가 80%, 컴투게더가 2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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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김영수는 피해자 한○○에게 ‘포레카 인
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청와대 어르신은 안종범 경제수석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경
태는 피해자 한○○에게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
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 2015. 6. 11.경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한○○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최서원은 피고인 차은택에게 ‘한○○가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
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차은택은 피해자 한
○○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피고인 송성각을 통해 최서원의 말을 피해
자 한○○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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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고인 송성각은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카페로 피해자 한
○○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
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사장 자체가 위
험해진다’라고 협박하면서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는 2015. 8. 31.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
으로 완납하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 결국, 피고인 차은택, 피고인 송성각,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김경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한○○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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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차은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피고인 차은택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최서원 등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홍탁, 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
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차은택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최서원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지인인 이○○를 추천하였고, 최서원은 측근인 김영수로부터
배우자인 신○○을 추천받았다.
❍ 안종범은 2015. 1.경 및 2015. 8.경 대통령으로부터 ‘이○○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도 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황○○, 이하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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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고 한다) 회장인 황○○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는 유명한 홍
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은 이○○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
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황○○는 비서실장 구○○에게 지시하여 2015. 2. 16.경 이○○를 전무급인 ‘브랜
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
용하였다.

- 그 후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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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게 연락하여 이○○를 케이티의 IMC 본부장으로, 신○○을 IMC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와 신○○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 이후 안종범은 2016. 2.경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와 이○○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 이에 황○○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
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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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2016. 3. 3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한 후
2016. 3. 30.경부터 2016. 8. 9.경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
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
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
○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차은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피고인 차은택은 2014. 12. 11.경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개최를 앞둔 2014. 11.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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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위 행사의 총괄감독으로 임명되어 행사진행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특히 주
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행사장 조성, 문화공연 준비, 영상물
제작, 현장운영 등 총 예산 3,000,000,000원 규모의 행사용역 대행업체선정을 논의하
거나 이들 공무원에게 행사용역 대행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피고인 차은택은 이를 기화로 행사용역 중 일부인 영상물제작 부분을 피고인 차은택이
차명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 엔박스에디트(이하‘엔박스에디트’라고 한다)에서 수행토
록 함으로써 이익을 꾀하고자 마음먹고 이에 동조할 수 있는 행사용역 대행업체를 물
색하던 중, 2012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행사 준비과정에서의 인연으로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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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이 정부 행사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애드(대표이사 김○○,
이하 ‘HSAD’라고 한다)에 재직중인 사실에 착안하여, 동 회사를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고자 계획하였다.

❍ 피고인 차은택은 2014. 11.경 전○○에게 ‘HSAD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줄테니, 용역 중 영상물제작 부분을
엔박스에디트에서 수행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전○○은 당시 문
화체육관광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이 위 행사 외
에도 향후의 각종 정부 주관행사 용역수주 등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에 응하였다.
❍ 피고인의 차은택의 추천으로 위 행사용역을 대행한 HSAD는 피고인 차은택의 요구에
따라 영상물제작을 엔박스에디트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고, 2015. 1.경부터 2015. 4.
경까지 영상물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86,000,000원을 (주)엔박스에디트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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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차은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차은택은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이하 ‘아프
리카픽쳐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재무·인사·영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
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차은택은 200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배우자인 오○○이 아프리카픽쳐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10여 년간 매월 수백만원씩의 급여
내지 상여금 등 도합 646,162,398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생활비와 개인 채무이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아프
리카픽쳐스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범행일시

지급명목

1

2006. 1.~2016. 10

2

2011. 3.~2016. 10.

3

2008.10.~2012. 2.

4

2008. 8.~2011. 7.

5
6

오○○(피고인 배우자)
급여·상여
조○○(전직 직원 가족)
급여·상여
차○○(피고인 아버지)
급여·상여

금액

비고

646,162,398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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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03,105,569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127,220,540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업무차량(아우디) 리스비

52,025,906원

오○○ 차량 리스

2016. 6.~2016. 10.

업무차량(레인지로버)
리스비

10,120,465원

오○○ 차량 리스

2014. 9.

직원 교육훈련비

8,655,890원

자녀 유학 관련 비용

1,047,290,768원

시 안
크
릿

합계

❍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자금 합계 1,047,290,768원을 업무상횡
령하였다.

5. 피고인 송성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 피고인 송성각은 2008.경 조○○ 등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머큐리포스트
(이하 ‘머큐리포스트’라고 한다)의 대외 담당 임원으로서 광고수주 등 업무를 수행하
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머큐리포스트로부터 보수 외에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
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광고업계에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차
은택으로부터 ‘최근 내가 추천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임명되었다, 차관급인 한
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추천하면 임명될 것 같은데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원장 공모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 11. 중순경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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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미 원장으로 내정되었고, 2014. 12. 23.경 원장으로 취
임하였다.
❍ 피고인 송성각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9길 45에 있는 머큐리포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조○○에게 ‘확실히 내가 원장으로 간다, 머큐리포스트를 떠나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머큐리포스트의 영업에 도움을 줄테니, 계속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기존에 활동비로 사용하던 임원용 법인카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하니, 법인 명의 공용카드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등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에 응하며 피고인 송성각에게 머큐리포스트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 피고인 송성각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내 원장실로 조○○을 불러 ‘이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과제가 여러 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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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너희 머큐리포스트에서 할 만한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
구과제 내역을 제시하였고, 조○○으로부터 ‘머큐리포스트에서 할 만한 과제는 빙상경
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딱 하나가 있네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조○○
에게 ‘그렇다면 이 과제를 준비하여 지원해 봐, 지금쯤 아마 공고가 되었을 것이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 직후 조○○은 주식회사 빛샘전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3년간
지원금 총 45억원)’ 연구과제에 응모하였고, 2015. 5.경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 한편 피고인 송성각은 2014. 11. 25.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조○○으로부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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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머큐리포스트 명의 법인카드 2개(1개의 법인카드는 위와 같이 2014. 11. 하순경
교부받았고, 다른 1개의 법인카드는 2015. 3.경 기존 법인카드가 손상되어 새로 교부
받음)를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합계 37,739,240원(원장으로 취임
하기 전인 2014. 12. 22.까지 5,480,100원 사용, 원장으로 취임한 2014. 12. 23. 이후
32,259,140원 사용)에 달하는 사용대금은 모두 머큐리포스트에서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송성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5,480,1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장에 취임하였고, 발주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리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32,259,1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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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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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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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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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언론보도내용(11.25]

주요내용

TV조선

▲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간문화재단 미르. 미르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이 미르 재단에
돈을 냈는데, 설립 두 달 만에 486억원을 모금
- 모금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이 주도했고, 참여 기업들은 지원 금액 가
이드라인까지 통보받은 것. 참여 기업들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구로 모금활
동에 나섰음을 시사. 모금 활동에 개입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이던 안종범 현 정책조정 수석
▲ 재단법인 미르, 30개 기업이 486억 냈다
- 재단법인 미르 출범 당시 삼성은 가장 많은 125억원을 출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4개
회사가 수십억원씩 나눠냄. 당시 삼성은 난제였던 계열사 합병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삼성은 지금까지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최대 관심사
- '형제의 난'을 겪으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롯데 역시 28억원. 당시 돈을
출연한 시기가 면세점 재승인 시점과 맞물려. 총수 일가가 수감중이거나 집행
유예 중인 기업들도 동참
- 세번째로 많은 68억원을 낸 SK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8월 사면을 받은 직후
였고,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상태
- 이재현 회장이 재판중이던 CJ는 8억원, 김승연 회장의 복권을 기대하는 한화
역시 15억원
- 자원외교 등 비리 수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는 30억원, 박용성 전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중이던 두산도 7억원을 기부
-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던 KT는 11억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금호 역시 7억원, 허창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GS도 26억원을 출연
- 이 밖에도 현대차가 85억원, LG가 48억원 등 모두 30개 기업이 미르에 출연
▲ '미르 재단' 내분 암투 파행…주인 누굴까?
- 문화재단 미르는 출범 9개월 만에 이사와 감사 등 절반 가까운 임원이 그만
둘 정도로 운영이 엉망. 재단업무 총괄을 두고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이 다툼을
벌인 끝에 사무총장은 해임. 재단 감사도 출범 7개여만에 사직서 제출

시 안
크
릿

7.26

언론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7.29

TV조선

▲ "안종범 수석, 미르 재단 인사도 개입"
-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수석이던 지난 4월,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 안 수석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수행 中
▲ "차은택 '대통령 심야 독대' 자랑하기도"
- 차씨는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8개월 만에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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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9.20

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전격 발탁. 체육진흥공단이 2년 간 개발
해온 국민체조가 차씨의 주도로 한순간에 '늘품체조'로 뒤집히자, 문체부 간부
들도 위세에 놀람. 차씨의 추천으로 미르 사무총장을 맡게 된 이모씨도 차씨가
추진하면 안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함. 차씨가 대통령에게 심야 독대 보고를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옴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누가 앉혔나
- 공개된 재산만 288억원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최씨의 건강을 돌봐온 스포츠
마사지 전문가
▲ K스포츠 이사장은 본인이 이사장 된 줄 몰랐다
- 초대 이사장 정동구씨, 이사장직 제안받기 전 정관에 이미 ‘직인’. 창립총회 열
릴 때 해외출장 중인데도 회의록에는 등장 ‘문서위조’
▲ ‘권력의 냄새’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 박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 2013년 승마협회 조사·감사과정에서 문체부 조사가 최순실씨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담당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고 이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
다는 의혹
- 박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국장과 과장에 대해 “나쁜 사
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경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옴
▲ 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 ‘미르’ ‘K스포츠’판박이
- 두 법인 총회 회의록 베낀 듯 유사. 그나마 회의없이 기록한 가짜 판명. 기업들은
재단 성격 모른채 출연금. “정권 차원서 이뤄진 일…취재 말라”. 신청~허가 최소
일주일 걸리는데 문체부는 하루 만에 허가증 내줘
▲ 미르와 K스포츠…논란 휩싸인 ‘닮은꼴 재단’실체는?
-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 靑 비선 논란으로 번지는 미르 외혹
- 야권 “최순실 연루 의혹 규명” 태스크포스 구성. 청와대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철저
한 무시 전략을 고수
▲ 야,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 외혹 제기
- 미르재단은 이사장 돌연 교체... “청와대가 모금 배후”
▲ ‘미르․K스포츠’재산 중 620억은 ‘관리 안받는 돈’
- '재단 종잣돈’기본재산은 20%인 154억원뿐. 나머지 80%는 관리감독 받지 않는 운영재
산. 오영훈 의원 “비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배후 외혹 최순실은 누구?
-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어. 야권은 미르재단 운영에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CF 감독 차은택씨 역시 최씨와의 친분이 각별하다고 주장

시 안
크
릿

JTBC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국민

경향

한겨레

9.21

헤럴드
경제

노컷뉴스

▲ 미르재단 전 이사장 “나는 비상근직, 결재권한도 없다”
-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다 돌연 사퇴한 김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장이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
▲ 정국 핵으로 떠오른 미르재단…권력형 비리 가능성 솔솔
- 野 5共 일해재단, 대통령 탄핵도 언급…與 증인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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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민

▲ 미르 등 하루 만에 허가 난 재단, 2008년 이후 149곳 중 6곳 뿐
- 2009년 설립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22피파월드컵 유치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겨레

▲ 보름새 738억 모은 전경련.. ‘안종법의 입김’의혹 쏠려
- 두 재단의 초고속 거액 모금 과정 뒤에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순실씨가 있
다는 의혹 제기
▲ 이석수 특감, ‘K‧미르 출연금 종용’안종범 수석 내사했다
-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확산. “전경련 창구로 거액출연 종용”비위 첩보에 내사 착수.
기업 찾아가 묻자 “임원들 대답않고 먼사 보며 한숨만”. 청, 우병구 특감에 “국기문
란” 몰아…특감 사표로 중단
▲ 박근혜 사저와 미르․K재단 1km 이내…퇴임 이후 노렸나
- 재단과 최씨 집 거리 1.5km 남짓. 박 대통령 집과는 더 가까워. 퇴임 뒤 활동공간
염두에 둔 듯. 최순실씨 재단 기획부터 개입 ‘몸통’가능성
▲ 전경련 “미르와 K스포츠 재계의견 모아 직접 추진”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개입설 부인. 재단 설립총회
회의록 위조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실수를 한 것일뿐”이라고 해명

노컷뉴스

▲ 미르·K스포츠재단, 사무실 집기 목록까지 ‘판박이’
- K스포츠 사무실 재산목록은 미르재단이 문체부에 제출한 사무실 집기목록과 가
격은 물론 수량까지 일치

9.22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 황 총리 “정부, 기업 돈 뜯은적 업다”…안종범 개입의혹 부인
- 대정부질문에서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국민

▲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靑 지시 없었다...자발적 설립”

경향

▲ 미르재단, 박 대통령 아이디어인 ‘K-밀 사업’에까지 관여
- 농식품부의 식품 개발원조(ODA)사업인 ‘K-밀’사업에 쓰인 가공식품 개발사로 이
름을 올리고 사업 홍보대행사 선정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밀 사업 홍보대행 용역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 4명에 2명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
▲ 최순실 딸 승마 독일연수, 삼성이 지원
- 도종환 의원이 22일 유럽의 승마 전문 매체인 ‘유로드레사지’의 2월 15일 보도
내용을 공개
- 최순실씨 딸 정유연씨를 위해 삼성이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해외
승마 연수 지원 의혹

한국

▲ 황 총리 “미르·K스포츠재단, 근거없는 유언비어 법적 조치”논란
-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박근혜 정권 실세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개입 외
혹에 관련해 “불법에 해당하는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이라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

시 안
크
릿

SBS

9.23

- 41 -

언론사

주요내용

한겨레

▲ 최순실, K스포츠 설립 수개월 전 기획단계부터 주도
- 2015년 9월 재단참여 권유와 지인을 통해 꿈나무 어린이 선수 육성방안 등 자
료 요청
▲ 황교안, 미르·K재단 의혹 제기에 “의법조치”엄포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언비어 규정 “책임져야”강경. 두 재단 설립 관련해선
“법 절차 따라…아무 하자 없다”

서울

▲ 미르재단 출범 때 이사 중 한 명 정윤회 참석 독도콘서트 갔었다
- 디자이너 김영석씨 2년 전 정황 재조명. 친박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측면이나 이
례적인 액수의 대기업 후원이 실행 됐다는 점이 독도콘서트와 미르재단의 공톰점

한겨레

▲ 미르·K에 ‘쾌척’건설업체들, 자기 재단엔 약속한 돈 3%도 안 냈다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출연액 보니. 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두산 중 550억 기부
공언해놓고 16억 ‘찔끔’ 미르·K스포츠에 32억 ‘신속 완납’의문

9.24

매경

서울
9.25
세계
한겨레

시 안
크
릿

동아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미르·K스포츠 전경련이 맡는다”
- 靑 재단 개입의혹 부인. K스포츠 이사장 교체는 정무적 상황 고려해 판단. 재단 미르
을 변경하는 등 두 재단 관리 운영에 직접 나서 청와대 외압 외혹을 해소한다는 계획
▲ 국정감사 내일 개막…미르․사드․우병우 등 ‘폭로․파행’ 정국되나
- 야당은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비선실세’역할까지 하
고 있다는 의혹 증폭
▲ 이승철 “K스포츠재단 이사장 거취 1주 내 결정”
- 최순실씨 개입 의혹 불식 의지 드러내. “미르 등 조직개편․사업방향 내달 발표”
▲ 미르, 정부 역점사업도 한발 앞서 개입
- ‘코리아 에이드’시작 한달 전 시제품 개발 용역 의뢰. 박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TF회
의 7차례 참석 자문역할
▲ 전경련, K스포츠 이사장 교체 검토
- 이승철 부회장 “정무적 측면도 고려” 10월초 ‘미르‑K스포츠 정상화’발표
▲ 자발적 출연이라면서…기업들 심의도 않고 계열사 ‘쪼개기 모금’
- 포스코 사전심의 규정 안 지키고. 삼성물산은 이사회 없이 결정.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국감 출석 “개별 기업 사안” 기금 답변 회피. 미르재단, K‑밀 등 국책사
업, 정부보다 앞서 기획한 외혹도
▲ 딸 지도교수까지 바꾼 ‘최순실의 힘’
- 승마 핑계로 2학기 동안 학교 안나가자 지도교수가 제적 경고, 최씨 모녀 찾아와
교수 교체
▲ 미르·K재단이 재벌들 자발적 모금?.. 전경련 거짓 해명 3가지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전경련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립 시기나 모금 경위, 이사장 선정 등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남
- ① “작년 여름 논의 시작”→ 건물주 “입주한 지 2년 넘어”② “기업들 제안으로 설
립”→ 4대 그룹 “우리 제안한 적 없다”③ K스포츠 이사장 2명 선임과정도 본인
들과 진술 엇갈려
▲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변경, 미르 핵심인물 때문?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한국

9.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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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작년 5월 행사 6개월 앞두고 산자부서 문체부로 급히 변경. 이관 결정 전 감독
교체 법률 자문

경향

한겨레

9.27

시 안
크
릿

노컷뉴스

중앙

9.28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사저널

▲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추진계획’문건 입수.. 기업별 할당대로 돈 걷혀
- 2015년 12월 21일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에서 기금 규모로 ‘총 300억원,
17개 그룹 참여’라고 적시돼 있고 참여 17개 기업명도 나오는데 삼성·현대자동
차·SK·LG·포스코·롯데·GS·한화·KT·LS·한진·CJ·신세계·금호아시아
나·두산·대림·아모레 등
▲ “대기업마다 심의 생략․계열사 갹출... ‘동원 모금’정황 뚜렷”
- 더민주 노웅래 의원, 대기업 공시자료 분석 공개.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두 재단의 출연금을 쪼개기 모금한 정황도 확인
▲ 안종범 지시로 미르․K 모금 전경련이 할당”녹취록 공개
- 노웅래 의원, 국감서 두 재단 출연 대기업 간부 녹취록 공개. 지금껏 청와대와
전경련은 두 재단의 모금 과정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
라고 해명
▲ 김재수 aT 사장 때 미르 관련 사업 지원
- 손혜원 더민주 의원 국감서 밝혀. “대통령 해임안 거부에 작용”주장
▲ 차은택, ‘미르·K스포츠 국감’쟁점으로 떠오르다
- “미르 이사장․사무총장․팀장 모두 차은택이 추천”
▲ 미르·K재단 설립허가는 초고속..관리감독은 나몰라라
- 신동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증'을 보면 지난
해 10월 27일 문체부는 ▲민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법인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기본재산·운영재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등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내줌
- 재단설립 신청 뒤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만에 설립허가를 내주며 내건 조
건인데 "설립허가신청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상기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고 문체부는 '케이스포츠재단 법인설립
허가증'에서도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준수사항으로 제시함
- 하지만 문체부는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준 뒤 이런 허가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나, 감싸
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
▲ 더민주 “정부가 미르재단 조직적 개입”. 조윤선 “대통령, 재단에 관여 안 할 것”
▲ 박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미르재단 이사진 대거 발탁
- 미르재단 초대 이사진 7명 中 3명, 대통령 직속 자문기운인 문화융성위원회의 멤버
- 특히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추천하는 등 재단 설립을 배후에서 주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CF감독도 같은 시기에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
▲ 중앙부처·재벌도 쩔쩔... ‘갑 위의 갑’미르
- 전방위 특혜 정황 속속. 문체부 주무관이 출장 와서 재단 신청서류 받아가고 서류
허위 드러나자 문체부가 직접 법무공단에 문의
▲ 야권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해 국감 보이콧” 맹공
- 우상호 “미르·K스포츠재단 등 여러 의혹 하나씩 사실로 확인”. 박지원 “곳곳서 악
취 풍겨”비난. 금융기업 재단 기부금 모금에 금감원 파견인력 동원설 제기

노컷뉴스

경향
9.29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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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3

주요내용

서울

▲ 미르·K스포츠 이달 중 해산...통합 문화․체육재단 세운다
- 전경련 “10월 중 법적 절차 추진”. 750억 규모...투명 경영 등 방점. 대통령 비
선실세 개입 외혹 털기

한겨레

▲ 미르·K스포츠 진상도 안 드러났는데 벌써 의혹 꼬리 자르기
- 재단 초고속 설립에 해체도 무리수…증거인멸을 위한 선택

JTBC

▲ 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검찰 수사 대비?
- 당장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할을 줄 것. 청와대 주도 외혹이 제기된 상황
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

서울

▲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 전 법인 설립 등기 신청했다”
- “지난해 10월 26일에 맞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거대한 외부의 힘이 작용한 정
황 포착”

한국

▲ “차은택, 朴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도 관여”
- 손혜원 의원은 30일 올해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에 참여한 공연단체를 분석한
결과, 차씨가 공모전에서 선발한 2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LED 광선이 나오는 하회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광탈’은 5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때, 비보이 댄스팀 ‘애니메이션크루’는 4월 멕시코 순방 에서 공연

한겨레

▲ "미르·K스포츠 관련 자료는 모두 없애라" “재단 해체” 잇단 증거인멸
- 기업 임원 “지난 28일 하루새 문서 파쇄·이메일 삭제”. 미르재단 건물선 파쇄
된 문서 담긴 대용량 봉투 발견. 전경련 “미르·K스포츠 새로통합”…위법 은폐
논란

TV조선

▲ 관광기금으로 벤처 단지 조성…차은택 배후 의혹
- 지난해 정부가 문화콘텐츠 벤처 단지 조성 목적으로 관광진흥기금 150억원 끌
어써. 목적에 맞지 않는데 기재부 다음날 승인…당시 사업 총괄한 사람 차은택

JTBC

▲ 전경련, 재단과 상의 없이 해산…"뉴스 보고 알았다"
- 전경련 측, 해산 발표 과정에서 출연기업은 물론 해당 재단과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급조된 늘품체조가 국민체조로…곳곳에 차은택 흔적
- 코리아체조를 제치고 늘품체조가 돌연 국민체조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
▲ 정부 개발 체조 '셀프 퇴출'…이상한 지침까지
- 늘품체조와 경쟁 관계에 있던 코리아체조의 제작발표회를 축소하고 언론보도를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

조선

▲ 野 "최순실 딸 승마 국가대표 활동 기록 전혀 없어 “
- 노웅래 더민주 의원, 교문위 국감에서 "2015년에도 국가대표였던 정모씨가 활
동이 전혀 없다. 국내 및 해외 어디도 출전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

한국

▲ 미르,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청와대 연풍문 회의'도 참석했었다
-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에 미
르재단이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 미르재단 관계자는 청와

시 안
크
릿

9.30

언론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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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대에서 열린 사전 준비 회의 때부터 참석했고, 미르는 프로젝트 관련 양해
각서(MOU) 초안 작성 때부터 이미 사업 참여자로 낙점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남.
- 더불어민주당이 4일 K타워 프로젝트의 한국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르 관계자는 박 대통
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 앞서 4월에 열린 제2차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참석.
당시 회의는 K타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청와대 비서
실과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KOTRA, LH, 미르 관계자 등이 참여함

한겨레

▲ 청와대 지시로 차은택 총괄사업에 145억 밀어줬나
- 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사업 차씨 사업 추가 뒤 예산 145억 증액

JTBC

▲ 자문 무시하고 엑스포 감독 교체…'차은택 특혜' 의혹
- 사실상 감독을 교체하면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2015 밀라노엑스포 개최
5달 전 차은택으로 감독 교체

경향

▲ 대기업 수십억 내면서 자사 공익재단엔 ‘0원’
- 미르·K재단 출연 42곳 조사…박영선 의원 “강제모금 반증”
▲
▲
▲
-

▲
-

JTBC

10.6

“차은택, 박 대통령 홍보방안 ‘천인보’도 만들었다”
국민 천명 만나 소통한다는 방안 (JTBC 보도)
대통령 순방행사 담당 업체 김홍탁 대표 “차 감독이...돈줄이 재단이래”
‘한식문화체험관’은 사실상 ‘차은택 체험관’
청와대 비서관 지시로 계획 변경 ·문화융합본부서 ‘셀프’로 계획 확정
정부, 하루만에 20억 예산 증액. 관광공사, 차씨 작품 설치 지시
문화융복합 사업 주무른 ‘실세’… “대통령과 매달 한차례 회의”
정부·문화계 인사 입김 의혹. 몸담았던 회사 대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외
삼촌 김상률은 청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과도 막역
차은택 측근 녹음파일…"돈줄은 재단이래"
차은택 씨의 측근, 차씨로부터 들었다면서 돈이 곧 들어올 것이며 그 돈줄은
바로 '재단'이라고 말해
차은택 지시로 만든 'VIP 홍보안'…문건 입수
5일 인터뷰에서 비선실세 의혹 부인…차씨 지시로 2015년 만든 대통령 홍보기
획안 입수

시 안
크
릿

한겨레

10.5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국민의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르재단에 한국 이란 문화교류사업 사업 선정 특혜”
헤럴드경제 - 윤영일·최경환 의원, LH가 한국-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공
모절차 없이 미르재단을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

경향

▲
-

▲ 최순실 딸, 마사회 감독이 해외교습 의혹
- 최순실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연씨가 독일에서 승마 교습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가 박모 전 승마단 감독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 또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정씨의 국내 승마 훈련을 직접 지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공공기관이
비선 실세 가족에게 혜택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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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동아

▲ ‘朴대통령 비선실세 지목’ 차은택, KT 광고대행사와 친분 의혹
- 신경민 의원 ＂KT의 광고를 담당하는 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대표가 차은택
씨와 친하다. KT가 신생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는 것 자체가 큰
특혜인데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

한겨레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후배가 미르 사무실 계약
- ‘한겨레’임대차 계약서 입수, K스포츠는 최순실, 미르는 차은택이 ‘몸통’가능성
제기
▲ 표절논란 ‘크리에이티브코리아’에도 ‘차은택 그림자’
- 표절논란 빚었던 국가브랜드 사업, 홍보에만 수십억 들였다더니… 온라인 홍보
용역·SNS운영 등은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사들이 수의 계약 따내

JTBC

▲ 차은택 회사, '미르' 전신?…측근이 사무실 계약
- 미르재단 사무실을 임대했던 계약자가 차은택의 측근이면서 대통령 홍보기획안을
작성한 모스코스 대표였던 김모 씨. 차 씨 회사 모스코스가 사실상 미르재단
전신이었다는 의혹 제기돼
▲ 미르 사무실 계약금 '3000만 원'…대신 내준 전경련
- 차은택 측근이 계약한 미르재단 사무실 계약금 3000만원을 전경련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나

서울

▲ 8·15 특사 ‘면죄부’ 건설사들, 약속한 기부 외면하고 미르·K스포츠엔 33억
- 김현미 의원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이 해제된 업체들이 국민에게 약
속한 2000억원은 까마득히 잊은 반면, 특별사면에 보답하듯이 미르재단과 K스
포츠재단에는 착실히 기부금을 냈다”

한겨레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케이티 광고 절반 넘게 ‘싹쓸이’
- 최근 8개월동안 만든 47편 중 26편과 직·간접 관련

TV조선

▲ 청와대·공기업 행사 용역 '차은택 사단'이 휩쓸었다
- 차은택, 플레이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대통령 순방 행사나 정부 용역 등을 휩쓴
정황 확인
▲ 500억투자 문화창조융합벨트 주먹구구 운영
- 문화창조벤처단지, 사무실은 텅 비었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

한겨레

▲ 차은택 ‘대부’ 송성각 콘진원장의 ‘셀프 수주’의혹
- 송 원장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 2억5천만원 흘러들어가
- 머큐리포스트는 차 감독의 유령 회사와 같은 건물에 위치

시 안
크
릿

10.7

언론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10.9
JTBC

▲ 최순실 딸, 승마 국가대표 훈련'이상한 일지'
- 최씨의 딸 정모씨의 국가대표 시절 훈련일지를 단독 입수(10월~12월),10월 6일과
12월6일 대회에 출전했다고 돼 있지만 그 날짜에 세계승마협회에는 출전 기록이
없으며, 세계승마협회에는 10월에는 10차례, 11월에 5차례 정씨가 대회에 출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지에는 그 날짜에 체력훈련 등을 한 것으로 적혀 있음
- 다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일지에는 대회 성적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것과도
대조되며, 정씨 본인의 서명도 언뜻 봐도 서로 다르며, 이 3개월 동안 정씨에
게는 훈련 수당이 꼬박꼬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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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경향

▲ “정부가 대기업 발목 비틀어 미르 설립” 경총 회장 발언 회의록에서 삭제 논란
- 도종환 의원, 박 회장의 발언이 담긴 지난해 11월6일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한
뒤 문예위의 회의록 축소·조작 의혹도 제기
▲ 대통령령까지 고쳐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앉혔다
- 조승래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단장 1명 늘려 임명”
- KT, 차씨에 광고 수십편 맡겨…금융위는 없던 광고 만들어

세계

한국
10.10
문화

시사저널

▲
▲
▲
▲
-

SBS

▲
-

TV조선

▲
-

시 안
크
릿

경향

▲
▲
-

"전경련 주도 재단 설립 모금 과정 내부 지적 있었다"
문예위 회의록 공개. 박병원 한국 경총 회장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혀
“정부도, 대기업도 차은택에 특혜” 의혹 봇물
문체부, 특혜성 예산 몰아주기·금융위 공개입찰 없이 광고 몰아주기
미창부, 차씨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앉히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장 선정 개입 의혹
“문체부, 감사원 지적 무시한 채 ‘차은택 몰아주기’ 펀드 증액해”
정성호 의원 국감 자료, 수년째 모태펀드 적자인데도 문화창조융합센터에 과다예산
최순실, 평창 땅 담보로 유로화 3억6000만원 왜 빌렸나
평창군 땅의 경우 채무자가 최씨의 딸 이름으로 돼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한화가
아닌 28만9200유로(한화로 약 3억6000만원)로 기재
삼성이 최씨의 딸에게 수억원을 호가하는 말을 사주고, 경기장까지 제공 의혹
늘품체조에 차은택 개입, 문체부 거짓말했다
10월 4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CF감독 차은택 씨가 <늘품체조> 선정에 개입
됐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고 보도
박병원 경총 회장 "미르재단, 정부가 대기업 발목 비틀어 모금"
15년 11월 6일 소집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 “정부가
전경련을 동원해 미르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 모금”
“차은택 배후에 정권 실세 소문 파다”…대기업 ‘줄서기’ 의혹
차씨, 현대기아차 광고 다수 수주
‘플레이그라운드’사실상 차씨 소유…최소 6건 제작
최순실 딸 이번엔 이대 의류학과 '학점특혜' 의혹
이대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서 출석·보고서 없이 2학점 이수, 별도 비행기 비
즈니스석에 보디가드 동행한 ‘호화 해외학습’, 계절학기 명분인 패션쇼 무대엔
서지 않은 채 일정 따로 소화
차은택 회사, '창조경제센터 홈피' 수주 독차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홈페이지의 구축 사업을 모두 따내
'늘품체조' 홍보영상, 제작업체 대표는 차은택 모친?
홍보영상 제작업체 사내이사 김씨, 차은택 부모와 주소 같아
차은택의 힘?…뉴욕문화원장 인사도 바꿨다
뉴욕문화원장에 내정된 문체부 간부의 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친구를 앉히려
했다는 증언 나와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한겨레

10.11

JTBC

TV조선

MBN

▲
▲
▲
-

▲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에 '코트라' 개입?…국감서 의혹 밝혀지나
- 김병관 의원 "연풍문 회의에 코트라 윤 모 정상외교경제활용센터장과 무역보험
공사 이 모 전략기획부장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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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경향

주요내용
▲ ‘최순실 딸 독일 연수’에 승마협회, 거액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선수 1명당 50억원’ 계획 세웠다 논란 일자 철회 의혹
- 김현권 의원실 “훈련 돕기 의심”. 협회 “지원된 돈 없다”
▲ 박 대통령, 최순실 건드린 사람은 기필코 '응징'

치
오
브
코 용
리
아

한겨레

10.12

▲ "미르재단이 530억 예산 새마을운동 사업까지 손뻗쳤다"
머니투데이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국무조정실에 전 미르재단 대표이사였던 조
희숙을 추천해서 선임됐다" 주장

시 안
크
릿

▲ 박대통령, 차은택 만난 날 K-컬쳐밸리 CJ에 낙점…땅값 특혜 의혹
- 경기도 CJ E&M에 땅값 1% 받고 빌려줘, 도의회 특혜 조사 착수
- 박 대통령-차은택-손경식 만난 날,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자로 CJ 결정

노컷뉴스

JTBC

▲'삼성 인수설' 독일 승마장, 모나미 측이 구입
- 삼성은 승마장 인수설을 부인, 실제 해당 승마장을 인수한 곳은 문구류 전문
회사인 모나미 송하경 사장인 것으로 확인
- 모나미는 승마장을 인수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 삼성전자로부터 99억 원대 일
감을 받았음

국민

▲ 최순실 딸 정유라 돌연 이대 휴학.. 커지는 의혹

경향

▲ 차은택 측근 회사, 허위 이력으로 15억원대 국고보조금 받아냈다
- ‘미르재단 유착설’ 해명 중 드러나

내일

▲ K스피릿(K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단), 창단도 않고 대통령 순방동행
- 김병욱 의원 "탄생도 안한 유령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 순방행사에 동행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
- 송기석 의원, K스포츠재단과 '닮은꼴' 휠체어펜싱단 창단 의혹 제기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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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한겨레

노컷뉴스

▲ 차은택 관련업체<플레이그라운드>, 계약 전 미리 선정 특혜 의혹
- 보건의료재단 홍보영상·책자 제작 사전 선정 후 수의계약 정황
▲
▲
▲
-

최순실 딸, 블로그 베껴 리포트..교수"시험 도와줄 언니 소개"
최순실 딸 엉터리 리포트에도 담당교수는 "감사합니다"
“안종범-이승철, 7월에 미르의혹 말맞추려 만났다”
전경련 실무자 폭로 "회의록 가짜로 만드느라 난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머니투데이 ▲ "이대, 증빙서류 없이 최순실씨 딸 출석 인정"
▲ 최순실씨 딸 성적표 보니..소급적용 학칙 개정 이후 급상승
-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 이후 지난해 1학기 평균 학점은 평균 0점대였던 학교성
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 이화여대는 올해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
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 사유가 발생한 지 2주
경향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 특히 이 조항을 올해 입학생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 대해서도 올해 3월 이후 수업부터 소급 적용하
도록 하여 정씨도 여기에 개정된 학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정씨를 위해 학칙을
일부러 개정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
▲ 최순실 이대 항의방문 뒤, 딸 평점 F→C+→B+
머니투데이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의 성적문제로 지난 4월
이화여대를 항의방문한 뒤 성적 급상승
▲ 최순실 딸, 달포 넘긴 리포트 제출..교수는 "잘 하셨어요"
- 정씨는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이유로 출석도 하지 않은 채 리포트만 제출하며
수강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
노컷뉴스
- 2016년 기초의류학 과목을 수강한 정씨는 달랑 리포트 2개로 해당 과목 학점을 이수
- 기초의류학뿐 아니라 체육학부 수업에서도 정씨는 과제물 제출 시한에 특혜
- 교수의 과한 친절함과 더불어 여름방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과제를
기다렸다 학점으로 인정
JTBC
▲ 최순실 딸, 의류학과 두 과목서도 학점 특혜?
▲ 최순실 딸 승마장 무료 이용 문제없게 ‘국가대표는 가능’ 규정 추가한 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최순실 딸이 승마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내부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힌 정부의 해
경향
명도 거짓으로 밝혀져
▲ 경기 출전 기록 6일뿐인 최순실 딸…1학기 전체에 출석 인정 ‘특혜 의혹’
- 안민석 의원 “정유라, 올해 1학기 출전 경기는 2개 대회 7경기로 6일에 불과”

시 안
크
릿

10.14

주요내용

10.15

서울경제

▲ 이화여대 최순실씨 딸 ‘특별 대우 논란’증폭…교수가 리포트 직접 첨삭해 주기도
- 김병욱 의원, “최순실씨 딸, 근거없는 출석 인정 및 교수의 리포트 첨삭 지도
받아…교육부가 특혜 배후 밝혀야”

중앙

▲ “최순실 딸, 나중에 딴 금 인정받아 이대 합격”
- 김병욱 의원, 최순실 딸이 입학 서류 제출 시점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는데, 이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
했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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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10.16

헤럴드경제

▲ 특혜의혹 '최순실딸 리포트보니… ‘망할OO’비속어까지
- 이대가 실기 우수학생의 최종 성적은 최소 B학점이상 주는 내규를 만들어

경향

▲'수백억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후에도 한 대기업에 "80억 더 내라"
- K스포츠재단이 설립 직후에도 한 재벌그룹에 ‘2020 도쿄 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
망주 지원’명목으로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라고 요구
▲ ‘대기업 모금’보도되자 쫓기듯 사무실 폐쇄...증거인멸 의심
▲ 새롭게 등장한 최순실 소유 회사 ‘더블루K’와 ‘비덱’은 한몸
- ‘독일 더블루K’와 ‘비덱’과 주소·설립 목적 등 판박이

한국

▲ 최순실 딸 '그림자 보좌' 노숭일
- 노씨는 숙소가 딸린 승마장과 호텔 등지에서 최씨의 딸을 비롯한 일행들과 대
부분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 독일에서 생활하는 최씨 딸을 위한 ‘집사’처럼
보이는 정황도 포착. 노씨가 최씨 딸의 독일 생활을 돕는 일행의 리더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최순실 딸 독일훈련 월 1억 넘어...K재단이 돈줄?
- 억소리나는 훈련·체류비용 : 호텔 샀다면 20억, 임대 4천만원, 특급코치 레슨
한겨레
월 2천만원 이상, 지원인력 인건비 최소 월 3천만원, 유럽대회 출전비 회당 1
천만원 넘어
- 재단 설립 직후 대기업에 80억 요구
▲ 최순실, 독일에 가족회사 ‘비덱’세워 대기업 돈 유용 의혹
- ‘2020 도쿄 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사업 명목으로 80억원 투자를 제안
헤럴드경제 ▲ 조응천 “최순실·정윤회 근처가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
▲ 우병우 장모, 이화여대 발전기금 1억원 냈다.
미디어오늘 - 우병우-청와대 연결고리는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순실씨 친분 가능성
- 차은택 감독 선임한 시공텤트 회장도 후원금
▲ 송덕수 이대 부총장 “최순실 딸 특혜 준 것 없다”
노컷뉴스
- 특혜 준 것은 없고 정치권에서 의혹이 시작된 것
▲ ‘최순실딸특혜의혹’이대측 “특혜준일없다”
- 교수와 교직원 상대 비공개간담회에서 부인, 입학 2년 전 승마 특기생 선발
KBS
종목 선정
- 지도교수 요청으로 바뀐 것, 리포트 부실에는 일부 인정

시 안
크
릿

10.17

주요내용

JTBC

▲ 녹취파일 속 최순실.."내가 잘못한 게 뭔가"
- 직접 들려준 녹음 파일에는 이 씨가 최 씨라고 밝힌 여성이 "차은택 감독이랑
의견 충돌이 있어서 당신이 재단에서 나갔는데 왜 내가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
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라 위해서 열심히 뜻 모은 것 아니냐"라고
이 씨에게 말한 녹취파일 공개
▲ "미르 운영은 차은택, 그 뒤엔 '회장님' 최순실"
- 이모 씨는 CF감독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을 실제로 운영했고 그 뒤에는 '회장님'
이라고 불렸던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폭로 사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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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컷뉴스
중앙
경향

한겨레

10.18
JTBC

시사IN

경향
세계

▲
▲
▲
▲
▲
▲
-

朴대통령 '아주 나쁜 사람' 지목한 진재수 "난 유배왔다"
최순실 딸 정유라씨 다른 두 개 과목 자료 제출 않고도 C, C+학점
이화여대, "정유라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 특별대우
대기업 돈, K스포츠 통해 '최순실 모녀회사'로 유입 정황
정씨의 독일 승마훈련 두 달 전 ‘유령회사’급조 의혹
최순실이 세운 '블루K', K재단 돈 빼돌린 창구
한국·독일에 두 법인 세워…독 법인 주주 ‘최서원’유일
최씨 딸 독일숙소 구해줬던 K재단 직원들 ‘블루K’겸직
“K스포츠 사업, 한국법인 넘긴 뒤 돈세탁 독일법인으로”
K스포츠 설립 전 회사 창설..개인 돈벌이 정황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 K'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는 K스포츠 재단을 배경으로 돈벌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
▲ "미르재단 운영은 차은택..그 뒤엔 '회장님' 최순실"
▲ "차은택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 차은택 감독이 청와대로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 보고”<시사IN>이
복수의 문체부 출신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증언을 확보
- 문체부 출신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게 이거다’라는 칭
찬까지 했다”라고 말했고 사업이 문체부로 옮겨지고 차 감독이 전면에 등장한 이
후부터 일사천리로 진행, 예산도 늘어산자부가 맡았던 때에 비해 115억원이 늘
어난 330억원으로 문체부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딸 SNS에 "돈도 실력..니네 부모를 원망해”
▲ 박대통령, 최순실 의혹에 “자금유용 불법 저질렀다면 엄정 처벌”
▲ 최순실, VIP가 미르·K에 관심…블루K ‘블루’는 청와대라 말해
- 재단관계자 “최씨 재단직원 모집 등 설립 주도
- 블루K가 K스포츠 자회사라며 일감줘라 요구
- “최순실,박대통령 연설문까지 손봐”일부보도
▲ 최측근의 증언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도"
- 차은택씨를 최순실씨에게 소개한 고영태 증언,"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
▲ 최순실의 '더 블루 K', 대기업 접촉해 '이권' 노려
▲ 정유라 전 지도교수 폭로 “최순실이 쫓아냈다”
- 제적 경고를 했다가 교수 교체, 당시 학장은 정윤회씨 부인이니 잘하라고 말함
▲ 문체부 스포츠단 창단 대행도..
- 문체부 요청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GKL이 펜싱팀을 창단. 그 업무 대행을
최순실 씨의 '더블루K'

시 안
크
릿

한겨레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10.19

JTBC

TV조선
채널A

10.20

국민

▲ 더블루케이 대표 "최순실에 '고영태 조심' 조언"
- 지난 1월 설립된 더블루케이는 최씨의 개인회사로 대기업들이 288억원을 출연해
세운 K스포츠재단의 자금이 더블루케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
▲ '박근혜 가방' 만든 고영태가 대표 코어플랜.. 최순실 '유령회사' 또 나왔다
- 최씨 돈 세탁 의혹 '더블루케이' 사내이사가 강남에 설립.. 사업목적 비슷한데
정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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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경향

▲'잠적·휴강'..최순실 딸 특혜 연루 교수들 '꼭꼭 숨어'
▲ GKL,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와 ‘수상한 에이전트 계약’
- 장애인펜싱팀 만들어 운영 맡겨, 前임원 “실무진 배제...사장이 주도”
▲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 교수, 1년 새 정부지원 연구 3건 맡아
▲ 문체부 "에이전트 끼워라"..최순실 '더블루K' 지원 의혹
- 문체무가 최순실씨가 세운 '더블루케이'(The Blue K)라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팀 창단에 에이전트를 활성화하라"는 협조 공문을 미리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
- 이후 더블루케이는 장애인 펜싱 선수팀 에이전트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 자회
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선수들은 계약 당시
에이전트 존재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짐
▲ 靑비서실장 "최순실, 제가 아는 한 靑 출입한 적 없다"
-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에서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부인
▲ 朴대통령 '18년 측근' 이재만, "최순실 잘 몰라"
- 18년간 보좌해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
- 박대통령과 최씨와의 친밀도 질문에는 답변 거부
▲ '26번째 학생' 교수가 추가?..수강신청 특혜 의혹
▲ 비선의 비선 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

동아
중앙

노컷뉴스

뉴시스

JTBC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시 안
크
릿

▲ 최순실딸 올2학기 수강과목도 대부분 최경희, 김경숙 측 교수
-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제자나 보직교수의 수업으로 확인
▲ 이대 김경숙 학장 '정유라 특혜' 지휘 의혹
- 학내 ‘최경희 3인방’중 한명 전형 관련 학칙 개정에 ‘입김’
- 남편은 ‘말 전문가’건대 교수 과학분야 전공자 아니면서 창의재단 이사장 공모 ‘논란’
▲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정유라 스케줄'에 맞춘 최순실 플랜

10.21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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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중앙

주요내용
▲ 호텔 전 주인 "파밀리에 최가 실제 소유주라 들었다"
▲ 최순실 딸 정유라 “난 삼성 소속”…삼성 “승마팀 없다”
- 국제승마연맹(FEI)에 ‘삼성팀’소속 선수로 등록, 삼성측은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 출석은 문자, 과제는 인증샷으로..정유라식 학점취득법

노컷뉴스

▲ "차은택 총감독 반대하자 나가라는 분위기"
- 변추석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현 국민대 교수) 자신이 사퇴한 배경으로 차은택
감독에 휘둘리던 문체부를 지목.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급부상한 최순실 측근인 차 감독의 막강한 위세에 밀려 중도하
차했다는 주장. 차은택 전시감독을 총감독으로 하자는 문체부 측의 요구를 거
절하는 등 강경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을 것으로 추측

동아

▲ 더블루케이 前대표 "최순실, 회의서 직접 업무지시"
▲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
- 대한항공은 올봄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으로부터 두 차례의 인사 청탁 전화를
받고 지난 6월30일자로 ㄱ 부장을 승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음 전화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는 ㄱ 부장이 있다. 곧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대한항공 관
계자들은 전함. 대한항공 쪽은 청와대에서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챙기는 게 이
례적인 일이라 개인적인 관심 표명으로 여기고 이 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수용하
지 않았다. 요구가 이행이 되지 않자 이 수석비서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정
도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윗분의 뜻”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 청와대에서 승진을 요구한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2~3년째 근무하던 사람
으로서 최순실씨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편의를 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국내에서 장관급이 오면 인사하고 의전하는 건 관례이지만 민간인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그런 대접을 했다. 최순실씨가 ㄱ 부장에 대해 대단히 고
마워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우리로서는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 안
크
릿

한겨레

치
오
브
코 용
리
아

경향

▲ 미르 사무부총장이 '최순실 카페' 이사..문어발 비선 드러났다
- 김성현 사무부총장, 최순실-차은택 ‘미르재단 연결고리’로 확인
- 논현동 카페에 ‘지휘 사령부’ 차리고 2개 재단 은밀한 사업 추진

10.22

SBS

▲ 최순실 회사끼리 '수상한 거래'..내역서 입수
- 두 회사(비델스포츠, 더블루K 독일법인)는 모두 최순실 씨 소유이고, 주소지도
둘 다 최 씨 소유의 비덱타우누스 호텔, 한 사람이 같은 건물에 회사를 두 개
등록해 놓고 임대료를 주고받음
- 비덱스포츠로 흘러간 더블루K 독일법인의 돈은 한국의 쌍둥이 회사 더블루K로
부터 건네졌을 가능성 제기
- K스포츠 재단에서 더 블루K, 그리고 독일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로 이어지는 의혹
가운데 중간고리가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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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JTBC

▲ "정유라, 삼성이 200억 후원 예정이라고 말해"
-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대표 프란츠 예거 씨는 정 씨 측이 지난해 9월, 1년짜리
임대 계약을 할 당시 "삼성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 육성 차원
에서 2000만 유로(200억 원)를 투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수백억대 재단 설립, 실제 논의 있었다" 증언
-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500억을 투자한다. 삼성하고 마사회하고 그 때는 KT라는
데가 있었어요. 세 기업에서 종목을 만들어서 올림픽까지 보낸다고 증언
- 실제 삼성은 독일 현지에서 훈련할 승마선수를 뽑았던 사실도 확인

10.23

▲ 두 얼굴의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H약품에 30억원 요구
연합뉴스TV - 지난 8월초 H약품을 찾아가 회사의 민감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요구했고 회
사측이 요구액이 과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정유라 고3때 131일 결석..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최순실, K재단 '대통령 순방사업' 미리 보고 받았다
3월25일과 30일, 블루K 사무실서 태권도 시범단 관련 건 놓고 논의
“아프리카 시범단 파견”구체 회의, ‘극비’인 박대통령 순방 일정 알고 한달여 전
부터 미리 준비한 정황

▲ 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극비 '드레스덴'까지
- 최순실 씨는 무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남
- 대북관계 로드맵이기도 해서 극도의 보안 속에 내놨던 자료인 드레스덴 선언문
역시 최순실 씨가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
▲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 파일은 모두 200여 개,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
- 최 씨가 갖고 있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은 모두 44개
-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유세문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들
▲ '비서진 교체'도 사전 인지..작성자는 대통령 최측근 참모
- 최순실 파일에 담긴 '국무회의 말씀자료'라는 이름의 문건, 해당 문건의 최종
수정시간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2013년 8월 4일 오후 6시 27분
- 문건 작성 다음 날 이뤄질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사안도 그대로 언급
▲ 최순실 측 '청와대 핵심문건 수정' 정황 포착
- < 21차 수석비서관회의 >이라는 제목의 문건,'어려운 국정상황에도 흔들림없이
민생해결에 전념'이라는 부제도 달려 있습니다. 곳곳에 밑줄이 쳐져 있고, 내용
순서를 바꾸는 등 수정 흔적이 역력
- '마무리 말씀'으로 소개된 창조경제의 경우 '미래수석 보고 사항'이라고 언급
- 실제 대통령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시간은 오전
10시로 문서가 수정된 직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수정
- 해당 문서 정보에 따르면 문건이 작성된 PC의 아이디는 '유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
▲ 최순실, 대선 유세문·당선 소감문도 사전 입수

시 안
크
릿

한겨레

▲
▲
-

10.2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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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국민

▲ ‘최순실, 전지현 트레이너 靑행정관 임용 개입’도 사실?
- 대통령께서 착용한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
입해 전해준 걸로 확인 주장

한국

▲ “최순실 독일 법인, 14개 더 있다” 獨지역지 보도…변호사 “모른다”
▲ "최순실 집 옆에 고영태 '비밀 아지트' 운영"
- 고씨와 최씨 주변인사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ㆍ운영, 더블루K 등 최씨
소유의 법인들을 통한 재단 사업 관여 등을 논의했던 ‘비밀 공간’으로 추정

한겨레

▲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모임"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증언, “최씨, 30㎝ 두께 대통령 보고자료 매일 받
고 각계 전문가와 ‘비선모임’… 국정 전반 논의
- 차은택 항상 참석…고영태도 자주 나와, 최씨 말 듣고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대로 청와대 문건 돼 우리한테 전달돼

10.25

시 안
크
릿

JTBC

▲ 공개 안 된 박 대통령 '저도 휴가' 사진도 등장
- 최순실 파일에는 청와대 문건을 비롯한 각종 정부 문서들과 함께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도 다수와 물론 대부분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진들임. 특히 국정
운영을 구상하겠다며 비공개로 떠났던 대통령 휴가 사진도 들어있었음
▲ "북 국방위 비밀접촉" 안보 기밀도 최순실에게..
-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독대 전에 최순실 씨가 받은
회동 시나리오. '현안 말씀'이란 항목 아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 당선인이
해야 할 말들이 정리돼있고, 그 중에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 그 바로 아래엔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는
정보도 적혀 있음
▲ 최순실, 청와대 인사·정부 조직에도 개입 정황
- 최순실 파일에 담긴 홍보 SNS 본부 운영안이라는 문건. 본부장을 비롯해 실무
인력, 업무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 취임식 한 달 전, 최순실 파일에 '오방낭' 등장
- 취임식 당일 박 대통령은 오색비단을 모아 만든 복주머니 오방낭을 개봉하는
행사를 가져 화제. 그런데 최순실 파일에도 오방낭이 등장
▲ 최순실, 대통령 취임식 대행사 선정 개입 의혹
- 취임식 약 40여 일 전인 같은 해 1월 8일 오후 9시 32분, 최 씨는 대행사 선정
관련 보고 문건을 받음
▲ 외교부 등 정부부처 공식 문건도 최순실 손에..
- 최순실 파일 속 '호주총리 통화 참고자료', 작성자는 외교부
- '취임기념 우표발행' 문건 작성자는 우정사업본부

TV조선

▲ 靑 행정관 2명, 최순실 '샘플실'서 옷 심부름했다
- 최순실의 ‘샘플실’에서 만든 옷 여러 벌이 대통령이 입었던 옷과 정확히 일치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소속 두 행정관(이영선, 유전추)이 이 곳에서 잔심부
름을 하는 모습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25일 대통
령의 대국민사과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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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국민

▲ '최순실 게이트' 여파 청와대 비서진 일괄사표 제출
▲ 박관천 전 靑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최씨 권력서열 1위 언급은 VIP 향한 내
마지막 고언"

경향

▲ "새벽까지 일 시키고 아침에 해고통보" 박근혜 정부의 피도 눈물도 없는 공직자 해고
▲ "김기춘, 미르·K스포츠재단 반대할 만한 사람 미리 정리한 듯"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문
체부 김희범 1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1급 실·국장들을 자르라고 했다”고 폭로
▲ 檢, 최순실 소유 빌딩·전경련·더블루케이 등 압수수색
▲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3학년때 58일만 출석

10.26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동아

▲ 안종범, 더블루케이 직접지원 의혹
- 前 대표측 “조 전 대표가 올해 1월경 안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잘 이야
기해 놨다. 만나 봐라’는 전화받았고 안 수석은 며칠 뒤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
텔 식당에서 조 전 대표를 만나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하면
서 ‘서로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진행하는 더블루케
이 사업을 위해 안 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다리를 놔 주었다는 취지
▲ 최순실 獨 유령회사 4개..ITK그룹·코뮬라 자금세탁 창구?

시 안
크
릿

매경

- 4개사가 모두 발라 씨가 대표인 것은 물론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상당량을 보유.
이 중 ITK그룹과 코뮬라는 비덱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단 두 명뿐. ITK그룹은
사업목적에 IT 분야를 기재해 놨지만 기업 정보상 최근 5년간 매출이 발생한
기록이 없어 사실상 유령회사로 추정

한겨레

▲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안종범은 확인전화"
- “최순실, SK와 이야기 됐으니 가서 들어봐라 지시, 안 수석은 며칠 뒤 전화 걸어
어떻게 됐냐 물어봐”
- ‘독일 전지훈련’ 투자받으면 비덱 위탁운영 구조
- SK서 30억 축소 역제안에 “최씨 받지 않는 걸로”

▲ 차은택 실소유 의혹 광고대행사, 실질적 부도라는 신용 평가에도 대기업 광고 수주
- 광고 대행사 선정 시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업신용 등급 평가에서 플레이그라
헤럴드경제
운드는 ‘실질적 부도’상태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KT와 같은 주요 대
기업들의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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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주요내용
▲ "최순실, 귀국해 모든 것 밝히겠다"..딸과 獨 체류 중

채널A

▲ 최순실, 딸 고교 시절 담당교사도 교체
-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3년 출석 문제로 담당 체육교사에게 혼났던 정유라씨.
그러자 최순실씨와 마찰로 번졌고 결국 담당 체육교사가 교체
▲ 기재부, 최순실 관련 예산 전수 조사
- 미르재단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K밀사업.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
리카 순방 당시 농식품부 예산 3억2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
- 특히 이 예산 가운데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식품을 구매하는데
예산 6천만원을 사용
- 앞서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에선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 태권도 시범단에는
문체부 예산 6천5백만원이 사용한 것으로 들어남.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시범단은
국기원 등을 제치고 돌연공연을 맡아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JTBC

▲'최순실 파일' 작성자 아이디는 정호성 비서관
- 유출 문서 작성자들 중의 한 명, 바로 아이디'나렐로(narelo)', 청와대에서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바로 정호성 부속비서관
▲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
- 개통 당시 마레이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행정관
▲ 민감한 외교 사안까지.."일본 특사에 독도 언급 마라"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1월 4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간사장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낸 특사단을 접견(첫번째 공식행사)
- 일본 특사단의 예상 발언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방안을 담은
문건으로 독도에 대해선 일본 측이 언급할 경우 미소를 짓고 먼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이 먼저 언급할 가능성이
낮다"며 "올바른 인식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돼 있음
- 이러한 민감한 한일 외교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 방향이 담긴 문건은
접견 9시간 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
▲ 또 다른 아이디들..'작성·유출' 조직적 시행?
-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강원도 업무보고'란 청와대 문건의 최초 작성자는
'niet24'라는 아이디. 이 아이디의 주인이 만든 문서를 정호성 비서관이 쓰는
'narelo'란 아이디가 마지막으로 손 본 상태에서 최순실씨에게 전달
- 역시 narelo가 최종수정자로 등장하는 또 다른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고에는 원
작성자로 iccho라는 아이디의 인물도 등장
▲ 최순실, MB 독대에도 영향?..'달라진 시나리오'

국민

▲ 崔, 2007년 朴 경선 패배 후 '메시지' 손대기 시작
- ‘지인→의상 코디네이터→국정운영 동반자’로 격상시켜온 것으로 보임.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핵심 실세로 부각된 시기를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이후로 추정

시 안
크
릿

10.26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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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경향

▲ 안종범 한마디에 정부 광고 업체 탈락..'비선실세 배려' 의혹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1억원대 금융개혁 광고를 발주하며 종전 거래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 시사회까지 마쳤지만 최종 단계에서 청와대 반대로 업체를 바꾼
사실이 확인
- 광고업체 교체 과정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언
- 정부 부처나 기관 광고를 청와대 결재까지 맡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윗선에서 ‘특
정업체와 계약하라’도 아니고 ‘특정업체와는 계약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드문 일
▲ 靑, "박 대통령, 최순실에 의복비 사비로 정산"
- 김재원 정무수석, 대통령 개인거래 제출하지 않는 게 관례로 거부

동아

▲ "최순실 회사 계약에 김종 차관 직접 관여"
- 더블루케이 전 대표 조모 씨 측은 “1월 중순 GKL의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제
안서를 만들라는 최 씨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 씨 등 4명과 급히 만들어 최 씨에
게 제출했다”고 밝힘
- 또 조 씨 측은 “같은 달 열흘가량 뒤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 차관을
만나 회사를 소개했더니 GKL 선수단 창단 및 선수 용역 계약에 대해 김 차관이
물어봤다”고 밝힘

세계

▲ [최순실 단독 인터뷰] "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이메일로 연설문 받아봤다"
▲ [최순실 단독 인터뷰] "연설문 수정, 신의로 한 일인데..국가 기밀인줄 몰랐다"

10.27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한겨레

▲ K재단, 궁지몰린 롯데 팔 비틀어 70억 더 뜯어냈다
- 케이스포츠 재단의 내부 문건(3월28일 작성)을 보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롯데와 후원 가능 여부 및 금액 타진 협의’라는 내용과 함께
약 35억(건설비의 2분의 1) 지원 의사 있으나 협의 후 알려주기로 함. 이 사업
의 담당자로는 ‘정: 노숭일, 부: 박헌영’으로 기재
- 70억원은 재단에 입금된 지 10여일이 지난 5월 말 롯데 쪽으로 전액 반환. 케이
스포츠 재단 쪽은 “애초 롯데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벽에 부닥쳐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당시 검찰 수사가 롯데에 불리하게 진행된 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임

시 안
크
릿
중앙

▲ 비서실장·수석 총사퇴 놓고 격론, 우병우·안종범 한때 거부
▲ 정유라 준우승 불만 민원 뒤, 박 대통령 "체육비리 척결"
- 2013년 10월 7일자 문체부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안’
보고서에선 “3개 팀 30명으로 전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승마·태권도 등 언론 지적 또는 민원 발생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음
- 대한승마협회의 경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같은 해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춘계 승마대회에 출전해 다른 승마 유망주 김모씨에 이어 준우승을 한 뒤 당시
심판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
▲ 유진룡 "내 후임 장·차관, 결재하다 모르면 차은택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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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최순실, 딸 고교 교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장관에게 말해 교체해버리겠다”
-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교장·담임·체육교사에 돈봉투 건넸다가 거절 당해
▲ ‘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스포츠법인 내세워 나랏돈 7억 따내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구실
- 문체부 예산지원 1년새 7억 가까이 따내, 훈련 비용 과다책정 등 의혹 투성

연합뉴스

국민

▲ 최순실 5·18 기념사 왜곡·수정 의혹 비판
- 장병완·이개호 "朴 정부, 5·18 폄훼 실체 드러나"
- 기념사의 핵심인 '광주정신' '세계화' '고귀한 희생'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
등 핵심 단어들이 초안에는 있었으나 모두 삭제
▲
▲
▲
-

경향

시 안
크
릿

▲
▲
▲
-

국무조정실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장으로 미르재단 참여 '코리아에이드'에 143억 책정
이 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서울 청담고, 최순실 딸 정유라 학부형들 반대에도 승마특기생 입학시켰다
차은택 측 "광고사 넘겨라, 안 그러면 세무조사"
차은택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 80%를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 이들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물론 광고주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대표이사를
“묻어버리겠다”는 협박
차씨 측근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차관급)도 이 과정에 관여. ‘비선
실세’최순실씨 인맥의 국정농단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을 겁
박해 이권을 챙기려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
박 대통령, 취임후 처음 방문한 전문대가 최순실씨가 교수로 있던 곳
최순실 카페전화 뒷자리,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
미르·K스포츠 설립 전 '이권 챙기기'..차관급이 '해결사' 역할
‘최순실·차은택 라인’의 광고업체(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가 유
력한 ㄱ사) ‘강탈’시도
두 재단 설립 4개월 전부터 기업들 광고 ‘싹쓸이’계획한 듯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업체 대표 만나 ‘상상초월한 압박’
정유라 고3 때 실제로 학교 나온 날은 28일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학교에 나온 날은 28일이고, 22일은 전환기 프로그램
참여로 출석으로 인정한 부분"이라며 고쳐 말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뉴스1

▲ 정윤회씨 횡성 땅 7만평 더 있다..작년 8,10월 매입
- 목장용지·임야 8억 4500만원에 매입..감정가 10억
- 승용차 40분 거리 평창에 최순실 모녀 7만평 소유

10.28

중앙

▲
-

▲ "감히 날 검문해?"..최순실, 靑경호책임자도 날렸다?
- 청와대 경호 책임자였던 원경환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과 김석열
헤럴드경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총경)의 2014년 초 갑작스런 경질성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는
최 씨를 일선 경찰관들이 못 알아보고 검문ㆍ검색을 했다는 것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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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정유라 특혜대출' 제공 KEB하나銀 지점장, 前 외환은행장 비서실장 출신
- 해당 대출의 보증서를 발급해 준 인물이 김한조 전(前) 외환은행장 비서실장
출신 임영노 지점장으로 확인
아시아경제
- 임 지점장은 김 전 외환은행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약 1년6개월간 근무한
뒤 지난해 9월 압구정중앙지점장으로 발령. 그리고 곧바로 10월 정씨에게 논란이
된 대출 보증서를 발급, 최씨 모녀의 독일 자금유출을 도운 정황
▲ 최순실이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결정 의혹 확산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미디어오늘

뉴스1

▲ 미르재단, 레스토랑 '한상' 추진.."공익재단 목적과 배치"
- 2016년 5월 레스토랑 'Hansang' 상표등록 미르·K스포츠 1년간 23억원 운영비 사용

시 안
크
릿

시사저널

▲ 차은택 연루의혹 창조경제센터, 일자리 사업도 싹쓸이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노동부
에서 추진하는 취업관련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사실이 확인. 특히 창조경
제혁신센터는 문화계 비선 실세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에게
홈페이지 사업을 몰아줬던 곳이어서 논란이 예상

SBS

▲ 정유라가 받은 대출보니.."개인에게 신용장 발급"
- 최순실 씨는 평창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독일의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 그
과정에 KEB 하나은행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 20대 여대생의 개인 대출인데도 수출입 기업들이 이용하는 '보증신용장' 방식
▲ '최순실 조카' 장시호, 문체부가 직접 임명
- 영재센터 관계자들은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일은 장시호 씨가 혼자 전담했다고

KBS

▲ "수석들 만나기 전 최순실 지시 받았다"
- 최순실 씨의 회사 '더블루K'의 초대 대표 조 모 씨.김석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
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에서 연락이 와 모두
4차례 만났는데, 매번 최 씨에게 보고했다고 밝힘

JTBC

▲ 최순실, '창조경제타운' 홈피 시안도 미리 받아
- '최순실 파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자료도 다수
특히 이 사업의 신호탄이었던 창조경제타운이란 홈페이지 구축 시안을 대통령이
언급하기 무려 20일전에 미리 받아본 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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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채널A

▲ 최순실 송환 담당..당시 靑 감찰반장
- 최씨 송환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과거 담당업무가 논란,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있었던 2014년에 청와대 감찰반장으로 근무했던 사실
▲ 고영태, 롯데 만나 70억 요구
- 지난 3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롯데 정책본부 소속 S사장을 찾아가
추가로 70억 원 출연을 요구, 하남시에 대형 스포츠 시설을 짓겠다는 명목
- 그런데 당시 롯데와 실무 협상을 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씨
▲ 차은택 뮤지컬에 '억대' 긴급지원
- 2년 전 '문화가 있는 날'에 대통령이 관람하며 화제가 됐던 ‘원데이’뮤지컬, 차
은택 감독이 연출한 작품
- 힘을 실어준 건 대통령의 칭찬뿐만 아니라 지원금 신청 13일 만이자 공연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에 문체부가 국고 1억7000여만 원을 지원
▲ 정유라 출석 인정..승마 특기생 '3배'
▲ 이모 따라서 아들 특혜주려 한 장시호
- 기업의 돈을 모아 딸 정유라의 승마 선수 생활에 특혜를 주려 했던 것처럼, 장
씨도 기업의 후원을 이용해 아들의 스키 선수 생활에 특혜를 주려함
▲ K스포츠 이권 챙긴 조카 장시호
- 장 씨가 두 회사(영재센터와 S사)를 앞세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장악해온 K스포
츠재단의 이권 사업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시 안
크
릿

▲ "차은택, 송성각에게 장관시켜준다고 했다"
- 차은택씨가 CF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은인’이었던 송성각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앉히려고 이력서까지 받았다는 증언, 송사 얽혀 송씨는 차관급 콘텐츠
진흥원장에… ‘황태자의 인사 전횡’ 의혹
- 이후 차씨 은사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는 청 교육문
화수석으로 임명
▲ '최순실 조카사위' 김앤장 특혜 입사 의혹
- 사법연수원 최하위 성적 변호사, 법조계선 처가 배경 영향 의심
▲ "CF 발주에 보답" 차은택, 장차관 자리를 '사은품'으로 활용
▲ 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취임 뒤 '최순실·차은택 예산' 급증
-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진흥원에 편성된 예산
총액은 3007억5900만원. 이는 2157억5200만원이 배정됐던 2015년보다 39.4% 증
가한 수치
-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분야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에 차씨가 주도했던 ‘문화창
조융합벨트 구축’예산이 760억6000만원 새로 배정
- 이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들은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를 포함해 총 5건. 문건에 기재된 사업 가운데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정
부의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
행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콘텐츠진흥원의 신규 예산과 겹치는 것

10.29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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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동아

▲ "대통령이 문화사업 지연 질책.. 안종범, 급하게 재단 추진"
-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
령에게 문화체육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을 받은 직후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서둘러 설립되었다는 재계의 증언. 안 수석이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재계에서 또다시 포착
▲ 청와대, 검찰에 사전협의 없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
-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낸＇불승인 사유서＇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
석비서관의 작품으로 전해짐
▲ '최순실 메모' 50억 사업에 문체부 95억 책정
-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이 구상했다는 의
혹이 제기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통합 사업’이 2015년부터 정부 예산에 실
제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확인. 당초 50억 원이 들 것으로 계획된 이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그보다 2배가량 많은 95억 원의 예산을 책정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언론사

시 안
크
릿

일시

▲ 애초부터 '최순실표 태극' 정해놓고 오방색도 넣으려 했다
- 지난해 3월 공모 직전 자문회의서 정부 상징 ‘태극무늬’로 사실상 결정

서울

중앙

▲ "최순실 모른다" 부인에도 깊어지는 안종범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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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뉴스1

▲ 獨검찰, 슈미텐서 자금세탁 수사..최순실 연루 시사
▲ "朴대통령 시범 '늘품체조' 최순실 측근 차은택 작품"
- 정아름씨 "차씨와 친분 전혀 없어..나도 피해자일뿐" '노동착취' 당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저작권도 뺏겨

채널A

▲ "박 대통령 퇴임 후 함께 제주행"
- 박근혜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RK 지인들에게 "대통령이 퇴임하면 제주도에서 함께 살겠다"
- 대포폰도 여러 개를 사용해 문화체육부 차관과 통화도 했다는 증언도 나옴
▲ "딸 고려대 보내려 승마협회 압박"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언론사

시 안
크
릿

일시

경향

▲ '국정농단' 최순실 입국때 검찰 수사관 동행..검찰, 최씨와 사전 접촉 의혹

서울

▲ 최순실 '숨은 조력자'는 獨의 데이비드 윤
- 파독광부 아들로 독일서 출생, 최소10년 이상 최씨 사업 파트너
- 대선 직후부터 십수개 분야 사업, 獨서 딸 정유라 일행 돌보는 듯

한국

▲ 안종범, K재단 의혹 커지자 'SK에 80억 요구' 입막음하려 했다"

10.30

한겨레

▲ 최순실 귀국 전후 조직적 증거인멸·짜맞추기 흔적
- 안종범 ‘대포폰’으로 K재단 비리 입막음 시도, 재단 컴퓨터 교체·블루K 이메
일 계정 폐쇄
- 최씨의 심복으로 재단 설립 과정 등에 깊숙이 개입한 김필승 이사의 가방엔 ‘언
론대응 매뉴얼’이 발견
- 청와대는 30일 이틀째 압수수색을 위한 검찰의 강제진입도 거부
- 해외도피 최순실·차은택 입맞춘듯 속속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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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1

KBS

채널A

주요내용
▲ GKL 장애인 펜싱팀, 최순실 '더블루K'용 창단 의혹
- “펜싱 선수들, 창단 전 이미 더블루K와 사전 계약" 미르재단 설립 의혹 나오자
에이전트 계약 해지
- 최순실 모녀 평창 땅 또 다른 불법, 임야가 초지 둔갑
▲ 정현식 “최순실, K스포츠 실소유…안종범과 연락”
-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 설립부터 기금 모
금 과정 등을 사실상 지시
▲ "최순실 태블릿PC 비밀 풀었다"
-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
령의 홍보 업무를 총괄한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이 태블릿 PC를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
▲ 고영태 '문화융성사업 개입' 처음 시인
▲
-

경향

"회사는 '어르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안종범과도 얘기"
차은택 측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과정’녹취록 나와
포레카 대표, 입찰 업체 사장과 회유성 대화’고스란히
권력 핵심부 ‘돈줄 만들기 프로젝트’ 치밀한 기획 가능성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동아

▲ '연설문 PC' 독일 갔다 돌아온 흔적
- 태블릿PC엔 외교부가 해외여행객들에게 안전 여행 및 테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요망하는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메시지를 수신한 시간이 최 씨가 독일에
도착한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진행상황 朴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 두 재단 설립 및 운영의 최종 책임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매일경제

▲ 검찰, "태블릿PC서 최순실씨 사용 정황 확인"
▲'영의' 축복 받았나..최순천·순득 자매, 순실보다 센 수천억 부동산부자
-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 동생 순천씨와 언니 순득씨가 각각 1000억원을
웃도는 거액 부동산을 소유 겉으로 드러난 최씨 재산은 서울 신사동 소재 일명
‘최순실빌딩’으로 불리는 미승빌딩과 양평땅 등 약 300억원 대로 추산. 상당히 친
밀한 관계로 알려진 동복 언니와 동생이 더 재력가인 셈

서울

▲ 차은택 연루 머큐리포스트, 평창올림픽 사업도 특혜 의혹
- 빙상경기장 LED설치 프로젝트 콘텐츠진흥원 3년간 45억 지원
- 특별한 새 기술 없는데도 선정, 1차 서면평가 1.75점 뒤져 2위. 2차 평가 7.4점
더 받아 뒤집혀. 송성각 콘진원장 도움 받은 듯

시 안
크
릿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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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K스포츠 설립 앞두고, 독일서 넉 달 새 제2근거지

중앙

한국

▲ 최순실, 외교비밀·군사기밀 유출 처벌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씨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청와대 관련 문건을 기준으로
현행 법 적용 가능성을 파악
- 3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
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중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10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최씨에게 최소 ▪외교상 비밀누설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 안
크
릿

10.3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조선

▲ 최순실 메모대로 해외문화원 현실화됐다
- 최순실씨가 계획한 ‘아랍에미리트 한국 문화원 계획’은 최씨의 자필 메모 그대
로 진행. 연간 6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해외 문화원이 최순실 씨가 쓴 각
본대로 움직였다는 것

한겨레

▲ 차은택 '대한항공 호텔 무산'에도 개입 의혹
- 호텔 건립에 힘 실어준 정부 차씨 문화융합본부장 임명되자 전통문화 체험 공간
으로 변경 문체부 "윗선에서 강력한 지시" 대한항공 "정부 지시 따랐을 뿐"
▲ "태블릿 명의자 김한수 행정관은 최순실 조카 절친"

이데일리

▲ 美서 석·박사 학위 취득도 거짓말? 최순실 "의상실·인테리어점으로 돈모아"
- 2007년 김해호씨와의 손해배상 화해 결정문에 따르면 최씨 "1979년부터 의상실·
유치원 운영하며 자산 증식" 그러나 1981년~87년까지 최씨의 학·석·박사학위
취득 기록 있어
- 미국 유학을 통한 학위 취득과 사업체 운영 중 하나는 거짓말

조선비즈

▲ GKL-더블루케이 계약 계좌도 하나銀 삼성타운점.. 짙어지는 특혜 의혹
- 더블루케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
인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을 때, KEB하나은행의 한 지점에서 같은 날
선수들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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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계좌가 개설된 지점은 공교롭게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며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하나은행 글로벌 2본부장이 지난 1월 한국에 귀국해
근무했던 곳. 이 본부장은 이 지점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임원급인 본부장으로 승진
▲ 독일 검찰 "자금 세탁 수사에 한국인 3명 포함"
- 은행, 슈미텐 법인 고발에 수사 착수"..최순실 겨냥 주목 니젠 현지 검사장 이
메일 통해 직접 확인해줘

노컷뉴스

▲ 이대 유치원 허물고 정유라 학과용 빌딩 건설 추진
- 이화여대는 정 씨가 입학한 2015년 11월 '스포츠·예술 컴플렉스'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7월 11일
이사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 '스포츠.문화 컴플렉스' 사업은
'유치원부지 신축'이란 이름으로 탈바꿈
- 공사 규모가 대폭 커지고 사업 예산도 약 300억원에서 74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KBS

▲ 평창올림픽 빌미 '45억 사업권' 따냈다
- 문체부는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공연용 LED 조명 기술 개발을 공모
- 문체부 예산 4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곳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대
표로 재직했던 머큐리 포스트가 포함된 컨소시엄
- 서면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던 이 컨소시엄은 약 열흘 뒤 진행된 발표 평가에서
결과를 뒤집었고 게다가 머큐리포스트는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페이퍼
컴퍼니와 주소가 같음

MBC

▲ 檢 "태블릿 PC, 故 이춘상이 최순실에게 줬다"

JTBC

▲ "김한수, 최씨를 이모로 불러"..청와대 발탁에 입김?
▲ 최순실 회사 전 대표, 안종범·김종과 '통화'도
- 최순실씨가 대기업 돈 수백억원이 들어간 재단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
- 개입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역시 조 전 대표의 통화기록에서 확인

TV조선

▲ 최순실 메모에 적힌 '한국-UAE 문화교류 계획'
- 최순실씨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아랍에미리트와의 문화 협력 계획’메모발
견. '최순실 팀'은 아랍에미레이트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짜 넣었고 이는 상
당수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 사실상 외교 플랜까지 이들에 의해 미리 결정
됐다는 의혹

MBN

▲ "3배 수익 거둘 수 있다"..고영태, 주식투자 사기 혐의 피소
- 고 씨는 지인 1명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한 모바일 솔루션 업체가 괜찮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8천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채널A

▲ ‘greatpark1819'는 3인방 공용메일
-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확인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 검찰
조사 결과 이 이메일 계정은 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쓴 공용메일

시 안
크
릿

10.3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뉴스1

- 66 -

언론사

주요내용

국민

▲ 최순실, 정권 바뀐 뒤에도 평창올림픽 이권 챙기려 했다
- 최순실, 평창 이목정리·도사리 일대 땅 지목 안가리고 사들여.. 崔, 평창군에
만 25만㎡ 소유
▲ 더블루케이, '종합형 스포츠클럽'에도 개입 정황
- 지난 3월 15일 최씨의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K스포츠재단으로 문서
2건이 전송. ‘종합형 스포츠클럽 30개소 현황’이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
문서에는 2013∼2016년 문체부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된 스포츠클럽 30곳의 이름, 위치, 전화번호는 물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담김
- 다른 문서에는 ‘경영 컨설팅 할 것’ ‘세종 방문(시체육진흥과)’등 사업과 관련
한 메모가 적혀 있어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대목

동아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檢 진술.. "기업들 자발적 모금" 발언 뒤집어

매경

▲ 최순실 일가의 아동복 회사 '수상한 탄탄대로'
- 해당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사업목적에 아동복 사업을 추가했는데
이 시기가 새정부의 무상보육을 필두로 아동복지 정책을 왕성하게 펼치던 시기와
겹쳐 의혹의 눈길
- 회사는 정권 출범이후 아동복 판매를 기반으로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고 모범
납세자로까지 선정돼 세무조사까지 유예받으면서 탄탄대로
▲ 檢수사 눈치챈 崔, 허겁지겁 장부 세탁?
- 최씨 소유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더블루K 대표인 박 모씨의 최측근 인사를
프랑크푸르트 도심 내 박씨 자택 앞에서 만나 인터뷰. 현지 동포 출신 박씨는
최근 최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더블루K 관련 은행 및 사업문서를 모두 삭제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받고 잠적 중

시 안
크
릿

11.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서울

중앙

▲
▲
-

"최순실, 정권교체 전 獨 영구이주 계획.. 수년전부터 치밀한 준비"
조력자 한모씨 올 초 ‘선발대’로 “이민 간다”가족과 함께 독일행
주택·호텔 등 부동산 매입 착착, 미르재단 등 사금고로 쓰려한 듯
"데이비드 윤, 박대통령이 獨 갈 때마다 꼭 만나는 사람"
2006년 9월 프랑크푸르트의 한 한식당에서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2014년 3
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통령의 핵심 통일구상을 발표한 뒤 이례적으로 동포간
담회만을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몇 시간짜리 일정 소화
- 獨 마이바흐 ‘송도 1조원 사업’윤씨 브로커 역할 정황 포착

▲ 장시호 "스포츠영재센터 오빠가 다 한거지" 이규혁에게 떠넘겨
- 장씨, 영재센터 설립 주도문체부 6억 특혜 지원 논란친분 깊어 전무 맡은 이씨"
좋은 뜻으로 참여한 후배들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
- 야권에서 최씨가 손을 댔을 것으로 지목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차기 전투기
(F-X)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군이 보유한 F-4 등 사용 연한이 지난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7조3000억원대의 대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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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
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 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함. 야권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
니냐고 의심
-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전투기를 사용하게 될 공군이 F-35를 원했고, 역
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기종 교체를 요구했다”며 “기
종 교체에 개입하려면 공군과 합참, 방사청, 국방부에 전방위 로비가 필요한데
당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
-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육사 동기(37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성
인사에 최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

한겨레

▲ 최순실, 행정관 차 타고 청와대 수시로 드나들었다
- 박근혜 정부 초부터…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 차량’으로 모셔
- 장관급 이상 출입하는 정문 통해 검문·검색 받지않고 ‘프리패스’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1.1

▲ 문광부, 공모절차 없이 차은택 관련 의혹 법인사업에 15억원 지원
- 문광부는 지난 2014년까지 한국광고총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관련 교육을
진행.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문광부는 B 단체를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
헤럴드경제
이 단체를 통해 A 광고학교를 운영
- 이 학교의 주요 이사진에는 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등재돼있는 것으로 확인

시 안
크
릿

시사IN

▲ '공주' 뒤에 있던 그녀, 장시호
- 지난해 비영리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설립되는 데 그녀가 힘을 썼다는
주장, 특별한 실적이 없는 이곳에 문화체육관광부가 6억7000만원에 가까운 예
산을 배정.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삼성 또한 5억원을 후원.
장시호씨가 또 다른 실세여서 가능한 일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최순실, 3천억대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추진.."대통령 회의서도 언급"
- 더블루케이는 지난 1월 12일 설립 직후인 1월 중순경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누슬리(Nussli)에 접촉,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를 위한 협력을 제안
머니투데이
- 3000억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 여
기에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지원사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서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옴
KBS

▲ 서류전형 합격도 특혜 의혹..전방위 감사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승마협회가 주관한
대회 기록만으로 이화여대 입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

JTBC

▲ 재단 내부 문건으로 '돈줄 K스포츠클럽' 확인
- 지난 3월 작성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문건에서 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 스포츠클럽을 지원, 관리하겠단 내용
- 그동안 정부는 K스포츠 클럽과 재단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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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내부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연관성이 확인
- 재단은 전국 20곳에 거점을 만든 뒤 점차 확대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
하겠단 계획도 세움

JTBC
MBN

11.2

YTN

▲ 최순실, 5억 대출..언니 최순득이 소개
- 삼성동 지점에서 3차례 대출 받아, 5억 원을 대출받은 곳이 언니 순득 씨 빌딩에
세들어 있던 은행으로 확인
▲ 세월호 이튿날도 체육개혁?..수상한 '집착'
- [김종 / 문체부 제2차관(2014년 4월 25일) :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더 내려왔어요. 24시간 그 얘기(세월호)만 하나?
정책도 챙겨야지!]
"최순실 청와대 관저서 잠까지 잤다"
"'靑 관저 집사' 윤전추가 박-최 메신저"
윤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집사 역할을 하며 사실상 최순실 씨 보좌
안봉근 차 타고 청와대 들락날락

경향

▲ 최순실 측,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제동 걸자 '찍어내기' 정황
- 지난 5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통보
- 체부는 조 회장이 사퇴를 발표하자 6시간 뒤 기다렸다는 듯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
관을 후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
- “조 위원장,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 결재 안 해줘” 미운털
- 평창 올림픽 경기장 관중석과 부속시설을 만드는 3000억원대 ‘오버레이 사업’을 스위
스 전문 건설회사 누슬리에 맡기자고 조직위에 제안한 사람도 김 장관. 이후 문체부
도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발언이라며 누슬리를 검토해보라는 의견을 조직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누슬리가 한국 영업권을 더블루K에 주는 회의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채널A

▲
▲
▲

시 안
크
릿

11.1

▲ "내 것 아니다"?..태블릿 PC 안 '최순실 패밀리'
- 최씨의 셀카를 찍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힌 최씨의 친인척 등 가족모임 사진

동아

▲ 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 "문체부, 평창 개막식장 업체로 더블루케이 제휴사 선정 압력"
- 조직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부터 개·폐막식장 공사와 관련된 문체부의 압력이 시작.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개·폐막식장 공사를 누슬리가 할 수 있게 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조직위가 누슬리의 방법이 이미 확정된 개·폐막식장 시설안과 콘셉트
가 맞지 않는다고 계속 반대해 결국 누슬리와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힘

세계

▲ "승마경기장 바꿔달라" 최순실이 직접 탄원.. 커지는 외압 의혹
- 2014년 제주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앞두고 대한승마협회에 경기 장소를 제
주에서 육지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 당시 전국체전을 불과 1주일 가량 앞두고 유일하게 승마종목만 제주가 아닌 인
천으로 변경된 배경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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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시사저널

▲ 청와대, 최순실에게 '비밀취급인가' 주지 않았다
-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
다면 이는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113
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

11.2

시 안
크
릿

서울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K스포츠 → 통합재단 이사진 승계' 최순실 지시 있었다
- 정동춘 전 이사장이 기금 규모 774억원의 미르·K스포츠 통합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려 시도한 정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1일 확인
- 최씨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이 같은 행보 뒤에 최씨가 있다는
분석이 성립. 재계 한 관계자는 이날 “논란 때문에 잠시 재단을 해산했다가 여
론이 잦아들면 재단 운영에서 나오는 이권을 챙기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 SM면세점 선정도 '최순실 그림자'.. 김한수 靑행정관 연루 의혹
- 지난해 7월 하나투어 컨소시엄 유력 후보들 제치고 면세사업 따내

조선

▲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名馬 구입·관리에 쓰였다
- 삼성전자는 작년 9~10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인 코레
(Core)스포츠와 명마(名馬) 구입 및 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현지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10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컨설팅 비용은
280만유로였다.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를 육성하는 사업에 지원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
▲ 차은택 기획한 문화창조 '최순실 예산' 내년에만 27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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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대기업,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수십억 건넸다"
- 기업의 일부 뭉칫돈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씨 모녀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것
- 검찰 관계자는 “일부 돈이 간 것으로 확인돼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
▲ CJ가 1조4000억 투자한 K컬처밸리는 차은택 주력 사업
-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에 CJ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계획을 실행 중
인 것으로 확인. CJ그룹이 차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시기와 겹침. CJ그룹이
이 회장 구명을 위해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 CJ그룹은 겉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각각 8억원과 5억원을 출연. 이 회
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

시 안
크
릿

11.2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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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한국

주요내용
▲ 학교 50일 출석한 정유라, 졸업 때 공로상

11.2

시 안
크
릿

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 시작과 끝에 박 대통령이 있다
청와대 모금 지시로 설립된 재단
미르재단 사무총장 사퇴 종용한 대통령
재단에 수시로 전달된 대통령의 의중
최순실씨에게 기밀자료 넘긴 대통령
안종범 "이 사항은 VIP께 보고하지는 말아달라"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케이
스포츠재단 관계자를 만나 “포스코 회장에게 얘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
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현재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
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이 사항은 VIP께 보고하
지는 말아 달라.”
- 포스코로 하여금 ‘배드민턴단 창단’대신 ‘여러 종목을 모은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쪽으로 일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포스코는 지난 1월 만들어진 케이스포츠
재단에 19억원을 출연
- 청와대 경제수석과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이 포스코와 배드민턴단 창단을 주제
로 나눈 이 대화의 시발점은 역시 최순실씨. 최씨는 2월 초중순께 더블루케이에 스
포츠단 창설 관련한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 → 고영태 더블루케이 상무와 케이스
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달라붙어 기획안 작성 → 조아무개 전 더
블루케이 대표는 맞춤법 등을 손봐 최씨에게 보고서 전달 → 최씨는 기획안 3부를
복사한 뒤 맨 앞에 조 전 대표의 명함을 끼워 어디론가 들고감
- 며칠 뒤, 조 전 대표는 포스코 쪽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날 약속. 조 전 대표는
이 회사 고 상무, 노 부장과 함께 포스코에 감 → 포스코 쪽 황 사장의 반응은
‘의외로’ 부정적, “제안서를 받기 어렵다”고 말함. 이미 운영중인 축구선수단과 바
둑선수단이 거절의 이유 → 며칠이 지난 2월26일 롯데호텔에서 안 수석과 케이스포
츠재단 인사들이 만남.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함
▲ 박 대통령, 해외순방중 미르재단 인사까지 지시했다
- 이성한 전 총장 ‘사퇴과정’들어보니 안종범 수석이 멕시코 순방중에 전화. "대통령
께서 그간 수고했다 전하라 해"
- 실제 안 수석은 그달 16일 직접 이 사무총장을 만나 사퇴 의사를 다시 확인. 그리고
두 달여 뒤인 6월29일 이 사무총장은 직위해제
▲ 안종범, 부영 회장과 "70억 지원" "세무조사 편의" 뒷거래
- K재단 회의록 입수…검찰 수사 착수
- 안 전 수석, 지난 2월 이중근 회장 만나 추가지원 요청, 이 회장 “돕겠다…세무조사
도와달라” 노골적 요구, 보고받은 최순실 ‘조건 있으면 놔두라’지시로 불발
-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부영 모두에 ‘제3자 뇌
물제공·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
-

▲ 최순실, '정윤회 측근 역술인'이 만든 유령법인에 세제혜택 '입김' 의혹
- 정윤회씨의 측근 역술인이 운영하는 유령 법인에 정부가 3년째 세제 혜택을 주고
헤럴드경제
있는 것으로 드러남. 기획재정부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을 세제 혜택 대상
으로 선정해 최순실씨의 입김이 기재부에까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논란된 문화융합벨트 예산 전모 보니..송성각 엉터리 답변에도 일사천리 8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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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컷뉴스

▲
▲
-

이데일리

▲ 김기춘 前 비서실장 "최순실도, 靑자료 유출도 모른다"

뉴시스

안종범, 부영 회장과 '80억-세무조사' 뒷거래
부영 "최선 다해 도울테니 세무조사 막아달라"
"K스포츠 실소유주는 최순실" 결정적 자필 메모 발견
태권도 시범단, 남북교류사업 등 지시.."내가 어떻게 아나?" 정면 배치

▲ 안종범 "재단 설립·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정책조정실 직원→기업으로 모금 지시 전달
- 사정당국 "안종범은 최순실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얘기"

MBC

▲ 안종범 자택서 핵심 증거 발견 "관계자 진술도 확보"
- 안 전 수석이 최근 지인들에게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말

KBS

▲ "장시호, 김종 차관과 직접 일 협의했다"
- 스포츠 엠의 주소지와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이전 주소지가 동일
- 업계 관계자는 장시호 씨가 당시 김 종 문체부 차관과 여러차례 직접 통화하는
걸 봤다고 증언

SBS

▲ 계좌 7개로 돈세탁 정황..사용된 수법
- 비덱 스포츠는 KEB 하나은행 독일법인과 코메르츠방크, 도이체방크 등에 3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 개설된 계좌는 3000으로 끝나는 코메르츠방크 계좌 등 확인
된 것만 7개
▲ "린다 김, 靑서 수차례 만났다"
▲ 침대 2개는 청와대 관저로 갔다
- 2013년 3월 4일에 구입한 669만 원 짜리 침대는 박 대통령의 취침을 위한 것.
넉달 뒤 청와대는 80만원 짜리 침대를 하나 더 구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대
▲ 김종 한마디에 일감 '몰아주기'
- 지난 5월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보낸 공문에서 장
애인펜싱팀 창단 업무를 사실상 대행사에게 맡기라는 내용, 이런 지시 배후에는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 "차관 주재 티타임을 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장애인 쪽도 있
으니까 해봐라. (누가.) 김종 차관님이시죠."
- 실제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 업무 대행을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
인 더블루K에 맡김, 3개월 뒤 문체부는 직원 1천명 이상 공공기관 54곳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실업팀 활성화 방안'도 내놓음
- 장애인 실업팀 창단과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조건으로 세금 공제와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것. 그런데 장애인 실업팀 창단 경험이 있는 대행사는 더블루K 단 한 곳 뿐
김 전 차관의 지시로 문체부가 더블루K에 공공기관 대행 독점권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시 안
크
릿

11.2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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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
▲
-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동아

'의상실 몰카' 고영태가 2년 전 촬영.. 최순실과 사이 나빠지자 언론에 제보
정유라, 초등 6학년때 4개대회 혼자출전 1등
참가선수 3인이상→1인이상 당시 승마협회 수상한 규정 변경
미르재단 이사 지낸 송혜진 후임교수에 김상률 부인 추천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과 교수 출신인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이
자신의 후임 교수 자리에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56)의 부인인
오경희 씨(55)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 올해 7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방송 사장에 송 교수를 임명
▲ 김종 추진 K-스포츠 타운, 장시호 연루 의혹
- 문체부의 ‘K-스포츠 타운 조성’ 문건에는 문체부가 민간 투자를 받아 스포츠
교육·체험 목적의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 문체부는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K-스포츠 타운 조성 계획을 밝힘
- 문제는 김 전 차관이 기획한 K-스포츠 타운과 장 씨의 사업이 절묘하게 맞닿는
다는 점. 장 씨는 정부 발표를 예상한 듯 지난해 6월 주도적으로 한국동계스포
츠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를 총괄. 올해 3월에는 영재센터 직원 명의로 더스
포츠엠을 설립. 영재센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문체부 산하 기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우수한 체육 영재를 조기에 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
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 문체부가 K-스포
츠 타운을 계획하며 표방한 ‘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
성·홍보’와 똑같음

▲ "문체부 공익사업적립금, 차은택 쌈짓돈으로 쓰였다"
- 체육·문화·예술 인재 육성, 소외계층 문화 지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써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공익적립금)이 차은택씨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
▲ 고영태, GKL 사장 인사권 흔들고.. 카지노선 '돈세탁' 정황
-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정권 초기부터 ‘GKL 사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으며 나중에는 강남의 한 주점에 당시 사장을 불러내기도 했다”면서
“고씨는 ‘(사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날려 버리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
자는 “고씨가 ‘세븐럭’ 카지노에서 환전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 정유라 '금리 특혜'도 받았나
- 금감원, 0%대 초저금리 의혹 조사.. 금융소비자원 "은행 관행상 이례적"
▲ "장시호 회사서 스키·빙상 이벤트행사 일감 전부 가져갔다"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前 회장 밝혀,장씨 당시 문체부와 접촉 도맡아 이권 따내
상당한 수익 챙겼을 것

시 안
크
릿

1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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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세계

▲ 최순실, 기무사령관 인사까지 개입했나
-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육사 37기 동기생인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
령관의 경질성 인사가 대표적인 사례.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
으로 부임했다가 1년 만인 2014년 10월 돌연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사실상
좌천된 후 지난해 군복을 벗었다. 기무사령관은 최소 1년6개월가량 자리를 유
지하는데 최씨가 박 회장의 군내 라인을 밀어내고자 관행에 어긋난 인사를 밀
어붙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
▲ 레이더 개발 업체 선정 '최순실 입김' 작용 의혹
- 외국 방산업체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
이더 개발에도 개입한 의혹
- 이에 대해 방사청은 “당시 한화탈레스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능동 위상 배
열 레이더를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이라며 최
씨 개입설을 일축. 한화 측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거쳐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결
과”라고 설명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1.3

언론사

시 안
크
릿

일시

한겨레

▲ '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돈 빼갔다
- 최순실씨가 귀국 뒤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행적이 묘연했던 ‘31시간’사이, 케이비
(KB)국민은행의 한 지점 창구에 직접 가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실
시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인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 주요 인물들은 뺀 채 차
은택씨와 법인들의 계좌만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

한국

▲ 최순실, K스포츠재단 직원 인사도 개입했다
- 정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씨는 2~5월에 이력서를 수시로 내려 보내 면접을
보게 함. 최씨는 이력서마다 대외협력본부, 인재양성본부 등 구체적인 부서와
본부장, 부장 등 직위까지 명시해 사실상 채용은 최씨 의중에 따라 결정됐다고
정 전 사무총장은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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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매경

▲ 朴-대기업총수 7명 독대, 모금 요청했나
- 檢,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
을 차례로 독대한 사실이 기록된 업무기록 확보

연합뉴스

▲ 이화여대, 정유라 뽑으려 승마 특기생 선발 역주행?
- 승마계에 따르면 승마 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뽑는 대학은 전국에 10곳 안팎.
비인기 종목이고 선수층이 얇아 승마 특기생 제도를 없애는 대학이 수년간 이어짐

뉴시스

▲ 정유라 중학교 출결도 '엉망'..승마대회 출전 13일, 공결이 출석 '둔갑'
- 선화예술학교가 주 6일제를 2011년까지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씨는 일요일을
제외한 총 13일을 승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쉬었다. 하지만 이 기간 정씨
출결이 공결처리된 날짜는 하루도 없음

뉴스1

▲ CJ, K컬처밸리 건설 자금 330억 '조세피난처'서 조달했다
-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외국인투자회사가 전량 사들이는 방식.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인데 이 회사는 최근 CJ 그룹이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받은 방사완브라더스와 관련 있는
곳으로 전해짐
- CJ가 이들의 자금을 투자받아 외국인기업으로 등록한 뒤 정부로부터 1%대의 저
금리 혜택 등을 받게 된 만큼 특혜 논란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노컷뉴스

▲ 최순실, '인천공항사장·감사위원·조달청장' 인사 개입
-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최 씨가 올해 초쯤부터 감사위원과 조달청장, 인천공항
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귀띔
-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은 박완수 전 사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퇴하면서 공석이었으며, 진영곤 감사위원도 지난 2월
14일부로 퇴임을 앞둔 상황
- 하지만 조달청장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김상규 당시 조달청장이 무리
없이 1년 7개월째 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김상규 당시 조달청
장이 취임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최 씨가 조달청장을 추천해보라고 해서
의아했다"
- 하지만 올해 2월 실제로 감사위원과 조달청장,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 김상규 전 조달청장이 감사위원으로, 정양호 전 새누리당 산
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이 조달청장으로, 정일영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
- 최 씨가 진 전 감사위원의 퇴임 시기와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공석인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조달청장이 바뀔 것이란 사실도 미리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시사저널

▲ 최순실, KEB하나은행 금융거래서 특혜 의혹
- 압구정중앙지점 대출·지급보증 집중 제공.."개인에게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은
이례적"

시 안
크
릿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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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SBS

▲ "인사만 했는데"..논문에 이름 올린 최순실
- 연구 책임자는 아동심리학계 원로 학자인 김 모 교수, 김 교수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이사로 재직한 걸로 확인. 최 씨의
허위 연구실적을 만들어준 김 교수 뒤에는 정수장학회가 있었던 셈

JTBC

▲ "잘라라" 김종 말 거부 뒤..체육인재재단 해산
- 2014년 여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송강영 이사장을
만나 사무총장의 경질을 요구. 뚜렷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아 김 차관의 요구를 거부
-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넘김. 곧이어
체육 인재육성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K스포츠 재단이 출범

▲ 짜여진 각본 'K밀사업'.."미르재단, 실무회의까지 모두 관여"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5월 아프리카 순방 당시 해외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한식과
쌀 가공식품을 알리는 K밀 사업을 추진. 농식품부가 주관을 맡았지만, 실제 전
과정은 미르재단의 주도로 진행.「K밀을 비롯해 해외원조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했고,」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 가공제품이 추천
▲ 梨大 서류점수 하위권 정유라, 면접 최고점 받아 '턱걸이 합격'
- 서류평가 800점 만점에 350점.. 20% 배정된 면접서 192점 1등"서류 50점 높은
수험생 불합격"
▲ K스포츠, SK에 80억 요구때 "독일로 돈 직접 보내라"
- K스포츠재단이 올해 2∼4월 SK그룹에 추가 출연금 80억 원을 요청할 당시 최순실
씨의 개인 기업인 독일 ‘비덱’또는 ‘더블루케이’로 직접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

시 안
크
릿

MBN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700억원 과천 경마장 테마파크사업도 차은택 작품?
- 마사회가 700억원을 들여 경마장 내에 조성한 테마파크 '위니월드'. 이곳의 설
계와 컨텐츠 제작 및 설치 그리고 운영 용역 모두 차은택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회사
연합뉴스TV
- 110억원 규모의 설계와 컨텐츠 제작 사업은 차 씨와 거래해온 C사가 다른 4개
회사와 경쟁한 끝에 최종 낙찰. C사는 차 씨가 한국관 영상감독을 맡았던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전시 감독을 했고, 차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일 때는 문
화창조벤처단지의 한식문화관 조성용역을 수행

동아

11.4

서울경제

한국

▲ 김종 前차관 "朴대통령이 누슬리 접촉 지시"
▲ 장시호 출국금지.. 부하직원 속여 차명회사 차린 후 이권 챙겼다
- K스포츠 국제행사 진행 맡은 ‘더스포츠엠’ 장씨가 주인인 듯, 자금 빼돌리려 급
조한 의혹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통해 문체부 예산 11억 특혜 받기도
▲ "차은택, 하청업체 여러 곳서 거액 리베이트 수수" 의혹
-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차씨가
실소유주 회사로 지목된 광고영상제작업체 ‘엔박스에디트’의 하청업체인 T사와 B
사 등으로부터 차씨 측에 의심스런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 2012년 2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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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립된 엔박스에디트는 문제의 ‘늘품체조’동영상을 만든 업체로, 차씨 측근인 송
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였던 머큐리포스트와 주소지가 동일해 사
실상 차씨가 세운 ‘유령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
-

시사저널

▲
-

▲
▲
머니투데이

-

11.4

시 안
크
릿

▲
▲
-

최순실 조카 장시호, 아들 원정출산 '의혹'..이중국적 취득
'무능한' 더블루K, 선수 3명 관리도 못해 계약해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거래 하나은행 지점서 특혜 의혹
최순실씨와 취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구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
지점에서 나란히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
대한체육회 내부보고서 K스포츠재단에 유출 의혹
K스포츠재단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올해 3월 작성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클럽
기획안의 주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 일부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음. K
스포츠재단이 대한체육회의 내부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의혹이 제기
최순실 귀국 후 31시간 동안 은행서 찾은 돈은 5억
최씨는 찾은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
청담고 前교장 "정유라, 박태환·김연아처럼 되게 도와줬다"
정유라씨는 고3 때 실제 학교에 등교한 날이 28일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역시도
정씨의 졸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연간 대회 출전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교육당국의 지침도 어김
승마협회가 정씨의 출석인정을 위해 학교에 발송한 공문 중에는 선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년 3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가대표
훈련으로 인해 수업을 빠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정작 공문은 3월31일에 접수돼 정씨가 미리 결석을 한 후 공문으로 출석일수를
끼워맞추려 했다는 의혹 제기
정유라, 고1·2때 '공문없이 조퇴'하고도 출석인정
'비덱' 2대 주주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의 주주명부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대 주주로 드러남
"K스포츠, 청와대 수석실 반대에도 해외순방 관철"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구성된 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은 태권도 시범
단이 꾸려지기도 전인 지난 3월에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에 따라가겠다며 청와대
측에 홍보영상을 제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뉴시스
노컷뉴스

KBS

YTN

채널A

▲
-

▲ "모철민 프랑스 대사가 미르 소개"
- 대기업 강제모금 창구였던 미르재단의 첫 사업은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와의 양해
각서 체결. 미르재단의 MOU 체결은 현 정부 초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직접 주선한 사실이 확인. 청와대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까지
동원된 것
▲ 문체부, '崔 커넥션' 인정..730억 예산 삭감
- 자체 진상조사 방침 사흘 만에 내년 예산 가운데 730억 원을 깎겠다는 셀프 삭
감안을 제출, 5개 사업은 아예 폐지, 문체부가 최 씨와의 '커넥션'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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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동아

▲ 정호성외 '문고리 2인'도 靑기밀 유출 연루
-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등 참모들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개설한 공용 e메일로
최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하고, 일부는 문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삼성 35억 통째로 노렸다"
-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독일에서 최 씨 모녀를 지켜 본 박재홍 전 한국마
사회 승마팀 감독은, 삼성이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최 씨의 스포츠마케팅 회사에
35억 원을 건넸지만,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10억짜리 말을 구입하는 것 외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한국

뉴스1

SBS
11.5

▲ '대통령 순방 기획' 광고사, 최순실 소유 정황
- 최순실 씨 개인회사인 더 블루 K의 대표를 맡았던 조모 씨가 최씨와 면접을 본
건 지난 1월 3일. 합격 통보를 받은 조씨는 최씨가 소유한 카페 테스타로사에서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 그런데 당시 조씨 서류를 받은 건 광고기획사 플레이그
라운드커뮤케이션즈의 관리부 직원 엄모 씨로 확인
- 그동안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차은택 감독 측근인 김홍탁씨가 대표로
있어 실소유주가 차씨로 알려졌으나 최씨가 더 블루 K에 이어 플레이그라운드
까지 지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
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 "롯데·부영 '70억 비밀' 풀렸다"
- 지난 2월 26일 K스포츠재단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함께 부영그룹 이
중근 회장 등을 만난 뒤 작성한 회의록에 경기 하남시에 체육인재 육성 거점
시설을 건립하는데 부영그룹이 70억~8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담김
- 포스코그룹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던 정황도 확인. K스포츠재단은 석달 뒤 롯데
그룹에도 부영그룹과 똑같은 제안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냄
- 이런 대기업 추가 모금은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회장 노릇을 했던 최순실 씨의
기획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전해짐
▲ "최순실 인맥은 연봉 2배"..충성 요구
-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은 K 스포츠재단의 돈줄을 관리한 이모 부장과 장모 대리.
경리 담당인 장 대리 역시 과장급 연봉을 보장. 특히 장 대리는 안종범 전 청
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사실 등을 숨기려 정현식 전 사무총장에게 회유 문

시 안
크
릿

JTBC

▲ 최순실, 차명계좌로만 금융거래.. 재산규모 철저하게 숨겼다
-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재단에서 더블루K 등 최씨 개인회사로 흘러간
흔적을 캐던 중, 거액이 오갈 때에는 최씨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
래를 해 자금 이동을 철저히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남. 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는 거의 없었다고 함
▲ 차은택, 1억5천 보험대출 등 자산 현금화 서둘러
- 생명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차씨의 부인 오모씨는 전날인 4일 서울 강남의 이
보험사 지점을 찾아 차씨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의 계약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
▲ 안종범 전 수석,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 재단 모금 관련 허위진술 강요했다
- 안 전 수석이 열흘 동안 100통 넘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고 재단설립 책임은 전경련에 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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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
▲
-

-

▲
-

11.6

▲ 최순실, 패럴림픽도 손대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실상 최순실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문체부를 통해 ‘가이드러너(시각장애인 동행 파트너)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지원금 5억 원을 타내려고 시도. 문건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이라고 적혀 있
음. 최순실씨가 동계패럴림픽과 관련해서도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시 안
크
릿

중앙

자메시지를 대신 보냈던 인물.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과 사무실도 따로 쓰며
최순실 씨를 보좌
"崔, 체육관 220개 세워 예산 노렸다"
"전국에 (스포츠센터를)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5개…내후년까지 22개까지 늘리
고 2020년까지 220개 늘린다. 이런 계획… "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도 '崔의 손'
당초 올림픽이 끝나면 워터파크 등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2014년 5월, 문화체
육관광부가 돌연공사비 절감을 강조하며 임시구조물로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
뒤 철거하도록 설계 변경을 지시, 그러나 정작 설계 변경의 근거가 된 '공사비
절감 계획 보고서'는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나 만들어짐
특히 당시 보고서를 만든 문체부 자문교수 4명은 모두 경기장 건설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설계 변경 때 스위스의 임시구조물 전문 업체인 '누슬
리사'의 연구 용역 자료를 적극 검토하게끔 했다"고 말함.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테스타로사, '아지트' 아닌 '돈벌이용'
최 씨는 카페 테스타로사를 전국 220곳에 건립하려 했던 'K스포츠클럽'에 입점
시켜 독점 영업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짐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세계

▲ 검찰 수사망 좁혀오자.. 차은택 '알짜 부동산' 급매 시도

JTBC

▲ "정호성 휴대전화에서 최순실 육성 파일 발견"

SBS

▲ 직접 독일 간 삼성 사장..최순실과 사업 논의
-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직접 가서 최순실 씨의 사업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 삼성 법무실 수석 변호사까지 대동
- 쿠이퍼스 대표를 코레스포츠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문제와 한국 승마선수의 전지
훈련 문제들을 논의
▲ 삼성 지원 이유 묻자.."대통령이 정유라 아낀다"
▲ "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 쿠이퍼스 대표는 당시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
고 말함. 또 삼성이 독일에서만 2천200만 유로, 우리 돈 약 280억 원을 지원하
기로 돼 있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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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이런 지원 계획이 추진된 지난해 삼성은 방산 계열사를 한화로 매각하고 지주회
사격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던 시기입니다.

세계

11.7

▲ 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 최순실 씨가 지난해 말까지도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개최 여부와
내용 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
▲ 정부 60억 스포츠도시 계획, 최순실案과 판박이
- 더블루케이 "지역 스포츠거점 육성" K스포츠재단에 7억 연구용역 제안. 문체부
같은 주제로 20억 예산편성.. 최순실 일가에 '이권 몰아주기' 의혹
- 문체부 올들어 '강릉 빙상도시' 거론.. 장시호 사업 연고지 지원 가능성
▲ "마사회 '정유라 특혜' 알고도 지원"
- 녹취록에서 박 전 감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 회장은 100% 알고 있
었다. 최순실이가 시켰다 어쨌다 이런 것을. 최순실과 현 회장은 100% 연결돼
있다. 현 회장이 독일 파견을 결재했고 독일 현지에서도 하루 속히 출국해 승
마장을 인수인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출국을 서둘렀다”고 주장. 이는 현
회장이 그동안 어떤 이해관계 없이 승마협회의 요청에 따라 박 전 감독을 파견
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내용
▲ EBS, 정부 압력받고 장시호 ‘동계 영재센터’ 후원 보도
- 더민주 최명길 의원은 EBS가 정부 외압으로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행사를 후원, 정식 후원이 아닌 무단으로 EBS 상호를 도용했을 때도 항의 없이
홍보성 기사를 보냈다고 밝힘
▲ 민심 듣는다던 박대통령, '세월호 망언 목사' 만났다
-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망언 ‘으로 물의를 빚은 목회자. 김 목사는
2014년 5월 1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
렇게 (세월호를)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
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
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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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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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 정호성, 최순실과 통화 녹음
- 검찰이 확보한 압수품 중에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최 씨와 협의한 내용을
연설문이나 정책 문서 수정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짐
▲ 친박 의원 '차은택 청부 입법'
- 올해와 내년 예산을 합치면 2천억 원이 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차은택 씨가 개입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 사업들에
정부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문체부가 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청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

문화

한국

한겨레

▲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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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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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와 문예
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힘
- 당시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이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그해 10월 부임한 정
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었다고 이 관계자들은 증언
▲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기록 감추기"
- 문체부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하달된 것은 2014년 여름(7~8월)께다. 홍성담 작가가 그린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뒤이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런 상황에서 11월 이후 본격적인 리스트가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하달

시 안
크
릿

11.7

▲ 최순실, 포스코에도 50억~60억 지원 요구했다
- 정상 창단비의 서너배…해외훈련 맡기라 요구, 황은연 사장 “내용 합리적이지
않으면 문제 생겨”거절

SBS

▲ '정유라 특혜' 교수에 파격적 특혜 준 문체부
-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경숙 학장은 2014년 6월 말 대한체육회 심판위
원장에 선출. 아마 스포츠 전체 종목의 심판을 총관리하며 연간 예산 약 50억
원의 집행을 감독하는 자리로 체육회장도 해임할 수 없도록 임기 4년이 보장.
김학장이 엘리트 선수도, 심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 당시에 자격 논란이 제기
- 이로부터 석 달 뒤 정유라 선수는 승마 특기자로 이화여대 전형을 거쳐 합격
- 2015년 6월 김학장은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대한체육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 지난 3월에는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체육회 이사 자리에 김 학장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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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파격적인 잇단 특혜에 대해 문체부, 특히 스포츠 대통령
으로 불린 김종 전 차관이 깊숙이 개입된 게 거의 확실하다고 폭로
- 김 학장은 또 정유라 선수의 입학 전후에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이례
적으로 4차례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JTBC

▲ 최씨 사단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극우 글' 보고
- 최순실 사단의 핵심인물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이런 글을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채널A

▲ 최순실 한류스타도 헐값 섭외?
- 중국 내 한류 열풍을 활용해 사업을 키우려고 연예계 인맥까지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 연예인 인맥 관리는 K스포츠 재단 이모 부장이 맡아

11.8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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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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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최순실, 청와대 수석회의 일정·의제도 지시
- 검찰이 최근 압수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의제 등을 최순실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녹음
된 파일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 롯데 70억 더 내기 전 '수상한 만남'..박 대통령, 구체적 지원요청했나
- ‘최순실 의혹’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조사 과
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월말~3월초께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을 확보.
이 시점은 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의 내사 대상에 올라있던
때.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
에서 제보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대
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中
▲ 안종범, 두번이나 법 바꿔 '창조경제조직' 장악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전격 합류. 이후 올 5월 안종범씨가 경제수석에서 정책
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지 한달만에 이 법은 '정책조정수석'까지 합류하
도록 또다시 개정
▲ 최순실 동생 최순천씨 가족도 '페이퍼컴퍼니' 활용 의혹
- 서양네트웍스 최대주주는 유령회사? 인수 2주전 네덜란드서 등록돼.. 탈루 의혹
▲ 안종범 "민정만 제 역할했어도" 불만 토로
▲ "K컬쳐밸리에 야당은 오지마"..청와대의 뒤끝
-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야당 소속인 지역구 의원
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
▲ "최순실, 삼성·한화 빅딜 승인 대가 거액 요구"
- 검찰이 삼성의 방산업체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 과정에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 검찰은 삼성의 방산업체 매각을 돕는 대가로 최 씨가 승마협회
보고 있음
▲ 미리 짠 삼성-최순실..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 최씨 소유 회사에서 짠 승마선수 전지훈련 계획이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승마
협회의 계획과 일치

뉴스1

노컷뉴스

MB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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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JTBC

▲ 청와대 최순실 사단, 여당 인사 동향까지 '보고'
-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의 SNS 단체 대화방. 선임 행정요원인 김모씨가 청와대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이의 갈등을 다룬 글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정황
▲
▲
-

채널A

▲
-

▲
-

국민

▲ "롯데 압색 전날 70억원 반납은 안종범 지시"
-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아냈다가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 되돌려준 것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에 따른 것.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롯데 수사 정보를 미리 듣고 조치한 것으로 보
고 구체적 경위를 확인 中

동아

▲ 안종범 "VIP 관심사항이다".. KT에 차은택 측근 채용 압력
-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문화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광고전문가 이동수씨를 KT IMC(통합마케
팅)본부장(전무)에 앉히기 위해 황창규 KT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 안 전 수석
은 당시 황 회장에게 “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며 인사 청탁
▲ 유진룡 "최경환, 차은택이 하는 모든 사업에 예산 몰아줘"..최경환 "사실무근"

중앙

▲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70억 반환..누군가 K스포츠에 수사정보 흘렸나
- "주요 압수수색 민정수석에 보고"

세계

▲ 황금알 사업에도 손 댄 최순실.. 검 칼날 카지노까지 향하나
- 최씨 측이 GKL에 장애인 펜싱 선수단 창단을 압박한 배경과의 연관성도 주목.
GKL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

한겨레

▲ 박대통령 올 2월18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검찰 수사
- 작년 7월 24~25일 독대 때 미르 지원요청 이후 두 번째, 박대통령, 전날엔 정부
행사서 최순실·차은택 사업 홍보
- 이날 만남에선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했을 가능성

시 안
크
릿

11.9

입 연 최순실 "대통령이 먼저 부탁"
박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
정유라 훈련에 예산 '1000억' 편성
올림픽 유망주들에게 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승마협회가 추진한 '
중장기 로드맵'.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
그런데 문제의 로드맵을 최초로 작성한 게 승마협회가 아니라 한국마사회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하지만 최근 검찰에 소환된 승마협회 김모 전무는 "마사회가 로드맵 초안을 작성
했고, 당초 100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진술
최순실 측근에 '6억 말' 제공 특혜
최순실 씨 모녀의 독일 연수에 동행한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 지난달 전국체
전에 광주광역시 소속으로 참가한 박 씨. 박 씨의 말 '아딜롯'은 6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몸값을 자랑, 아딜롯은 마사회 소속
"돈도 실력" 정유라 혼자 말 4마리
정씨는 2년 전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혼자서만 말 네 필로 출전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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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우병우 민정수석실, 최순실에 '롯데 압수수색 정보' 흘렸나
- K재단, 압수수색 바로 전날 70억 돌려줘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성과 목마른 검찰
보다 사정 총괄 민정수석실 개입 정황 제기
-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우 전 수석 재소환 불가피

한국

▲ 前 청와대 관계자 "미르·K재단 기획자는 VIP"
- 朴대통령이 최초 발의 기업 자발적 모금 취지로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
- 창조경제 성과 과욕이 원인, 최순실 끼어들면서 사달

헤럴드경제 ▲ 최순실 드나들던 강남 성형외과 원장, 서창석 병원장이 7월에 서울대병원 교수로 '결재'

뉴시스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 부동산 더 있다
-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동범씨(최순실씨 제부)는 지난 2013년 6월 SH 서울주
택도시공사가 분양한 서울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 업무시설용지 2313㎡를 낙찰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뉴스1

▲ 17개 창조경제센터 모두 '재단'..자산이 '10만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자산금 100만원으로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드러남. 이 가운데 경기와 경북 등 5개 센터는 달랑 10만원으로 재단을 설립.
통상 재단법인은 수억원의 재산이 확보돼야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

머니투데이

▲ 梨大 데자뷔..정유라 사촌 장시호도 연세대 특혜 의혹
- 연세대(이하 신촌캠퍼스)는 1998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 항목에 '기타종목'을
추가. 이후 1998학년도에 장시호씨가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

노컷뉴스

▲ 차은택 광고사 강탈, 안종범 "대통령 지시 따랐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 지목한 업체는 차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모스코스'

시 안
크
릿

11.9

스포츠경향

▲ '최순실 성형외과' 화장품 관계자 "VIP도 우리 제품 사용"
- 최순실씨가 자주 다닌 성형외과 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올해
유명 면세점에 잇따라 입점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와 ‘VIP와의
관계’를 언급한 관계자의 발언이 나옴
- “ ‘VIP’도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세점 입점도 청와대 쪽과
의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

MBC

▲ '삼성·한화 빅딜' 정호성 전 비서관 개입 정황 포착
-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출신 학교 학맥을 통해 공정위 심사와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 중"이
라고 말함

JTBC

▲ 최순실 일가 진료 병원에 '동시다발 정부 지원'
- 서울 강남의 이른바 프리미엄 병원 '차움'과 관련된 내용. 홈페이지에 보면 이
병원은 '미래형 안티에이징 라이프 센터'라고 스스로를 소개. 안티에이징은 노
화방지. 이 병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의 연구소에서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
보고가 열렸고 이후 각종 사업 승인과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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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이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최순실씨가
대리 처방 받아 갔다고 폭로
▲ 순방 동행·청와대 납품..성형외과도 특혜 의혹
- 서울 강남의 한 소형 성형외과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따라갔고,
이 병원 제품이 청와대의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알고보니 최
순실 씨 모녀가 다닌 병원

MBN
채널A

▲ 차은택 재산, 3년 새 100억 이상 늘어
- 차은택 씨는 서울 강남 곳곳에 200억 원 상당의 알짜 부동산을 소유. 차 씨의
이 같은 재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100억 원 이상 늘어
▲ 최순실 "대통령이 먼저 도와달래서"

▲ 안종범 "박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
▲ 최순실 단골 의사, 청와대에도 드나들었다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다녔던 차병원그룹 계열의 차움병원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진료를 한 것으로 10일 확인
- 차움병원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강남의
차움병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해 치료
▲ "현명관-최순실, 정유라 독일 승마 지원 '중장기 로드맵' 같이 계획" 증언 나와
-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단 감독은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 현명관 회장과 최순실씨가 함께 계획하고 공
유했다는 취지의 발언

시 안
크
릿

경향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최순실 사단, 사립대 교수 임용에도 입김?
-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는 지난 6월 교수 임용공고를 내고 하 모 씨를 뽑았는데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어디에도 하교수의 프로필을 찾을 수 없음
- 하 교수를 채용한 이 대학교는 채용 직전인 올해 5월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선정

11.10

국민

동아

매경

서울

▲ 崔 비밀회사 대형금고 2개, 구치소 수감 중 증발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K빌딩 9층에서는 대형금고 2개가 증발
▲ "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캐고도 후속조치 안해"
▲ 檢 "안종범, 롯데 70억 송금사실 몰랐다"..또다른 경로 의혹
- 안 전 수석이 K스포츠재단에 전화를 걸어 "70억원을 돌려주라"고 요구한 시점엔
이미 돈이 롯데 측에 반환되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 재단 회계내역에 따르면
재단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롯데에 70억원 전액을 반납했다. 롯데에 돈을 반납
하기 위해 65억원짜리 정기예금까지 해지
▲ "이재만도 '논현동 靑회의' 참석".. 문고리 3인방 구속수사 불가피
- 崔 사무실서 매주 2~3시간 회동, 책상 위엔 항상 대통령 보고자료
- 사업계획서 만들면 그대로 靑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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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조선

▲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 정호성 폰에 朴대통령 목소리
-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

한국

▲ 차은택에 이권 몰아주려 포스코 광고계열사 팔았다
- 포스코가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를 중소업체인 C사에 매각한 것은 애초부터 차씨
측에 이권을 몰아주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 C사를 징검다리 삼아서 차씨
측에 포레카를 넘기고 포스코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쪽으로 ‘사전 각본’이 짜
였다는 것
- 검찰은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도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

한겨레

▲ 최순실 담당의사 "매달 청와대서 대통령 영양주사 놨을뿐"
- 박 대통령 자문의 김아무개씨 단독 인터뷰, “한달에 한번 청와대로 가 대통령
진료” “대통령 오른쪽 입 주위 자주 멍들어…보톡스 의심”
▲ 차은택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 실제 주인은 최순실
- 지난해 10월12일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는 차 감독과 가까운 제일기획
출신의 김홍탁씨다. 이 때문에 한동안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차씨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최씨가 실제 소유주로서 재무이사와 재무팀장을 앉혀 자금관
리까지 해왔던 것. 또 최씨는 김 대표와 이 회사 이사로 등재된 김성현씨를 통
해서도 수시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

뉴스1

▲ 식약처, 최순실 관련 불법의혹 병원 '마약류 관리' 조사
- 강남구 논현동 '김00 성형외과'의 경우 최근 언론과 접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관리대장을 파쇄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가 사실여부 조사를 시작
▲ 국고 3억 투입 영재육성, 장시호 개인학원처럼 운영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훈련비
명목으로 이미 3억원 가까운 국가 예산을 가져다 썼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BS

▲ "태블릿 PC, 최순실 생일선물로 건넸다"
- 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구입해 개통한 시기는 2012년 6월 22일. 검찰은 김 행
정관이 태블릿 PC를 구입한 시기에 주목,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이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기 때문
- 며칠 뒤 태블릿 PC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최 씨인 것으로 확인
- 故 이춘상 보좌관이 사용한 흔적은 찾지 못해
▲ 에르메스-루이비통 옆 '수상한' 화장품 매장
- 존 제이콥스, 최순실 씨 모녀가 다니던 성형병원 원장의 처남이 소유한 업체,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시 안
크
릿

11.10

언론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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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BS

▲ 독일서 정유라 전용 승마장 구입 추진
- 쿠이퍼스 대표는 개인 전용 승마장을 사주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다며
정 씨가 최 씨에게 고집을 부렸다고 승마장 구입 이유를 전함. 쿠이퍼스 대표
는 이 과정에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유라씨와 독일인 코치를 직접 만
나 구체적 논의도 진행. 당시 매물로 나온 승마장은 평균 백 만 유로, 우리 돈
12억 원을 넘는 금액
▲ "삼성, 최순실 측근과 '정유라 지원' 기획"
- 지난해 여름 독일 프랑크푸르트, 로베르트 쿠이퍼스 헤센주 승마협회 대표는
한국 승마 선수 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 임원들과 만났고 이 자리에는
삼성 임원들과 함께 르블랑홀딩스란 회사의 직원들이 동석
- 르블랑홀딩스 대표는 윤영식, 최순실 씨의 통역이자, 정유라의 독일어 선생님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윤 씨가 삼성과 함
께 정유라 지원 사업을 기획

JTBC

▲ 최순실 일가 다닌 또다른 병원..현 정부서 두각
-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차움 의원
-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차병원의 연구소에서 6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
- 박 대통령이 지난 5월과 9월 이란과 중국 방문할 때 차병원은 경제사절단으로
뽑혔고,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음

YTN

▲ 정부 산하 기관, 차은택 실소유 의혹 광고사 지원 논란
-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은 해양수산 분야의 최대 행사인 '바다의
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4일 해운조합과 선주협회, 수협
중앙회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내용은 이들 3개 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홍보영상물 제작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 그리고 하루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1억 5,200만 원짜리 사업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

시 안
크
릿

11.10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경향

▲ 최순실 특혜 의혹 김OO 성형외과, 프로포폴 공급내역 보니
- 서울 강남 성형외과 ‘김OO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해당 의원은 2013년
부터 3년간 8차례에 걸쳐 마취제 프로포폴을 공급
▲ 최순실, '복지부 찍어내기'도 개입 의혹
- 최씨, 단골병원 차병원 숙원사업 ‘복제배아’규제 완화 ‘입김설’
- 반대한 공무원들 ‘경질성 인사’…문체부 집단퇴직 사건 판박이
▲ 안종범 "청와대 회의, K스포츠 '롯데 70억 모금' 논의했다" 진술 확보
▲ 청와대 '순실 미용사'까지 등장
- 매일 아침 출근…박 대통령 머리 손질

동아

▲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첫 확인
- 차은택 "임명해달라고 최순실에 청탁.. 송성각 원장 인사도 부탁" 진술
▲ 승마협회 前전무, 대표선발전 정유라 점수에 이의 제기 학부모에게 세무조사
거론하며 입막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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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매경

▲ "1억 주면 리츠 인허가 해결"..이권 안가린 최순실
-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 인허가까지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 2014년
강남 호텔서 "부동산 리츠 사업 도와주겠다" 제안

중앙

▲ "정윤회 문건 수사 때 우병우의 민정비서관실서 회유했다"
-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폭로당시 검찰 압수 한씨 휴대전화엔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 다 관장. 승마협회서 갑질" 녹음 있었지만 민정비서관실서 조기 진화 추정
- 우병우, 사건 수습 뒤 민정수석 영전

한국

▲ 조원동, 기재부 간부 부인 운영 컨설팅사에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중동 진출
지원 맡겼다
▲ 권오준·안종범 '광고사 강탈' 시점에 수차례 통화

한겨레

▲ 청와대, 지난달 도피중인 차은택 사전접촉했다
- 청와대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피고발인 신분
의 차은택씨를 접촉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차씨의 말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차 감독과 관련된 청와대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10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
▲ 우병우, 차은택 조사 '별거 없다' 덮어..수사 대비 말 맞췄나
- 청 홍보수석실, 송성각 통해 접촉, 검찰수사 본격 시작된 지난달 차은택 의혹
사실관계 미리 파악
- 우병우에 전달된 차은택 해명, “이권 챙긴적 없고, 재능기부 차원”검찰보다 앞
서 피고발인 진술 확보
▲ 이대 관계자 "학교가 정유라 특혜 학칙 추가해 내려 보내"
- 안민석 의원 “최순실-김상률-김관복-최경희 통해 학칙 개정 청와대가 지시했다
는 제보 있다”
- ‘문제 학칙을 학교 당국이 만들어서 체육학과에 내려보냈다’는 이화여대 관계자
의 증언

시 안
크
릿

11.1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노컷뉴스

▲ 최순실 담당의, 靑서 밤중에 '대통령 독대치료'
-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주치의를 맡았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이 최순실 담당
의사로 대통령 자문의가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밤에 청와대로 들어
와서 치료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치료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11일 발언
- 김씨가 의무기록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실장조차 배제
▲ 최순실, 고영태의 펜싱감독 인사청탁 들어줬다
- 고씨, 고교 선배인 박상민 감독 추천했다고 검찰 진술
▲ 박대통령 초대 주치의 "자문의 김씨 모르고 추천도 안해"
- 이 병원장은 "주치의 발령을 받은 뒤 연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내가 직접 자
문의사단를 꾸렸는데 김 씨는 이미 명단에 들어와 있어 굉장히 당황했다"

뉴스1

▲ 차은택, 밀라노엑스포 '10억 영상' 하청업체 직접 선정
-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전시·영상 예술감독으로 일하면서
위탁대행사의 영상 제작 재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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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1.11

KBS

채널A
MBN

국민

동아

한국

▲ "최순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도 동행"
- 김 원장은 최순실 씨 자매가 대통령이 맞을 주사제를 받아갔다는 의혹은 부인
하며,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최 씨가 동행했다고 밝힘
▲ 회사 차려지기도 전에..돈부터 준 삼성
- 첫 송금 시기는 지난해 6월, 첫 송금은 코레스포츠가 설립되기도 전
▲ 김 종 前 차관, 'K-스포츠재단' 사업 개입 지시 의혹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시로 담당공무원이 아예 K스포츠재단과 함께
다니며 이해당사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했다는 증언
▲ 엘시티 이영복, '최순실 계원' 확인
- 3개월 간 도주를 거듭하다 어젯밤 검찰에 체포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최순실
최순득 씨 자매와 같은 계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
▲ 안종범 "대통령 소개로 차은택 만나" 검찰 진술
▲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연간 9000명분 프로포폴 구입
-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9000명분 프로포폴을
구입. 일명 ‘우유주사’용도로도 최대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 특히 이 병
원 김모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이후 프로포폴 구입량이 급증
▲ 엘시티 이영복, 2000억 빚더미서 2조7000억 사업 따내
- '전방위 로비' 의혹檢 '1000억 비자금' 용처 집중 수사.. 사기 횡령 혐의 구속
영장 청구
▲ 청와대 "포스코 회장, 권오준으로 하라"지시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정해졌다”고 통보하는 등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
▲ 세월호 연설문 주무른 최순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날 밤 최순실씨가 '해경 해체'를 결정해 급하게 연설문이 바뀌
었다고 주장
- 송 의원측은 전직 해경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았
으며 관련 녹취 및 증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 안
크
릿

11.12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노컷뉴스

세계
11.13

노컷뉴스

▲
▲
▲
-

'비선 실세 의혹' 친박 중심 방패막이 앞장
홍문종·김진태 "실체 없다". 청와대, 세계일보 6명 검찰 고소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됐다
삼성, 선수 선발 개입 '정유라 맞춤 지원'
삼성은 승마협회에 미리 선수 자격요건을 제시했으며 승마협회는 이 기준에 따라
마장마술 10명, 장애물 10명으로 구성된 추천 선수 명단을 작성. 여기에는
‘비선실세’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도 포함

▲ 檢, '정유라 국가대표 선발 의혹' 김종 前차관 정조준
- 박 전 회장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가 최순실씨의 옆에 딱 붙어서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과 이화여대 특례입학 과정 전반을 주도했고 이런 최씨의 승마협회
전횡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문체부가 찍어냈다"고 검찰 소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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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국정원 간부, 안·우에 최순실 관련 직보
- 국가정보원 간부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수차례 만나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언. 국정원 직
원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비선 보고’하고, 국정원 다른 직원
들의 최씨 관련 조사를 차단했던 정황도 포착
- 국정원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치
오
브
코 용
리
아

국민

▲ 안종범 지시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에 정부 지원"
-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던 강남의 성형외과를 정부가 산자부 자금 15억 원을
특혜 지원하도록 결정했던 사실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직접 지시

시 안
크
릿

11.13

MBC

KBS

SBS

채널A

▲ 정유라 지원 35억.."승마협회는 몰랐다"
- 최순실 씨 모녀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자금 35억 원에 대해, 삼성은 승마협회의
올림픽 유망주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후원이라고 해명. 그러나 승마협회 김종찬
전무이사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협회 관계자 누구도 삼성의 정유라 씨 지
원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
▲ 검찰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 "차은택 회사에 광고 맡겨라" 현대차 외압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현대차 고위 임원에게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로 광고를
밀어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확인

▲ "최순실, 대통령 없을 때 인사권 행사"
-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국내를 비우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들을, 전원 교체하라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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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

경향

동아

11.14

▲ "추 국장 휘하에 최순실 정보수집 수행팀 있었다"
-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담당 추모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정보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비선 보고했다는 의
혹이 제기.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순실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사건에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
▲ 최순실, 대통령 대리처방 사실로?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VIP' 적시
▲ 엘시티 게이트 '자물통 입' 열렸다.. 비자금 조성·인허가 특혜 일부 시인
▲ 특혜 의혹 '차움의원' 프로포폴 내역 봤더니
- 차병원계열의 노화방지 전문 차움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2492만원어치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 차움의원은 8개 제품 중 프로포폴 2개 제품을 총 44회, 미다졸람 2개 제품을
총 45회 공급받았다. 전체 98차례 공급횟수 중 89회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 안종범, KT 상무급 채용에도 압력행사 정황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KT 상무급 인사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확인. KT는
차은택 씨 측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 회사
▲ 한식세계화 사업 곳곳에 '최순실 그림자'
-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정부가 적극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도 영향
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한 음식잡지사가 주관한 해외 한식 홍보 행사에 미르재단
인사가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식 세계화와
평창 겨울올림픽을 연계하자는 이 잡지사의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추진과제로 보고
▲ 김종, 야구계 복지 사업에도 개입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부인 명의로 야구계 복지 사업에 개입한 사
실이 취재 결과 확인
- 서류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인 홍씨지만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김 전 차관. 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한 야구계 인사는 “홍씨의 이름은 들어
본 적도 없다. 김 전 차관은 자주 만났다”고 발언

시 안
크
릿

서울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세계

▲ 차은택, 제주 중문단지 개발에도 '눈독'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서 추진키로 한 1570억원짜리 ‘융복합형
공연장 중심, 문화콘텐츠 거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선 차은택씨에
의해 휘둘린 정황이 드러남. 차씨는 사업 초기에 측근을 자문위원으로 넣어 자기
입맛대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임
- 사업 자문위원으로 총 6명이 등장. 그중 윤정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차씨의
스승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처남매제지간으로 현재 차씨가 주도해 만든
문화창조융합센터 아카데미 교수로 활동
- 시공테크 A본부장(사장)도 사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림. 시공테크는 한국관광
공사와 62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차씨가 전시감독을 맡은 ‘2015 밀라노 엑스포’ 한
국관 사업에 참여

중앙

▲ "최순실·순득, 청·안가 이름 대고 영양 주사제 대리 처방 받아갔다"

한국

▲ 김기춘 "청와대의 권오준 선임 개입 비밀로"
- 2014년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스코 임원을 따로 만나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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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청와대 ‘2
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인 포스코 회장
인사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가해진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음

시사저널

SBS

▲ '정유라 특혜' 반대하자 이사 전격 교체
- 삼성승마단 출신으로 승마 전문가인 이영국 상무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진하자 숱한 의혹이 제기, 승마협회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씨 딸 정
유라 선수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폭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청와대, 최순실 태블릿 보도 전 '대응 문건' 작성
- 지난달 최순실씨 태블릿PC가 공개되기 전부터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언론 대응 등을 포함한 대비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
- 이 문건은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것.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관련 문건을 확보
▲ '시나리오' 따른 대통령? 실제 발언과 비교해보니
JTBC
- 문건에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
로 명시, 문건이 작성된 지난달 중순은 두 재단과 최순실씨의 관련 의혹이 언
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때
- 이런 점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선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 특히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수석비서
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입장을 전달하라고 권고
▲ 국정원장에 '살생부' 내민 추 국장
- 추 국장은 국정원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이른바 살생부를 들이 밀었다고
함. 국정원 내 물갈이 대상 명단을 작성해 은근한 인사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 국정원까지 손 뻗은 최순실 영향력
-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국정원 1급 추모 국장. 국정원의 최순실 씨 정보를 취
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채널A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추 국장을 국정원의 국내 담당 2차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했던 것. 추 국장의 2차장 승진은 무산됐지만, 국정원장들도 그에 대한 인사는 함
부로 할 수 없었다고 함
▲ "국정원장 무시..우병우에 직보"
- 문제의 추 국장은 직속상관 등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무시한 채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직보. 우병우 라인이었던 셈
▲ 김상률 "조카가 靑 수석 추천"..차은택 靑 인사개입 정황 확인
연합뉴스TV -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는 지난 2014년 12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은 이 같은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음을 시인
▲ "국내 은행, 최 씨 일가에 유령법인 편법 대출 권유"
-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은행의 한 지점이 최 씨 조카 장 모 씨에게 베트남 유치원
YTN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유령법인을 세워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유치원 측 관계자가 증언

시 안
크
릿

11.14

▲ 최순실 일가, 국민은행 등서 500억원 이상 대출
- 강남·용산 등 부동산 53건 보유..보유 재산 수천억원 넘을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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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병우 '靑비서관 내정' 한달뒤 우병우 장모-최순실 골프회동 정황
- 2014년 6월 초 김 대표는 최 씨 일행 4, 5명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기흥컨
트리클럽(CC)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사실상 김 대표 소유의 골프장
- 모임이 열린 시기는 같은 해 5월 12일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
서관으로 내정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때.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사위인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도와준 대가로 최 씨를 초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 당시 골프장 주변에서 이 일행을 목격했다는 한 인사는
“젊은 남자 여러 명과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등이 라운딩을 하는 듯해 눈에 띄
었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 회동에는 최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고영태 더블루
케이 이사(40)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짐
동아
▲ "플레이그라운드 진짜 주인은 최순실.. 대기업 상대 돈벌이 창구"
- 검찰에서 플레이그라운드의 지분 구조 등을 밝히며 “최 씨가 이 회사의 주인”이
라고 진술
-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일감을 따낸 과정은 최 씨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기업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는 플레이그라운드의 신용등급을 하위 등급인
‘CCC’로 평가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밝힘
- 게다가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기아차에서 6건의 광고를 수주했는데 한 건을
빼고는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 KT가 올 초 플레이그라운드를 새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할 때도 뒷말이 무성. 최종
후보에 플레이그라운드 등 5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2곳이 스스로 포기
▲ "물주가 재단이래"..최·차, 미르 설립 8개월 전 돈 빼낼 구상
- 광고인 김홍탁 추정 녹음파일 입수, 김씨로 추정되는 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향후
문화재단을 만들 것이고, 포스코의 자회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겠다는
중앙
구상을 설명하는 내용
- 김씨로 추정되는 이는 미르재단을 물주라고 표현했다. 그는 재단의 성격에 대
해 “돈을 대줄 물주는 있는 거지. 재단이래, 재단”이라며 “확실한 조직을 이루
는 단체이고,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런 모임이야”
▲ 안종범, 포스코 임원 인사에도 압력 행사
-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의 포스코 인사 개입이 시작. 인사를
앞두고 권 회장이 포스코 임원 L씨와 함께 안 전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은 “아직도 부문장급 가운데 ‘정준양의 사람’이 남아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내보내도록 하라”고 지시. 이후 권 회장은 회사 임원 A씨와 B씨 등을 불러 “정
전 회장 시절에 호가호위한 사람들을 내리라는 ‘윗동네’의 지시가 있었다”고 사
한국
전 통보하면서 양해를 구함
- 그 다음달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정 전 회장 시절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포스코는 같은 해 7월 경영쇄신안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혁신인사를 단행. 이
때에도 안 전 수석은 “(정 전 회장 때의 임원들이) 여전히 제대로 정리가 안 됐
다”며 고강도 인적 쇄신을 주문
▲ 정유라 체육 수행평가, 최순실 방문후 '만점'
- 정씨가 2학년 이후 대부분 체육과목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정씨의 수행평가 성
머니투데이
적이 급등한 시기는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60)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
언을 한 이후

시 안
크
릿

11.15

언론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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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朴대통령 2004년 이후 崔씨일가와 연락 끊었다" 측근들 위증 논란
- 신 총재의 1심 판결문에는 ‘김재원 당시 대변인, 고(故) 이춘상 당시 대선후보
보좌관 과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고(故) 박용철 씨’가 이같은 진술
▲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하라"..朴 대통령 직접 지시
- 지난해 3월 작성된 ‘미래부 창조경제추진단 전문임기제 신규 검토’보고서에 따
헤럴드경제
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래부에 직접 문화창조융합본부 신설을 지시.
보고서는 본부 창설 배경에 “2015년 2월 23일 VIP 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창
조융합벨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추진단 내부에 문화창조융합본부
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
- 한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 VIP 보고에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하던
차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청년희망재단은 미르재단 닮은꼴
- 지난해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 박 대통령은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겠다”
며 2천만원을 기부하는 ‘1호 기부자’를 자처. 청년 구직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
-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5년 10월19일 첫 이사회 때 이미 약 56
억원이 모금. 이때는 재단 설립신고는 물론이고 재단 사무실에 입주하고 사무
국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은 상태
- 특히 재계의 반응이 폭발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0월22일 200억원을 입금한
이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15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30억원) 이름으로 고액
기부가
이어짐

시 안
크
릿

11.15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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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강남 빌딩부자 차은택, 기업은행 등서 300억원 대출
- 차 씨는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00억원 대출. 특히 건물을 사자마자 바로 은행
에게 담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
▲ "청년희망재단, 비현실적 계획 짠 뒤 추인만 요구"
- 정부가 제안한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재벌 총수의
참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 대기업 임직원과 각 부처 공직자도 모금에 나섬.
재단은 2015년 11월26일까지 약 942억원을 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제안한 지 약 세달 만에 달성한 결과
- 90%가 노동부와 사무국이 논의해서 재단으로 가져와 이사회에서 재단 사무국
측은 추인만 하라고 함

시 안
크
릿

시사저널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초기에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한 과정 의문. 재단이 꾸려지기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 제작을 ○사에 의뢰하고, 이후 재단이 청년희
망펀드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2천만원을 ○사에 지급. ○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온라인 배너광고와 후보자 유세 차량 영상을 제작한 업체
- 화려한 모금 실적과 달리, 재단 운영은 주먹구구식. 비영리 민간재단이라고 했
지만, 재단 설립 초기 고용노동부와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재단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 등 업무 대부분을 담당. 재단 이사조차 모르는 사업 계획이 언론에
먼저 배포
-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 만 34살 이하 미취업자를 해외 법인에
인턴으로 보내는 ‘청년글로벌 보부상’사업은 글로벌 청년 사업가를 키운다는 점
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케이무브(K-MOVE) 스쿨’사업과 거의 유사. 게
다가 재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정부의 케
이무브 스쿨 사업도 맡음
- 청년희망재단은 지금까지 4만5972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가
운데 2.5%가량인 1172명만 취업에 성공

JTBC

▲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차움 VIP 시설 이용도
- 복지부가 확보한 최순실 씨 자매의 차움 진료기록부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청'
이나 '안가' 뿐만 아니라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남
▲ 총영사 인사까지 개입했나..구체적 정황 폭로
- 지난해 4월,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에 박노완 전 주 베트남 공사가 임명, 현재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김재천 영사는 당시 총영사 인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정황 폭로
- “주호치민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 시니어라고 하죠. 고위직들이 은퇴하기 전에
거치는 자리입니다. 특 1, 2급, 장관하고 동기(급)들이 왔다가 퇴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 총영사는 직급이 낮으시거든요. (호치민에서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직급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박 총영사 인사가 이례적
-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와 1년 넘게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전 전 대사가 박
총영사를 통해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는 최순실 씨 조카 장승호 씨를 도우려 했
다는 취지의 의혹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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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채널A

▲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동승" 증언
- 최순실 씨는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 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
▲ 최순실 "정호성에 일감 부탁" 인정
-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를 능력있는 회사
라고 소개했고, 대기업 1곳의 일감을 따오는데 개입했다고 인정했다는 것
▲ '6억 말' 협조공문 날조 의혹..진실은?
- 6억3천만 원짜리 명마 대여 요청, 승마계 관계자들은 명백한 규정 위반, 마사
회는 "승마협회가 공문을 보내 말 대여를 요청했다"고 해명
▲ 올 2월에도 대기업 총수 독대
- 올해 2월에 또 다시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공교롭게 K스포츠재단의 출범 직후
-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건 올해 2월 중순. 비슷한 시기
삼성과 현대차, 롯데, 부영 등 주요 대기업 총수도 따로 불러 만남.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대기업 총수 7명을 개별적으로 만난 뒤 두 번 째 독대에 나선 것.
-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두 재단 설립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올 2월
문화· 스포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최순실 씨가
회장 노릇을 했던 K 스포츠재단과63 최 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 인사들이 롯데,
SK, 부영그룹 등에 70억~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던 시기와도 맞물려

경향

▲ "최순실, 한진 조양호 회장 독대..직접 돈 요구"
- 대한항공 핵심 관계자 ㄱ씨는 15일 “조 회장이 최근 고위임원들과의 사석에서
지난해 초 최씨와 2차례 만나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
렀던 일화를 얘기했다” “당시 회동은 회장이 외부 주요 인사를 만날 때 이용하
는 서울 삼청동의 이탈리아 식당에서 비서진 없이 단둘이서만 만난 것으로 안다”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언론사

동아

▲ 표절논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기획사도 최순실 회사 정황
- 2014년 8월 행사대행 업체 크리에이티브아레나의 설립 당시 주소지는 ‘더플레이
그라운드’의 지난해 1월 설립 당시 주소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 창조경제추진단
장이었던 차은택씨 측근인 김홍탁씨가 설립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본보 보도(15
일자 A8면)를 통해 최 씨 실소유 회사로 밝혀진 상황. 한 곳에서 생긴 두 회사
모두 최 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

서울경제

▲ 차은택, 관광공사 국책광고도 외주로 따내
- 차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는 2013년 제일기획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싸이의 위키코리아(PSY’s WIKI KOREA)’라는 한국관광공사(관광공사) 마케
팅 영상 광고를 제작. 차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맡은 첫 국책사업인 셈

세계

▲ "김기춘, 작년 봄 이화여대 방문해 학교관계자들 만나"
- 야당에서 최순실 사태 수습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
장이 청와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봄 이화여대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만났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중앙

▲ 박 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성 현안'도 들었다
- 지난해 7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 안종범 전

시 안
크
릿

일시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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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에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 검찰은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
단 출연금 모금 문제와 함께 이 자료에 담긴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단서를 확보

문화

▲ 檢 "안종범 수첩에 '대통령 혐의' 증거 다 있다"
-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첫 지시
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
- 檢 “빠짐없이 이행하려 실시간으로 받아적은 듯”

뉴스1

▲ 朴대통령 차움서 '길라임'→'박근혜'→'최순실·순득'으로 처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SBS

▲ 태반·백옥 주사..대통령이 맞은 주사는?
- 차움의원의 의무기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인 김상만 의사가 청와대로
가져간 주사제는 '라이넥', 일명 태반주사로, 부유층 사이에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가수 비욘세가 맞아서 유명해진 일명 백옥 주사, 글루타치온도 대리 처방
했던 것으로 확인, 피부를 젊게 한다는 일명 신데렐라주사, 치트옥산도 포함

채널A

▲ 최순실, 공장 부자재 업체에 '일감' 알선
-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장 부자재 업체 A사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
고 지목했다"는 최순실 씨의 진술을 확보. A사는 최 씨의 추천 이후 현대차에
서 수억 원대 일감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 기업 관계
자들이 참여한 청와대 회의에서도 A 사가 거론된 정황을 포착

시 안
크
릿
JTBC

▲ 민정수석실 '세월호 문건' 입수..여론조작 조언도
- 세월호 참사 불과 두 달 뒤에 작성된 이 문건은 대통령이 독자로 돼 있는 맞춤형
보고서, 문제는 그 내용인데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칭하면서 "여객선
사고를 빌미로 한 투쟁을 제어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며,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뒤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임
- 보고서는 특히 보수 단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맞대응 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론
조작'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언까지
▲ "복지부도 대통령 취임 뒤 가명진료 확인했다"
- 박 대통령은 가명을 이용해서 1억원 넘는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차움의
VIP시설을 이용했고, 대리 처방을 받았고 심지어 무료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
▲ 운전사도 공채한 총리실, 정호성 조카는 '특채'
- 국무총리비서실의 6급 비서관 이모씨. 2013년 5월 특별채용돼 총리 의전과 취재
지원. 이 씨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조카
- 이 씨가 별정직으로 특채될 땐 채용공고나 합격자 발표가 없음. 평소 식당 조리
실무자, 운전사 같은 하위직을 뽑을 때도 일일이 공고를 내고 결과를 발표해온 것
과 비교하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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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향

▲ 안종범, 최순실 인사 청탁한 대한항공 직원 성추행 '구명 로비'
-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한항공 사장에게 ‘최순실씨 민원’이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모씨를 제주지점장으로 발령내라고 청탁. ㄱ씨에 따르면
고씨는 최씨의 측근 인사인 고영태씨의 친척
-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후 청와대와의 불편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하는 곳으로 전보발령을 냈지만 얼마 못 가 고씨는 사내 성추행 의혹에
연루. 안 수석 구명로비 전화
▲ '차의과대'에 복지부 낙하산 줄줄이
- 차의과학대학에 다수의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교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 차의과학대학 교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최 전 수석을 비롯해 문병우 전 식품
의약품안전청 차장,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신호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교수로 재직 중

국민

▲ 檢, 엘시티 이영복 로비명단·비자금 장부 확보
-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수십명의 정·관계 인사 명단과 함께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도 일부 기록. 특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회장과 교분이
두터워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최순실의 증언.. "기업체 출연 재단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정호성 통해 전해줘"
-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기업체 출연으로 민간재
단이 만들어진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뜻을 전해줬다고 최순실씨가 검찰
에서 주장했다.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을 좌지우지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당
사자로 지목됐던 최씨가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음을 밝힌 셈

동아

▲ 이대 특기자 전형 소지품 금지 어기고 21명중 정유라만 금메달 들고 면접

시 안
크
릿

11.17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매일경제

▲ 차움 대리처방 차트보니..최순실, 승마협회 압박때 靑 집중방문
- 최씨는 딸 정유라 씨가 국내 승마대회에서 1위를 놓친 후 청와대를 집중 방문.
처방 시점 역시 주말을 앞둔 목요일과 금요일 등에 몰려 주말 사이 약물을 핑
계로 최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행위를 지속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

중앙

▲ "최순실·이영복, 25명이 1억씩 곗돈 타는 청담동 계원 맞다"
- 이 회장은 2011년 계모임에 가입. 엘시티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와 자금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 최순실씨는 2013년 예전 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을 통해, 2년 뒤 언니 최순득씨 가입
- 최씨 자매가 계모임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엘시티 사업 관련 시공 계약과 대출
약정이 확정되던 때. 최순실씨가 가입한 건 이 회장이 중국건축고분유한회사
(CSCEC)와 엘시티 시공 계약을 체결(2013년 10월)한 시점.
- 최순득씨는 국내 금융사 16곳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2015년 9월)한 시기에 계모임을 시작

- 99 -

언론사

주요내용

한국

▲ 朴정부 의료영리화, 차병원에 혜택 집중?
-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추진 계획을 보고.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일부 의약
품에만 허용되던 조건부 허가제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당시 식약처는 알츠하이머, 뇌경색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사례로 제시
했고, 곧바로 관련법을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국회에 제출
- 공교롭게도 석 달 뒤인 8월 차병원그룹 계열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를 발표. 지난해 11월 임상시험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도, 당국이
임상시험 기간 단축 추진에 나서자 시험을 개시한 것.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
을 미리 알고 혜택을 받으려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
- 5월 회의에선 차병원그룹의 주력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대거 혁파 대상에 오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사용 가능한 배아
범위가 대폭 확대
-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체세포복제배아 활용 줄기세포 연구에 비(非)동결 난자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향해 “우리나라가 줄
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생명 및 연구 윤
리 때문에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 비
동결 난자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차의과대 연구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
- 이후 복지부가 차의과대 요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주무
과장을 교체하고, 지난달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정책토론회를 전격 개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 "청와대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찬성을 종용받았다는 증언
-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한테서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지인을 통해 ‘청와대의 뜻이다. 찬성을 표시해달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이어
“지인은 ‘합병이 부결되면 삼성그룹의 승계가 암초에 부딪히고 우리 경제에 중요
한 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 국가 경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찬성하는 게
옳다’고 청와대의 뜻을 전달
▲ 이석수 특감, 현기환 전 수석 '엘시티 비리 의혹' 내사했다
-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몇몇 경찰에게서 뒷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본격 조사 개시를 위한
자료수집 단계. 우 전 수석 사태가 터지면서 중단됐다”고. 또 “현 전 수석이 엘
시티 비리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도 있어서 자료수집 중이었다”며 “입수한 첩보
는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의 일.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뒤에도
엘시티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었다”고 말함
▲ 안종범-부영 회장 '부적절 만남' 확인
-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의 검찰 제출 서면 진술서를 보면, ‘부영 면담 건’으로
표현된 A4 용지 한장짜리 이 진술서엔 당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비즈니스룸 8호실에서 안 전 수석과 부영 쪽 이 회장, 김시병 사장 그리고 재
단 관계자 2명이 만난 걸로 돼 있다. ‘부영 측을 만나 보라’는 최순실씨의 지
시에 따라 재단 관계자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잡힌 약속

시 안
크
릿

11.1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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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재단 쪽이 먼저 부영 쪽에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내용을 설명한 뒤
후원이 가능한지 타진. 이에 이 회장은 “돕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부영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니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함. 당시 재단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는 부영
쪽 요구가 담겨 있음

11.17

시 안
크
릿

뉴스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노컷뉴스

▲ "안봉근 연결해 드릴까요?"..경찰인사 주무른 문고리
- 현직 경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안봉근 비서관이 경무관 이상 경찰
인사 다 한다"
-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안봉근 경찰인사 개입 '경고'
▲ '극장판 블랙리스트' 등장.."'다이빙벨' 틀면 지원 OUT"
- 영진위는 지난해 3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대상을 결정. 예상과 다르게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그 해 개관한 대구 오오극장 등 민간 운영
전용관들이 대상에서 제외
- 공교롭게도 떨어진 세 극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곳들. 특히 인디스페이스의 경우, 영진위 사업 수행평가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상황이라 '보복성' 탈락 논란이 확산
▲ 김종덕 전 장관,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국립극장에 무용공연 '향연'을 4개월
만에 만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의 민간 지원 예산이 무리하게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
- 지난해 만든 창작무용 '향연'의 제작예산 6억 1437만원 가운데 6억원이 국립극장과는
관계없는 예술위의 '창작산실' 예산으로 충당. 창작산실은 예술위가 연극, 오페라 등
기초예술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연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문화계에서는 이처럼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해 갑작스레 향연 제
작을 지시한 데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차씨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

JTBC

▲ 다이어리 속 지시사항 "재단 명칭·임원진까지"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다이어리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전 수석이 구체지시 사항을 직접 받아 적은 내용이 들어있음. 재단의
이름은 미르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임원의 이름이 모두 기록
- 수사팀은 이 내용이 담겨있는 다이어리 3장을 복사해서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면서
추궁한 끝에 대통령이 최씨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일일이
불러준 것으로 결론
▲ "김기춘, 차움서 줄기세포 치료..VIP 대우 받아"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병원 계열의 차움의원을 처음 찾은 시점은 지
난해 3월, 차움의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포 치료를 받
았다"고 밝힘
- 김 전 실장이 치료를 받은 기간은 그해 3월부터 6개월 동안이고 진료 내용은
면역성 강화를 위한 세포 치료였던 것으로 파악
▲ '가지 뻗는' 줄기세포 치료 의혹..최순실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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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차움을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모두 507회 방문, 이 기간 최 씨는 주사제를 모두 293회 처방받았는데, 대부분
비타민이 주성분인 영양주사.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맞은 셈
- 이와 함께 차움에서 2011년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이 치료술은
현재 연구단계기술로 임상실험만 가능, 병원 측이 이 치료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불법
▲ 멕시코·파리 순방 행사도 '최순실 회사'가 따내
- 사실상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지난 5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때 문화행사 뿐 아니라 4월 멕시코, 6월 파리 순방 행사도 따낸 사실이 확인.
실제 행사는 재하청을 줬는데 차액도 만만치 않아
-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보면 아프리카 순방 행사 대행비는 11억1493
만원. 이 행사는 중견 이벤트업체 A사에 재하청되고 총 3억 7150만원이 지불. 남는
돈은 7억 4343만원. 당시 관계자는 플레이그라운드가 공연 장비 렌트비와 일부
항공료만 추가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YTN

▲ 세월호 당일 간호장교 靑 출장..'7시간' 열쇠 되나?
-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 기록도 확보

채널A

▲ 전국승마연합회장 "정유라 점수 잘 줘라"
- 지난 2013년 11월, 대전 생활체육대회를 참관한 마장마술 심판 A 씨는 은밀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힘. 이 대회를 주최하는 전국승마연합회의 B 회장이 앞으로
정유라 선수가 출전하면 높은 점수를 주라는 것
▲ "최순실, 청와대 주치의 반대에도 태반주사 강행"
▲
▲
-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서 포부나 심경 표현 고쳤다"
계속 발뺌하다 ‘정호성 녹음파일’ 드러나자 결국 시인. ‘통일 대박’추천은 부인
김종 "김기춘이 최순실 소개"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최
순실씨를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
▲ "최순실이 삼성측에 말값 지원해 달라고 협박"
-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경기에서 사용했던 '비타나V' 와
'라우징1233' 등 총 2마리의 말을 삼성전자 명의로 직접 구입했다가 6개월 만에
되판 것으로 확인. 삼성은 당초 6명의 선수를 육성하겠다며 선수단 지원을 요
청했던 최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갈등 끝에 관계를 단절
- 그러나 최씨 측은 계속 송금을 요구하면서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는 등
갖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 안
크
릿

MBN
경향

매경

중앙

▲ "안종범 다이어리 중 대통령 지시사항에 재단 이름 미르와 함께 임원도 적혀있어"
- 다이어리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항목에는 재단의 이름은 ‘미르(용)’이고 그 뜻과
함께 임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내용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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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SBS

▲ 최순실, 광고사 통해 공금 빼돌려 해외에 비자금
- 차은택 소유로 알려졌던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이용해 대통령 순방사업 수주
하며 부풀려 받은 수억원으로 조성
▲ 김재원 전 수석 "박 대통령, 최태민 일가와 관계 끊었다" 위증 논란
- 2010년 신동욱 공화당 총재 명예훼손 재판서 증인 출석, 김 전 수석 “안봉근이
정리해준 내용으로 증언한 것”
- 법조계 “안봉근 위증죄로 수사해야…검찰 수사도 부실”
▲ 일반 승마단 없다던 삼성, 대회에 버젓이 선수 출전
-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활동 특혜 지원을 부인
하며 재활 목적의 승마단만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삼성 소속 선수가 버젓이 국
내 대회에 출전
- 19~20일 열리는 제52회 회장배 전국승마선수권대회 마장마술 출전명단을 확인한
결과 일반부 선수 최인호 씨가 삼성전자승마단 소속으로 삼성더카발리어라는
말을 타고 출전하는 것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
▲ 장시호 아들도 '개명'..강남 소재 국제학교로 '수상한 전학'
- 전 남편 성씨 버리고 자기 성으로 아들 이름 개명, 이름 고친 뒤 서울 강남 소재
외국인학교 입학
- '스키 영재' 선발대회 참가했으나 하위권으로 삼성 후원은 못 받아
▲
▲
-

이석수 "우병우의 차은택 조사는 특감 견제용"
"민정에서 조사한다는 핑계로 감찰 못하게 하려는 의도"..국정농단 은폐 의혹
19살 정유라에 '신용장'..또 특혜 대출
예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받아 독일에서 12만 유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 현 정권 출범 뒤 4년 동안 하나은행에서 10대가 신용장을 발급받
아 대출을 받은 건 2건뿐이었고, 2건 모두 정유라 씨
▲ "김기춘, 진료비 1/4만 냈다"..논란 키운 '해명'
- 차움 측은 "줄기세포가 아닌 면역세포 치료"이고,"한국이 아닌 일본 차병원에서
받았다"고 해명. 하지만 면역세포 치료는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시술이 금지. 이 때문에 국내법을 피해서 해외 원정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 이
런 의혹이 제기. 특히 김 전 실장 측은 정상가의 4분의 1정도의 돈만 냈던 것
으로 확인

시 안
크
릿

11.18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JTBC

YTN

▲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최순실 조카 자금 지원 논의"
- 지난 2013년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민들의 만찬 자리, 최순실 씨
조카 장 모 씨 등과 따로 만나 장 씨 사업에 정부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증언. 개발도상국 원조자금인 ODA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이
자리에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도 함께했던 것으로

채널A

▲ '박 대통령, 대리 피 검사' 비밀 풀렸다
- 차움의원 전 의사, 기능의학 분야 권위자인 김상만 의사는 특히 부신 호르몬
조절을 통한 만성피로 치료에 집중. 수시로 혈액검사를 해가며 신장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부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고, 호르몬 주사 등으로 적정 농도를
맞춰주는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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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삼성, 대통령 독대 직후 180억 후원 자청
- 정유라 씨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된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정 씨의
주 종목인 마장마술에 대해 협회 회장사인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겠다고 돼 있음. 그
런데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로드맵 발표 전 이미 186억 원 후원을 약정
- 승마협회가 로드맵을 발표한 건 지난 해 10월. 앞서 8월쯤 삼성의 계열사는 협
회에 186억 후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조건으로 종목과 선수단 구성을 결정하
게 해달라는 내용. 승마협회 핵심 간부는 검찰에서 "협회 회장이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율을 거쳤다"고 진술
- 삼성이 이렇게 후원을 자청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독대한 직후
▲ '비선 의사' 김상만 사실상 주치의
- 박 대통령이 산부인과 전공 대통령 주치의 이병석, 서창석 원장보다 김상만 의사를
더 자주 찾았다는 것. '만성피로 증상'을 심하게 앓았던 박 대통령이 이를 치료
하기 위한 '태반 주사', 이른바 '회춘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는 것

노컷뉴스

▲ 세월호참사 와중에도 VIP는 '문화사업'을 챙겼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국에도 '최순실·차은택 예산'으로 불리는 문화
융성 사업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보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 지원계획(안)'의 추진배경에 'VIP 지시사항
(14.4.22)'이라고 적혀 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가 직접 사안을 챙겨봤다는 의미
- 내용은 '해외박물관 한국실 부실, 제대로 된 한국실 설치·운영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SBS

▲ 김종 전 차관, 박태환에게도 협박!
- 김종 전 차관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논란이 되던 지난 5월 25일
이른 아침, 비밀리에 박태환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나 ‘박태환이 체육회의 뜻
(?)대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각종 특혜를 주겠지만, 반대로 출전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

시 안
크
릿

11.19

KBS

▲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 김연아씨도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김연아씨는 자
신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체조 행사 참석을 거절. 공교롭게도 김연아씨는 이
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제외

매경

▲ '아프리카 체조'도 졸속 추진한 K재단
- "朴 순방 맞춰 2주내 만들라"..결국 무산, 차은택 '코리아에이드'등 사업지원 의혹

한겨레

▲ 박 대통령 거짓 드러나…검찰 “4월까지 공무상 비밀 유출
-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2013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공무
상 비밀 47건을 포함하여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발표. 이는 박근
혜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담화에서 취임 초기에는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지만
보좌체제가 잡혀진 이후는 중단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으로 수사 결과 밝
혀짐

11.20

- 104 -

주요내용

연합뉴스

▲ "현대차, 대통령 지시에 성능 테스트도 없이 납품받아 “
- 최순실이 제기한 민원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현대차는 성능 테스트나 입찰도
없이 KD 코퍼레이션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짐
- KD 코퍼레이션 대표인 이모씨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최
순실은 그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았던 것이 드러남

JTBC

▲ "정호성 휴대전화에 미공개 핵심 증거 20건"
-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15개 안팎의 최순실씨 녹음파일이
저장되었으며 최씨와의 대화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정 전 비서관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YTN

▲ 최순실, 미얀마 K-타운 사업에도 개입?
- 미얀마 K타운 사업이 본격 가동된 건 지난 8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
벤션 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
- 박 대통령 순방계획과 맞물려 추진됐던 점,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
관이 사업을 주관했던 점이 이란 K-타워 사업과 판박이. 2조 원 규모의 MOU까지
체결됐던 이란 K-타워 사업은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명시해 최순실 씨 이권개입 논란

채널A

▲ 최순실, 장관 인사까지 개입 정황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넘긴 문건 180건 중에는 2013년 3월 미래창
조과학부 장관, 문화재청장, 총리실 차관급 인선을 위한 평판 자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후보 인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
- 같은 해 4월, 미래부 장관에 내정된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는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고,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변영섭 고려대 교수 역시 행정 경험이 전무하
다는 비판을 받다가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으로 결국 경질. 최순실 씨가 장
차관급 인사에 개입해 검증 부실 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 국정원 차장·감사원장 파일도 봤다
-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국정원 2차장과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 책임자들의 인
사자료까지 받아본 사실을 확인.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인사 자료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언론사

시 안
크
릿

일시

중앙

▲ 미르재단, 박 대통령 아이디어…최씨에게 “운영 살펴봐달라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재단, 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출
연금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로부터 충당하려는 계획, 최씨에게 사실
상 재단 운영을 맡긴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임이 드러남

동아

▲ 조원동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朴대통령이 지시한 것"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대통
령경제수석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
▲ 총리-검찰총장 인사안까지.. 최순실에 기밀문서 47건 넘겨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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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 '최순실 인사자료'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포함
- 검찰이 확인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47개 기밀 문
오마이뉴스
건' 중에는 2013년 3월 13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이
들어 있다. 이 문건 외에도 해외 정상회담 추진 방안, 각 부처 장관 인선안이
최씨 손에 미리 들어간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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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시사저널

▲ "최순실, 국세청 움직여 기업 발목 잡았다"
- ‘최순실 게이트’의 국세청 연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도 발견
-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차은택씨의 경우 세무조사를 빌미로 회사 인수에 영향
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A사 대표에게 지분 80%를 넘기지 않으면 회사
는 물론 광고주까지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위협 ▪또한 K스포츠재단 회
의록에 따르면, 재단 관계자는 올해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세무조
사 무마 청탁을 논의
- 최순실씨가 자주 이용했던 서울 강남 A성형외과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던 중소
업체는 2015년 10월 세무조사. 또한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을 컨설팅한 업체의
대표는 사업이 무산된 뒤 회사와 함께 자신의 친인척까지 ‘보복 세무조사’를 당
했다고 주장

11.21

▲ "가만있으라"..김종덕 전 장관, 예술위 부당 개입 의혹
- '직무상 독립' 규정된 민간 예술위원에 "개입 말라" 전화
- 예술위 전체 회의 속기록을 보면 A위원은 지난해 2월 위촉된 이후 예술위 전체
회의에서 Δ예술위 정책 방향 전환 Δ'2015 베니스 비엔날레' 과다 지출 Δ공모
사업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책임심의위원제'의 폐지 등 주요 예술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 특히, A위원은 지난해 5월29일 161차 전체회의에서 책임심의위원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문화계 검열을 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전임 예술위원장에게서 끌어내기도 함

시 안
크
릿

뉴스1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KCON 프랑스' 사업…재주는 CJ, 돈은 최순실
- 문체부가 지원한 진행된 CJ그룹 문화사업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한식체험
머니투데이
전시 운영을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전
담한 것이 확인

SBS

▲ 평창올림픽 "제일기획 출신이 제일기획 선정"
- 삼성그룹 산하 제일기획 출신들이 제일기획을 662억 원 규모의 개폐회식 대행
사로 선정했다는 폭로

JTBC

▲ 또다른 의사..세월호 당일 대통령 진료? "기억 안 나"
- 차움에서 김상만 원장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청' 혹은 '안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3월이 마지막. 그런데 2014년 4월과 5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전후로 차움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했던 의사는 김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 현재
수도권의 모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A씨로 확인. A씨 역시 최씨 자매를 통해
대통령을 대리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 "차움 전 의사, 2014년 3월 이후도 청와대 가서 진료"
- 녹십자 아이메드 내부 관계자는 "김씨가 녹십자 아이메드에서도 최순득씨와
장시호씨를 진료했고 '매주 한 번씩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 검찰, 치명적 증거 '미공개'..대통령 대비 방지
-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15개 안팎의 최순실씨 녹음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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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확인. 최 씨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 전 비서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육성
으로, 국정개입이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
- 특히, 최씨와의 대화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5개 안팎의 정 전
비서관 문자메시지도 확보. 이와 함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도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최소 2년치 분량

치
오
브
코 용
리
아

국민

▲ 1000억대 평창후원금 쓴 곳 아무도 모른다
-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따르면 조직위가 지난 10월까지
기업들로부터 후원받은 총액은 약 7800억원. 이 중 현금이 40%(약 3100억원),
현물이 60%(약 4700억원). 실제 계약이 체결돼 조직위에 수령·입금된 금액은
1327억원
- 조직위는 “후원금 관련 기업별 세부 후원 내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후원
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공개불가”
-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기업들은 이미 후원 액수와 사용처 등을 자세히 밝혀 옴.
한화는 지난 7월 평창올림픽 불꽃행사와 성화봉 제공 등으로 약 250억원을,
삼성도 지난 4월 현금 8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을 지원, 삼성전자는 2018
년까지 프린터와 복합기 등 IT 제품을 현물로 후원하고 성화봉송, 문화행사, 패럴
림픽 등에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사용 내역도 공개
- 평창올림픽 후원금 입출 내역을 철저히 함구하는 조직위의 폐쇄적인 태도는
최씨 일가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

동아

▲ 차은택, 본인 개발한 캐릭터 이용 벤처기업 내세워 이권 챙긴 정황
- 차 씨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수
억 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기획과 수주를 통해 최 씨에게 이권이 돌아가는 데 핵
심 역할
- 스타트업 기업이 공개한 3차원(3D) 캐릭터가 2013년 차 씨 석사학위 논문에 나온
캐릭터와 같다는 의혹(본보 10월 13일자 A27면 참조)의 배경에는 차 씨의 ‘셀프
발주 및 수주’행태가 있었음이 드러남. 차 씨가 자신의 아이템을 본인 영향력 아
래에 있는 회사에 주고 정부 예산 혜택을 받게 한 것
▲ 朴정부 組閣에도 최순실 개입 정황
-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 전 청와
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
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비롯해 각종 국
정 현안을 최 씨와 논의한 뒤 결정한 정황을 포착

매경

▲ "국민연금 합병개입에 피해" 삼성물산 주주들, 손배소 제기

한국

▲ 차은택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선임 전 김기춘에 소개"
- 차씨는 검찰 조사에서 “송씨가 콘텐츠진흥원장에 선임(2014년 12월)되기 전에
그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도록 해 줬다”

문화

▲ 靑,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사들였다..감초·마늘주사 月 50개

시 안
크
릿

11.22

- 108 -

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헤럴드경제 ▲ "대기업서 수백억 뜯던 차은택, 청년인턴에겐 70만원 열정페이"

SBS

▲ "받은 월급 반납하라"..횡포 부린 김종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11월 체육회 간부 5명을 승진. 3급과 4급 직원의
직급을 한 단계씩 승진. 넉 달 뒤인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승진된 간부의
강등과 함께 이미 지급된 월급 인상액까지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
-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을 앞두고 승진인사를 금지한 문체부의 지시를 대한체육
회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 김 차관은 리우올림픽 선수단 부단장 1명을 자신이 선임하는 월권, 또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밉보인 체육회 직원들의 징계를 리우 올림픽 직전에 요구

KBS

▲ 내부 문건에 "부적절"..국민연금 '거짓 해명' 의혹
-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찬성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있는 내부 문건
-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 결국 내부 인력만 참가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결정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명시

JTBC

▲ 대리처방 진료기록부에 '주사제 성분' 표기 안 돼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차움 진료기록부에 '청'이나 '
안가'가 표시된 건 모두 13번. 정맥주사를 뜻하는 'IVNT'에 괄호로 '안가'를
기록한 방법. 그런데 '청'이나 '안가'가 기록된 처방전엔 이런 간호 기록이 없
었던 것으로 확인

시 안
크
릿

11.22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청와대가 제약업체 녹십자에서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
등 2000여 만 원의 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 이런 주사제가 월 50개씩 한꺼
번에 청와대로 들어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약품이 △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상식적으로 많이 납품됐을 뿐 아니라
△주치의의 처방을 거쳤는지가 의문이며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때 사용하는
치료제도 포함된 점을 들며 의혹을 제기
- 청와대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들인 약품 중에는 일명 태반주사로
불리는 라이넥주,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씨주,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
타민주 등이 포함. 청와대는 잔주름 개선·피로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라이넥주를 2015년 4·11·12월 등 3차례에 걸쳐 50개씩(개당 2㎖) 모두 150개
(74만2500원) 구매. 만성 간질환이나 만성피로 환자 해독제 등으로 쓰는 히시
파겐씨주는 2015년 4월과 2016년 6월 각 50개씩(개당 20㎖) 도합 100개(35만
6400원) 구매. 노화방지·만성피로 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푸르설타민주는
2014년 11월에 27만5000원을 주고 총 50개(개당 10㎖)를 구매
- 윤종률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확실하지 않은 주사를 청와
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
-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 경쟁으로 납품
을 했다”며 “구매한 녹십자 약품의 80%는 독감 예방접종용이며, 경호원을 비롯
한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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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 주사제 처방전에 성분이나 투여시간 등 간호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

동아

▲ "靑, 전신 마취체·탈모제 등 '제2의 프로포폴' 다량 구입"
- 청와대가 2014년 3월 이후 구입한 약품 중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와 탈모제 등을 다량 구입한 것으로 확인
- 문제의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청와대는 2014년 11월, 2015년 11월
각각 20개 씩 이 약품 구매. 전신 마취제로,＇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의약품.
실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무
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의료계에서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에토
미데이트리푸로주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서울

▲ 세월호 참사 당일 '휴진하고 골프 쳤다'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프로포폴 관리
대장' 허위 작성 의혹
-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병원이 휴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는 이날 프로포폴을 사
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연합뉴스TV

▲ 김기춘 "자괴감 들 정도..최순실 국정개입 몰랐다"
- 김종 전 차관이 자신의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허위진술
"이라고 단언했고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선임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
- 차움병원 접촉 경위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을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
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 계기였다고 부연

시 안
크
릿

11.23

채널A

▲ '북극성'·'대평원' 암호 문건도 유출
- 이 가운데 47건은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자료였고, 이 중엔 암호로 표기된 대
통령 해외 순방 문건도 있었음. 보안을 위해 유럽 순방은 '대평원', 중동 순방
은 '계절풍', 북미와 이탈리아는 각각 '북극성', '선인장'이라고 쓴 건데, 민
간인인 최 씨는 이런 비밀 문서까지 받아봤던 것

한겨레

11.24

▲ 최순실, '4.1 부동산 종합대책' 열흘 전에 받아봤다
- 투기수요 자극한 박 정권 첫 부동산대책, 정호성이 ‘세부계획 문건’등 미리 건네
- 최씨 3자매 3000억원대 부동산 보유, 부동산 정책 관여 의혹까지 나와

JTBC

▲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가명으로 차움 진료받아"
-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과 9월에 진료를 받았는데 두 차례 모두 평일 오후였다"
며 "그 중 한 번은 당시 차움 의사였던 김상만씨로부터 안티에이징 관련 진료
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국민

▲ 국정원에 '최순실 부역자' 3인방·F4 있다
-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인방을 중심으로 한 TK 라
인이 원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지적. 복수의 사정당
국·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3인방은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추 국장과 A
지부장(1급), 대공파트의 B수사단장(2급). 이들은 1급과 2급으로 승진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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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언론사

주요내용
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를 담당하는 처장(A지부장)과 인사처장(B단장)으로 일함
- 정보위원들은 정보위회의에서 “3인방이 자신의 눈 밖에 난 경쟁자들과 부하직원
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 정보를 통제했다”고 질타

중앙

▲ "한화, 최순실에게 김승연 석방 민원"
- 한화그룹이 2014년 2월 선고된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을 앞
두고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한화그룹 핵심관계
자 A씨는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 선고
하루 전(2014년 2월 10일)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11.24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동아

▲ "최순득, 연예인들 초대해 '김장값' 명목 돈 챙겨"
- 최순득 씨 지인 등에 따르면 그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서울 강남의 자택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초대. 최 씨가 가사도우미 등이 담근 김장김치를 용기에 담아
건네면 연예인들은 ‘김치 값’명목으로 최 씨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지인 A 씨는 “김치는 고작 서너 포기에 불과했다”며 “사실상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이었다”
▲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준 28억 '승인관련 대가성' 수사
- 롯데면세점은 ‘롯데가(家) 왕자의 난’여파로 여론이 곱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면세
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월드타워점 재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중구 소공동점은 지켰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설마 했던
롯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 롯데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다. 정부의 발표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
단에 28억 원을 출연한 지 약 3개월 뒤에 나온 것으로, 검찰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지점

시 안
크
릿

▲ 평창올림픽 공사장 수백억 '함바 미스터리'
- 2조원 규모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근절 지침을
지키는 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최소 100억원대 현금이 오가는
머니투데이
노다지 함바에 대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선정계획서도 없이 '묻지마 운영'
-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당이 평창올림픽 이권까지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
운데 대표적 비리 온상으로 꼽혀온 함바가 왜 무방비로 방치됐는지 의혹

이데일리

▲ 송하경 대표,27억 개인빚까지 내면서 정유라 승마장 구입 왜?
- 1월 모나미는 삼성과 99억원 규모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포괄 렌털계약’을 체
결. 평창올림픽에 사용될 프린터와 복합기 등을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관련된
물류·용품 서비스는 모나미가 맡는다는 내용. 계약금 99억원은 삼성이 평창올
림픽 조직위원회에 낸 후원금 1000억원에 포함. 평창올림픽에 사용될 자금 중
일부가 모나미를 거쳐 최 씨 일가에 사용된 구도가 형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

SBS

▲ 김종 "조중동 태환이 편이 아니야"
- 지난 5월 25일 당시 현직 문체부 제2차관이던 김종 씨는 수영스타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조중동이 태환이 편이 아니야,
미안하지만"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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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JTBC

▲ 국정개입 사건에 '우병우 민정실' 적극개입 정황
-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
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10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 검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설명
-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 우 수석은 현재 최순실 씨 비리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것

채널A

▲ "수년 전 발기 억제 치료제로.." 또 대리처방?
-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제와 주사기가 담겨 있던 약봉투에 새겨진
서울의 한 병원, 간판엔 진료과목으로 비뇨기과와 피부과가 나란히. 비뇨기과를
전공한 원장 A 씨는 일반의 자격으로 태반 주사 등 미용 주사도 시술
- 비뇨기과에서 염산 에페드린은 남성 질환에만 사용하는 주사제. 최순실 씨가
아닌 누군가가 대리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
▲ 필로폰 원료 '에페드린' 어디 썼나
-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때 자주 사용되는 염산에페드린으로
확인. 염산에페드린 주사액은 성기능 억제나 기관지 천식 치료, 혈압상승제로
쓰이는 전문 응급 의약품. 감기약 성분이기도 하지만, 주사로 투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마황에서 추출하는 에페드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필로폰의 주
원료이기도 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언론사

동아

▲ 최순실 차명회사 크리에이티브아레나, 하청 통해 1억6000만원 홍보업무 수주
- 크리에이티브아레나는 국가브랜드 개발 사업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일감을
수주. 타 업체가 문체부로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업무를 하청 받아 일감을
확보한 것. 지난해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및 정부상징체계 개발’사업 집행 예산
명세에서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직접 계약을 맺은 일감은 총 1900만 원. 하지만 이
회사는 국가브랜드 사업에서 약 11억1000만 원 규모의 홍보 업무를 수주한 종합
PR회사 ‘프레인글로벌’로부터 약 1억6000만 원 규모의 일감을 추가로 수주
▲ '박근혜 공부모임'도 최순실이 관리→ 최순실 2선 물러선 뒤엔 안종범이 주도

경향

▲ 검찰보다 빨랐던 최순실, 압수수색 전날 증거인멸 지시했다
- 최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
표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
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 다음날인 10월26일 검찰은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
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
- 청 참모·민정수석실 통해 ‘수사정보 사전 입수’의혹
- 정체불명 인사들 독일·국내서 도피·컴퓨터 폐기 도와, “정부 기관의 조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지적

시 안
크
릿

일시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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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요내용

노컷뉴스

▲ 최순실, 예술의전당 사장 인선에도 개입 의혹
- 최순실씨가 고학찬 현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이 발표되기 전날, 사전에 후보자
인선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
- 고 사장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문화예
술분야 간사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자문위
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다
▲ 朴취임 후 고산병약 안 산 靑, 왜 비아그라 샀나
- 청와대는 24일 의무실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비아그라와 팔팔정 구입 경위를
"고산병 대비용"으로 설명. 지난해 4월, 고산지대 콜롬비아를 방문하기 전 고
산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이아막스정‧아세타졸정(Acetazolamide)과 비아그라‧
팔팔정(Sildenafil)을 권고 받아 다이아막스 등 3종의 고산병약을 준비해갔는데
예상 외로 고산 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들이 꽤 발생했다는 것
- 이에 올해 3월 멕시코와 5월 에티오피아 순방을 앞두고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2
월, 다이아막스 등 3종의 고산병약과 함께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추가로 구매했
다는 것이 의무실장의 설명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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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
크
릿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박근혜 대통령 위법 의혹

- 115 -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 안
크
릿

박근혜대통령 위법 의혹

 범죄일람표
혐의사실

적용법조

가능 양형

확인된 공소사실
미르재단 강제출연 공모

2

케이스포츠 강제출연 공모

3

더블루케이(TBK) 강제출연 공모

4

플레이그라운드 현대차 광고수주
압력 공모

5

차은택의 포스코 자회사 지분
강탈 미수 공모

6

케이디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계약 체결 압력 공모

7

더케이스포츠 시설 부지 사전
선정 작업을 위해 국토부장관
공무상 비밀 누설 공모
문화체육부 공무원 면직 지시

시 안
크
릿

8

직권남용(형법 §123)
·강요(형법 §324)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직권남용(형법 §123)
강요(형법 §324)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

밝혀야 할 혐의사실

9

대통령 연설문·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을 최순실에게 작성·수정
지시 공모

10

한화그룹·롯데그룹에
사업 특혜제공

면세점

11

CJ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
포츠 재단 강제 출연 및 차은택
주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부당
지원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127)
외교상 기밀누설
(형법 §113)
군사기밀보호법(§11, 12)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 형법 §130, 134)
직권남용(형법 §123)
강요(형법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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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상한)
1년 이상 유기징역(하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사실

적용법조

가능 양형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차병원 줄기세포 무상 치료 대가
수뢰(형법 §129)/
1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로 차병원 각종 특헤 제공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2)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상한: 최대 무기징역, 유기징역 선택시(경합범 가중으로) 45년 선고
선고가능형
하한: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제3자 뇌물공여액 및 수뢰액 합계의 2배∼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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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혐의(상술)
Ⅰ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의 공모부분(공소장)

직권남용·강요
사건명

1

미르재단(문화재단)
강제출연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
부터 미르재단에 486억원을 출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2

케이스포츠(쳬육재단)
강제출연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
부터 케이스포츠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3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남체육시설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을 종용하다, 결국 포스코 자회사에 펜싱팀을 창단
더블루케이(TBK,
시키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직권남용,
스포츠매니지먼트사)
강요함
강제출연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관광공사 자회
사인 그랜드코리아(GKL)가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고 3명의 장애인 펜싱선수들의
전속계약금 6천만원 중 절반인 3천만원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받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현대차 광고 5건
70억6,627만원을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플레이그라운드(광고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지인을 케이티
대행사) 현대차
광고담당 고위직에 취업시킨 후, 그들과 함께 케이티가
광고수주 압력 공모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약 68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시 안
크
릿

공모

공소사실(범죄혐의)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순번

4

5

6

차은택의 포스코
자회사 지분 강탈
미수 공모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포스코 자회사
‘포레카’ 지분 80% 강탈 미수

케이디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압력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차 그룹(부
회장)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
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이를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약 10억6천만원 상당
납품을 했고, 대가로 최순실은 샤넬백과 현금 등
5,162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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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7

Ⅱ

더케이스포츠 시설
부지 사전 선정
작업을 위해
국토부장관 공무상
비밀 누설

·정호성, 대통령과 공모하여 ’13. 10. 2.자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검토‘문건을 받
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의 지시로 피고인
최순실 외부 이메일과 인편으로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추가 수사 필요 사항

직권남용
공모

8

문화체육부 공무원
면직 지시

·문체부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노태강 체육
국장,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 좌천 지시 및 사
임케 함

9

대통령
연설문·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을
최순실에게
작성·수정 지시

시 안
크
릿

공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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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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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군사상 기밀누설/ 외교상 기밀누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최순실에게 정호성등을 통해 제공
·대북관계 로드맵인 드레스덴 선언문에 대해 최순실
에게 제공(10. 24. jtbc보도)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 최순실에게 제공
·2012. 12. 28. 이명박과 독대 전 ‘북 국방위 비밀접촉’과 같
은 안보 기밀에 대해서 최순실에게 사전 제공
·2013. 1. 4.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간사장등
아베신조 일본촐이가 보낸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박근헤가 발언한 문건에 대해서 접견 9시간 전 최순
실에게 사전 제공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공모

10

·2015. 7. 24. 한화 그룹 김승연, 2016. 2~3.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의 대통령 면담시 현안 사업인 면세점 사업
한화그룹·롯데그룹에
운영을 위한 특허 낙찰을 요청하자, 미르, K스포츠 출
면세점 사업
연대가로 면세점 사업 특허 낙찰되도록 지시하거나 면
특혜제공
세점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관세청으로 하여금 신
규특허 공고 발표하게 한 의혹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강요/ 직권남용
공모

11

CJ그룹으로 하여금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CJ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
1조원 넘는 투자계획을 실행중인 것으로 확인.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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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연 및
차은택 주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부당지원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받던 시기와 겹쳤고, 이후 CJ그룹은 미르·K
스포츠재단에 각 8, 5억원씩 출연하였고, 차은택의 문
화창조융합벨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이재현 회장 사면

수뢰(의혹, 1억이상 수뢰시 특가법 적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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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 안
크
릿

공모

·박근혜는 2011. 2~ 2012. 6. 까지 차움병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처방을 무상 내지는 저가로 받은 의혹 진상
차병원 줄기세포
규명 필요
무상 치료 대가조로
차병원 각종 특헤 ·이후 차병원은 중동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되었고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조건부 승인등 특혜를 받은 것
제공
으로 파악
·또한, 차움병원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입 이후 청완
대에 들어가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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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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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
크
릿

인물별 비리 의혹

1. 최순실 (60세, 최태민과 임선이의 5녀, 현 정권의 비선실세)
❍ 대통령연설문 연설문 유출 및 수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특혜, 직권남용과 강요
- 대기업 강제 모금, 초고속 설립허가 및 등기 특혜
- 재단의 각종 특혜사업을 기획하여 사익 추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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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재단, SK측에 최씨 모녀 소유의 비텍을 사업 주체로 하는 ‘2020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80억원 요구. SK 거부로 무산
❍ K스포츠재단, 롯데 측에 대형체육시설 건립 목적으로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이후
부지 확보 실패로 70억원 반납

- 최순실은 2008년 하남에 부지를 매입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음. 결국에는 체육시
설건립은 취소되었으나 사전에 정부개발문건 입수 의혹(2008년 34억에 매입, 2015
년 52억에 매각)

시 안
크
릿

- K스포츠재단은 70억원의 반납과정(2016.6.7. 반환통보)에서 우병우 수석에서 롯데
의 대대적 압수수색(2016.6.10.)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 검찰, 안종범 수석은 이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발표
❍ 최순실의 더블루K,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 의혹
- 더블루K, 올해 1월 1500억원 대의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를 위해 스위스 누슬리
사에 협력 제안. 누슬리 경영진, 서울에서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와 업무협
약을 맺었는데 이 자리에 안종범 수석, 김종 문체부2차관도 동석
❍ 최순실 모녀 평창에 7만평 땅 보유. 평창올림픽 유치 전 투기 의혹 및 불법 벌목
❍ 더블루K의 특혜사업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강요, 사익추구
- 하남체육시설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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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을 종용, 결국 포스코 자회사에 펜싱팀을 창단시키고 더블루케
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GKL)가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고 3명의 장애인 펜싱선수들의 전속계약금 6천만원 중 절반인 3천만원을 에이
전트 비용으로 받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 최순실, 케이스포츠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71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
-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 의혹
-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2016.1.12.일 ‘더블루K’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
사 설립, 더블루K의 독일법인은 최순실이 100% 지분 보유. 2016.2월말 설립.
· 두 회사의 독일 주소지 동일. 페이퍼 컴퍼니 해당. 독일 더블루K, 비텍은 K스포츠재
단 등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독일에 보내기 위해 만든 회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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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재단 직원인 박헌영 과장, 노숭일 부장(정유라 승마 코치) 최순실 모녀 행.
더블루K 직원으로 활동

한국

관련회사
사업영역

The Blue K(유한회사), 비텍
두 회사 페이퍼컴퍼니
스포츠인재육성 및 지도자 양성
스포츠마케팅
더블루K:최순실 지분 100%
등기상은 없으나 최순실 실제소유
비텍:최순실,정유라 소유
→한국 더블루K,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전인 2016.1.12.일에 설립
→독일 더블루K, 2016.2월말 설립
→2016.6월 독일 정유라 훈련용 호텔 구입(20-30억 추정). 이 호텔은 비텍 이 매입
했으며 비텍, 독일 더블루K는 이 호텔 주소로 사무소 등록
→더블루K 직원 노승일부장·박헌영과장, K스포츠재단 직원으로 등록. 독일
호텔 구
입 실무자. 이 두명은 정유라의 훈련증명서류에 이름을 기록
→최순실과 차은택의 연결자 고영택, 한국 더블루K 이사, 독일 더블루K
대표로
등록. 고영택은 박근혜 대통령 핸드백 브랜드 대표
→독일 더블루K·비텍은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독일에 보내기
위해 만
든 페이퍼컴퍼니
㈜더블루K

시 안
크
릿

지분

독일(프랑크푸르트)

주요의혹

❍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현대차 광고 5건 70억6,627만원을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
- 지인을 케이티 광고담당 고위직에 취업시킨 후, 그들과 함께 케이티가 플레이그라운
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약 68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
- 대통령을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사업 등 국가 관련 사업과 KT, 현대차 등 대기업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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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사 ‘모스코스’를 설립하여 포스코 자회사 ‘포레카’ 지분 80% 강탈 미수
❍ 국가브랜드 사업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주도했던 ‘크리에이티브 아레나’가 최순실
이 공모하여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 ‘모스코스’와 주소지(논현동)가 동일, 실소유주로
특혜를 받은 의혹
❍ KD코퍼레이션 민원 청탁
- 딸 정유라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제품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 대가로 명품백, 현금 등 5,162만원 수뢰
❍ 개성공단 폐쇄 주도 의혹
- ‘통일대박’ 용어 제시 의혹 및 최순실 주도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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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 문화융성 정책 설계 의혹 (비선조직의 국가정책결정)

- 최순실이 작성한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유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순실 특혜 사업 편성 의혹

-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재단이 관계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시 안
크
릿

계획에도 없는 100억원대 예산을 4일 만에 편성 의혹
❍ 증거인멸 교사

-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더블루K에서 가져 온 컴퓨터 5대 등 증거 인멸을
후배 등에게 교사 혐의

❍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제공, 최순실과 유착 의혹
-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제공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8개 사업에 선정
❍ 평창올림픽 관련 투기 의혹
- 최순실 모녀 평창에 7만평 땅 보유. 평창올림픽 유치 전 투기 의혹
-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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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특혜 지원을 위해 마사회, 대한승마협회 총출동 의혹
- 마사회가 작성한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이 정유라 1인 지원 방안 의혹
- 마사회 박감독 석연치 않은 독일 파견, 정유라 전지훈련 지원 목적이라는 의혹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이 최순실 독일회사에 35억원 송금 의혹
❍ '정유라 특혜' 반대한 대한승마협회 이사 교체 의혹
-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이영국 부회장 및 2명의 이사가 정유라 파격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폭로
❍ 삼성, 최순실 측근과 '정유라 지원' 기획 의혹
- 최순실의 측근 데이비드 윤, 삼성과 함께 한국 승마 선수 지원 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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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정유라·장시호 특혜 대출 의혹
- 평창 땅을 담보로 소득 없는 정유라에게 신용장 발급. 이 신용장으로 독일 하나은행
법인에서 24만 유로 대출받아. 당시 독일 하나은행 지점장은 임원 승진.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경질 의혹

- 최순실의 더블루K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를 공사업체로 선정
하기 거부하여 경질된 정황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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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서와 해운동맹 가입
성공 등 현대상선보다 생존확률이 높았으나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 괘씸죄(K스포츠
출연 거부 등) 때문이라는 의혹
❍ 정부 무기도입 과정에 대한 최순실(정윤회) 개입 의혹설 [록히드마틴]
- 차세대 전투기 사업(F-35A),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KF-16 성능개량 사업
(F-35A), 사드배치 결정과정 개입 의혹
❍ 軍 인사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설 (軍 사조직 알자회 부활)
- 기무사령관 인사 개입 의혹
❍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 박 대통령은 최씨 자매의 대리처방을 통해 주사제를 처방 및 투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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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정부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 의혹
-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와대와 정부를 움직여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 재산 형성에 공익재단(정수장학회) 자금 이용 의혹
- 정수장학회 관련 인물 임씨, 1988년 수십억원의 강남 부동산을 최순실과 공동구입했다
지분을 모두 넘겨. 다른 공동구매자 이모씨도 96년 6월 부동산실명제 실시 직전에 명의
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실에게 지분 넘김.
❍ 청와대 인사·정부 조직에 개입 의혹
- 장차관 인사뿐만 아니라 실무자 인사까지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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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인사 개입 의혹

- 대한항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 ㄱ 부장 승진 요구. 지난 6월30일자로 ㄱ 부장 승진
❍ 인천공항사장·감사위원·조달청장 인사 개입

- 최순실이 해당자들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조달청장이 바뀔 것이란
사실도 미리 알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 사립대 교수 임용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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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가까워진 하OO 교수의 지방 사립대 임용에 입김 의혹
❍ 예술의전당 사장 인선 개입 의혹
- 고학찬 현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이 발표되기 전날, 사전에 후보자 인선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

❍ 유령법인에 세제혜택 '입김' 의혹
- 정윤회의 측근 역술인이 운영하는 유령법인에 정부가 3년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최순실의 입김이 기재부에까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
❍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사업 개입 의혹
- 더블루K와 업무 제휴를 맺은 누슬리사를 내세워 빙상경기장 건설권을 따내려 했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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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성형외과 특혜 의혹
-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청와대 명절 선물세트 납품 등 특혜 의혹
❍‘복지부 찍어내기' 개입 의혹
- 단골병원인 차병원의 숙원사업 ‘복제배아’ 규제 완화 ‘입김설’. 반대한 공무원들‘경질
성 인사’…문체부 집단퇴직 사건 판박이
❍ 대통령 전용기 동승 의혹
-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수차례 박근혜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 나와
❍ 한진 조양호 회장 독대해 금품 요구 의혹
- 대한항공 관계자, 조양호 회장이 지난해 초 최순실과 2차례 만나 금품 제공을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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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발언

❍ 이란 K타워프로젝트, <미르> 독점지원 의혹
❍ 미얀마 K-타운 사업 개입 의혹

-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명시해 최순실의 이권개입 논란이 있는 이란 K-타워 사업과 판박이
❍ 국세청 연루 의혹

-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논의, 단골 성형외과와 분쟁을 벌이던 중소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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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혹 제기

❍ 학력위조 의혹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하나 대학에 재학 기
록이 없고, 또한 이 대학에는 유아교육학 전공이 존재하지 않음
❍ 논문 공동저자 허위등재 의혹
- 정수장학회 출신 교수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지 않은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 박근혜국회의원 시절, 한국문화재단을 통해 박근혜국회의원 비선조직 운영 의혹
❍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주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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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두재단의 재원마련 대기업 출연 종용
비위 첩보 입수, 내사 중 수사기밀 누설 논란으로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제출.
내사는 중단
❍ 최순실,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직접 설계
- 최순실이 만든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의 계획안 수정 글씨
체 동일
- 문화융합을 위한 아카데미, 공연장 건립, 한식사업 등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유사
❍ 삼성, 2015.9월과 10월 비텍과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육성 명마 구입과 관
리, 현지 대회 참가비로 35억원 스포츠 컨설팅 계약을 맺고, 송금.
- 최순실, 삼성 지원금으로 2015.11월 프랑크푸르트 호텔 매입에 7억원, 독일 호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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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 등 매입에 20억원 사용

❍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정부, 대기업 광고 수주 특혜 의혹
- 당초 2015.1.27.일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바지사장인 김홍탁의 측근인
차은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순실이 사업수주, 급여 수준에 관여 실주인이 최순실이
라는 의혹이 제기

·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장순호씨 최씨 부탁으로 지난 7월까지 일했다고 진술
· 최순실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엄슬기가 재무팀장으로 경리를 도맡아
-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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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3개국 순방 시,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11억
1493억원의 순방행사 사업권 획득 의혹. 이 사업권을 A사에 3억7150억원에 재하청,
7억4343만원의 중간 차액을 얻음.
· 2016 CJ E&M이 주관한 KCON 행사장 한국 기업과 정부 홍보 부스에 플레이그라운
드 한식체험전시 운영 전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불 공식인증사업비 명목으로 CJ E&M에 5억원 지원. 콘
텐츠진흥원도 부스 운영료로 1억7천만원을 지급. 그러나 이 재원은 광고대행사인 플
레이그라운드로 7억 원이 재 입금 됨
❍ 최순실, SK에게 80억 요구,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진술. 이후 SK가 30억
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 안종범 수석 확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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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업 주도한 회사 크리에이티브아레나 최순실 소유
정황
- 2014.8.8.일 설립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주소지가 김홍탁이 대표로 있던 플레이그라
운드와 동일. 최근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자는 최순실로 알려짐.
- 크리에이티브아레나의 대표는 차은택 측근인 그래픽디자이너 김성현이 맡고 있음.
김성현은 모스코스 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이후 크리에이티브아레나, 플레이그라운
드, 모스코스는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동일하게 옮김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의 최순실 개입 의혹
❍ 현대차, 미르재단 지원대가로 ‘수소 차’ 지원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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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 그룹 특혜지원 의혹

❍ 김영재 성형외과 불법 의료행위 및 병원장 특혜

❍ 최순실-박근혜 차움의원 처방 및 진료 관련 의혹
❍ 공관장 인사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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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무산 주도 의혹
❍ KOICA ODA 사업 관여 의혹

2. 안종범 (57세. 전 청와대 경제수석,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직 사퇴 관련
- 국회 긴급현안질문시(11월11일) 박영선의원이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 위원장 사퇴와
관련하여, 안종범-국무조정실장-김종 문체부2차관으로 연결 되었다고 질의
❍ 청와대, LH에 사업 추진 강요
- K타워프로젝트는, “수지 확보가 취약한 사업이라 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란 K-타워사업 검토안, 2016.5,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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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2016년 6월 기준 총부채 135.4조원이며, 하루이자는 92억원. 수익성사업조차 축소,
민간이양 하는 등 기능조정 강화상태
- LH는 이란 국내법상 “3개월전 MOU사전허가” 규정을 사전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NTDC와의 MOU체결에만 주력함
- 안종범 경제수석 산하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인 정만기(현 산자 1차관)가 2차례 이상
청와대 연풍관으로 LH 관계자를 불러 K타워프로젝트가 VIP관심사항이므로 LH가 추진
할 것을 강요한 의혹
- 제1차, 2차 연풍관회의에서 LH사업참여 강요 경위, 이한선미르이사 참여경위,청와대
(박근혜→안종범→정만기), LH(박상우→현도관/선병수), 국토부 등의 역할 규명
❍ KT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특혜 의혹
-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이 KT에 직권을 남용해 차은택씨가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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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각각 전무와 상무보에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짐
- 차 씨의 지인인 이동수씨는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2015년 2월 KT에 입사(상무, IMC센터장)를 하고, 11월에 IMC 본부장(전무)로 승진을
했음. 그런데, 같은 달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가 났음.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초에 KT의 정기 인사가 있었음

❍ 미르재단(문화가치 위상 제고)과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 박 대통령과 공모,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K스포츠재단에는 288
억원 합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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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 추진, 300억원 규모 재단 설립,
재단 인사 내용 등을 지시했으며 대기업 회장들에게 재단 지원을 요청함. 최씨가 재단
인사 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말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전경련
등에 요청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이행함
❍ 더블루케이 (TBK. 스포츠매니지먼트)
-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하남체육시설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을 종용하다, 결국 포스코
자회사에 펜싱팀을 창단시키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GKL)가 더블루
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고 3명의 장애인 펜싱선수들의 전속계약
금 6천만원 중 절반인 3천만원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받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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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현대차 광고 5건 70억6,627만원을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함
-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지인을 케이티 광고담당 고위직에 취업시킨 후,
그들과 함께 케이티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약 68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함
❍ 모스코스 (광고대행사)
- 최순실 안 전 수석과 공모하여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사실상 자기 회사인
모스코스가 인수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에 지분 80%를 내어놓으

❍ KD코퍼레이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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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협박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공모한 강요는 미수에 그침

-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이모씨가 운영
하는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전달함.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해당 회사가 현대차그룹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토록 함.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적용

- 이를 통해 KD코퍼레이션은 약 10억6천만원 상당 납품
❍ 허위진술 지시 및 증거인멸 교사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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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허위진술 지시. 휴대전화 폐기 종용 등 증거인멸 교사함
- K스포츠 재단 이사 김모씨에게 휴대전화 폐기. 이메일 삭제 지시. 검찰에서 거짓 진술
등 증거인멸 교사함

❍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 찬성한 배경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외혹 제기되었
으며 관련자 증언도 나오고 있음
❍ 최순실 단골 김영재 성형외과 15억원 R&D 특혜 의혹
- 비선실세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에 15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 증언을 통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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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은택 (48세, CF 감독 출신으로 최순실의 핵심측근. 광고업체 아프리카 픽쳐스 대표.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역임)
❍ 범죄사실
1. 청와대를 통한 대기업(KT, 현대차) 대량의 광고제작 수주
2. 포스코 계역사인 주식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3. 문체부장관(김종덕) 추천을 통해 각종 이권 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4. 가족을 광고제작사인 아프리카에 허위로 취업시켜 약 10억원 상당 업무상 횡령(특가
법상 횡령)
❍ 주변인사, 지인들을 문화계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문화계 국책지원을 얻어내고 문화산
업을 장악하려고 한 의혹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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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차은택이 감독을 지냈던‘영상인 프로덕션’대표이자 대학원 사제지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전 제일기획 상무 근무 당시 주요고객. 차씨에게 도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 차은택의 대학원 스승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차씨의 외삼촌
·이동수 (전 KT 전무) : 영상인 기획실장 출신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 그래픽 디자이너. 전 모스코스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 지인

- 송성각은 원장 전형시 타 지원자들에 비해 부실한 이력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박영국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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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정책관) 편파 점수 등 특혜

- 차은택은 은사 김종덕을 문체부 장관에 외삼촌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임명해달
라고 최순실에 인사청탁했다고 진술
- 또 한 차은택은 송성각이 콘진원 원장으로 선임되기 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소개해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
- 이동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황창규 당시 KT 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전무에
임명. 당시 안종범은 “VIP 관심 사항”이라고 언급
❍ 차은택은 2014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최순실의 계획에
따라 안종범과 같이 UAE를 방문했고 그후 2014.8.19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위촉
❍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등 급팽창.
2019년까지 7천억원 규모 국고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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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3.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위촉.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의 단장
임명 직접 지시
- 박 대통령, 2015년2월 미래부에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신설 지시 (국
민의견 수렴기간 등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위반). 졸속으로 임명 차씨 2015.3월 문체부
추천으로 미래부에서 단장으로 임명. 융합본부 민간 직원 9명 차씨 독단적으로 결정
-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시절,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허브사업 계획 변경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함
- 벤처단지 입주업체인 VR(가상현실) 제작 업체 고든미디어 대표 마해왕씨,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카페 운영업체의 등기이사. 2017년 VR예산 192억 편성.
- 차은택, 자신의 석사논문에 나오는 3D캘릭터 ‘나나걸스’를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아이
컴프미디어를 통해 삼성전자에 광고. 이후 성과가 없자 푸른고래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를 설립 자신의 지인을 대표로 앉히고 캐릭터 명칭도 ‘고고로켓씨스타’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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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고래, 2015.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

· 푸른고래 주소지는 차은택의 단골 영상편집업체와 같은 주소이며 대표 박모씨는 해
당업체 임원 출신

❍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취임 이후 최순실· 차은택 예산 급증
-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은‘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과‘문화콘텐츠산업 육성’분야
다. 특히‘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에 차씨가 주도했던‘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예
산이 760억 6000만원 새로 배정

-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정부의 지원 아래‘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으로 확대돼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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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콘텐츠진흥원의 신규 예산과
겹치는 것

❍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통해서 CJ 문화사업 장악 시도
- CJ가 1조4000억 투자한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사업으로
차은택이 주도

- 차은택 CJ 측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핵심직책 요구
- CJ 그룹 문화창조융합센터장에 차은택의 지인이며 미르 재단 이사인 강신명 임명
- CJ그룹이 차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시기와 겹침. CJ그룹이 이 회장 구명을 위해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 청와대, 2015년 밀라노엑스포(5월-10월) 전시영상감독을 차은택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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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밀라노엑스포 주무부처를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이관. 주관기관도 코트라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 이후 사업예산도 21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
- 이 과정에서 엑스포 한국관 전시 위탁 대행사인 시공테크(62억1580만원의 전시영상
용역 계약)는 전시영상감독을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던 A교수 대신 차은택으로 교체.
이후 감독 교체는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로 알려짐
❍ 차은택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 KT광고 47편 중 26편 수주 및 광고 모델 선정
까지 관여
- 2016.2월 방송된 KT평창올림픽의 ‘유미란의 KT’ 광고. 유씨는 가상현실 벤처회사인 C
사 대표로 차은택의 입김 작용
· C사 차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일 때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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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KT의 마케팅 총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시켜 전무로 앉힌 이동수
❍ 금융위, 예정에 없던 금융개혁 캠페인 광고, 차씨 소유인 아프리카픽쳐스에 발주
❍ 또 한 아프리카픽쳐스는 2013년 제일기획으로부터 외주를 받아‘싸이의 위키코리아
(PSY’s WIKI KOREA)’라는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영상 광고를 제작
❍ 차은택이 운영하는 최순실 실소유 의혹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기업신용 등급
평가에서 실질적 부도라는 신용 평가에도 현대자동차와 KT와 같은 대기업 광고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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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대통령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면담 자리에서 동석했던 현대차 임원에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플레이그라운드 홍보물을 주면서 광고를 알선. 당시 플레이그
라운드는 정식 법인 등록 이전 상태였으나 현대차 이미지 광고 수주. 2016년 4∼5월
70억 6천627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현대차에서 수주
- 청와대의 압력으로 KT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대행업체로 지정. 2016년 8월까지 68억
1천767만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
❍ 차은택의 또 다른 유령회사 모스코스
- 모스코스는 2015.2.10.일 설립되었으며, 차은택이 실소유, 측근인 김홍탁이 대표를
맡았고 이후 7월에 또 다른 측근인 김성현으로 대표 변경
- 모스코스는 미르재단의 사전작업용 회사 및 포스코 광고 계열사 강탈 의혹을 받고 있음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 수주. 이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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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준 김한수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행정관이 모스코스가 수주하도록
영향력 행사
❍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평창올림픽 공연용 조명 기술 개발 사업 45억원을 송성각
원장이 전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 컨소시엄이 수주. 머큐리포스트는 차은택의 페이
퍼컴퍼니회사인 엔박스에디트와 주소 동일, 차은택과 관련성 의혹
· 머큐리포스트는 당시 2위를 차지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
· 45억 중 이미 20억 가량이 투입된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에서 사용 계획 없음
❍ 대통령이 시연한 차은택 늘품체조 제작에 관여.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 2억원의 예산
으로 만든 ‘코리아체조’가 갑자기 늘품체조로 변경. 3억5천만원의 예산 투입. 이 과정
에서 차씨의 유령회사인 엔박스에디트가 동영상 제작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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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늘품체조는 개발자 정아름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였으나, 정씨는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밝힘

❍ 차은택이 선발한 공연단체가 2016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여 공연. LED 광선이
나오는 하회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광탈’은 5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때,
비보이 댄스팀‘애니메이션크루’는 4월 멕시코 순방 에서 공연
❍ 차은택, 송성각 콘진원장을 통해 포스코계열 광고회사(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에게 지분 80%를 자신에게 매각하라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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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코스는 2015.3월경 차은택의 측근 김홍탁,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와 함께 포레카 인수 예정기업인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레카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압박. 이 과정에서 송성각 원장 동원
❍ 콘텐츠진흥원 2015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정과제에 송성각 콘진원장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 2억5100만원 지원
❍ 차은택 700억원 과천 경마장 테마파크사업 개입의혹
- 마사회가 700억원을 들여 경마장 내에 조성한 테마파크 '위니월드'. 이곳의 설계와
컨텐츠 제작 및 설치 그리고 운영 용역 모두 차은택 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회사
- 110억원 규모의 설계와 컨텐츠 제작 사업을 따낸 시공테크사는 차씨가 한국관
영상감독을

맡았던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

- 138 -

전시

감독을

했고,

차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일 때는 문화창조벤처단지의 한식문화관 조성용역을 수행
❍ 차은택, 제주 중문단지 개발에도 '눈독'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서 추진중인 ‘융복합형 공연장 중심,
문화콘텐츠 거점 사업(1570억 규모)’이 차은택씨에 의해 휘둘린 정황이 드러남.
차씨는 사업 초기에 측근을 자문위원으로 넣어 자기 입맛대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임
- 사업 자문위원 6명 중 윤정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차씨의 스승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처남매제지간으로 현재 차씨가 주도해 만든 문화창조융합센터
아카데미 교수로 활동
- 시공테크 A본부장(사장)도 사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공테크는 한국관광공사와 62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차씨가 전시감독을 맡은‘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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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택, 문체부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특혜
- 체육·문화·예술 인재 육성, 소외계층 문화 지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써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공익사업적립금’(공익적립금)이 7억원이 각각 차은택이 연출을 맡은
융복합 뮤지컬 ‘원데이’ 공연, 늘품체조 동영상 제작비,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아라리
요’ 제작비 등으로 사용

❍ 차은택 관련 의혹 법인사업에 문체부 15억원 지원

- 문체부는 지난 2014년까지 한국광고총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관련 교육을 진행.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문광부는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을 새로운 보조사업자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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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고, 이 단체를 통해 글로벌 광고인재센터를 운영

-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의 주요 이사진에는 차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등재돼있는 것으로 확인
❍ CF감독 출신으로 2014.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위촉, 2015.4.3. 창조경제
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위촉.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의 단장 임명 직접 지시
- 국민의견 수렴기간 등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위반 졸속으로 임명
- 박 대통령, 2015년2월 미래부에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신설 지시. 차씨
2015.3월 문체부 추천으로 미래부에서 단장으로 임명. 융합본부 민간 직원 9명 차씨
독단적으로 결정
❍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등 급진전.
이권에 적극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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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시절,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허브사업 계획 변경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함
- 당초 관광공사 사옥은 2014.12월 관광공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라
한류관광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으나, 차씨 관여 이후 2015.6월 벤처단지 조
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가 생산되었고 두달만에 타당성 검토를 이뤄짐. 이 과정에서
예산은 2019까지 7170억으로 불어남.
- 2015년 당시 이 사업은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었으나 문체부가
2015.6.30.일에 125억원의 증액 기금계획변경을 신청(문화창조융합 벤처단지 신규 80
억/외래관광객 유치 45억), 기재부 단 하루 만에 승인. 이후 9.24일 한식문화시설 설치
명목으로 20억을 추가 증액. 2015년 총사업 비가 2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6.5배 대폭 증액
- 벤처단지 입주업체인 VR(가상현실) 제작 업체 고든미디어 대표 마해왕씨,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카페 운영업체의 등기이사. 2017년 VR예산 192억 편성.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차은택, 자신의 석사논문에 나오는 3D캘릭터 ‘나나걸스’를 2011년 자신이 설립한 아이
컴프미디어를 통해 삼성전자에 광고.

· 이후 성과가 없자 푸른고래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 자신의 지인을 대표로 앉
히고 사이버 걸그룹 명칭도 ‘고고로켓씨스타’로 개명.
· 푸른고래, 2015.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

❍ 청와대, 2015년 밀라노엑스포(5월-10월) 전시영상감독을 차은택으로 교체
- 2014.10.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밀라노엑스포 주무부처를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이관. 주관기관도 코트라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 이후 사업예산도 215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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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원으로 확대.

- 이 과정에서 엑스포 한국관 전시 위탁 대행사인 시공테크(62억1580만원의 전시영상
용역 계약)는 전시영상감독을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던 A교수 대신 차은택으로 교체.
이후 감독 교체는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로 알려짐.
- 차은택, 영상제작 용역의 재하청 주도. 송성각 전 콘진원 원장이 대표로 있었고 차은택의
페이퍼컴퍼니인 엔박스에디트와 동일 주소인 머큐리리포트가 5억, 차씨가 기획한
뮤지컬 원데이의 영상 제작 회사가 5억원 등 10억원을 시공테크와 수의계약
- 차씨 무보수 감독으로 알려졌으나 거마비 등으로 2800만원을 받았고 하청관계에서 뒷
돈을 챙겼을 의혹
- 위탁 대행사인 시공테크 정산 없이 결산 처리
❍ 차은택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 KT광고 47편 중 26편 수주 및 광고 모델 선정
까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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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월 방송된 KT평창올림픽의 ‘유미란의 KT’ 광고. 유씨는 가상현실 벤처회사인 C
사 대표로 차은택의 입김 작용
· C사 차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일 때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
· 당시 KT의 마케팅 총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시켜 전무로 앉힌 이동수이었음
❍ 차은택의 또 다른 유령회사 모스코스
- 모스코스는 2015.2.10.일 설립되었으며, 차은택이 실소유, 측근인 김홍탁이 대표를
맡았고 이후 7월에 또 다른 측근인 김성현으로 대표 변경
- 모스코스는 미르재단의 사전작업 용 회사 및 포스코 광고 계열사 강탈 의혹을 받고 있음
- 모스코스 주요 사안
2015.6.18.
⇒ 모스코스
⇒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
로 회사명 변경

2015.7월
김성현으로 대표 변경,차은택측근
그래픽디자이너, 미르 사무부총장
최순실 카페 테스타로싸에 4월까지
등기 이사 재직
플레이그라운드 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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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0.
2015.3월
김홍탁 대표 ⇒ 모스코스 차은택 천인보 기획
차은택 실소유
이후 청와대 만인보란
모스코스설립
이름으로 실제 활용

2015.10.24.
2015.10.27.
김성현대표 자신을 임차인으로 전경련에서 받은 ⇒ 미르재단 설립
3천만원으로 미르재단 사무실 계약

2015.10.30
⇒ 유라이크커뮤니(모스코스) 해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제작 수주. 이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를
넘겨준 김한수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행정관이 모스코스가 수주하도록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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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하나당 약2천만원 총사업비 3억4천만원 배정
❍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평창올림픽 공연용 조명 기술 개발 사업 45억원을 송성각원장이
전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 컨소시엄이 수주. 머큐리포스트는 차은택의 페이퍼컴퍼
니회사인 엔박스에디트와 주소 동일
· 머큐리포스트는 당시 2위를 차지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
· 45억 중 이미 20억 가량이 투입된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에서 사용 계획 없음.
❍ 대통령이 시연한 차은택 늘품체조 제작에 관여.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 2억원의 예산
으로 만든 ‘코리아체조’가 갑자기 늘품체조로 변경. 3억5천만원의 예산 투입. 이 과정
에서 차씨은 유령회사인 엔박스에디트가 동영상 제작에 참여
· 문체부는 늘품체조는 개발자 정아름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였으나, 정씨는 인터뷰
에서 문체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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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택, 송성각 콘진원장을 통해 포스코계열 광고회사(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에게 지분 80%를 자신에게 매각하라고 압력.
- 모스코스는 2015.3월경 차은택의 측근 김홍탁,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전 대표
김영수와 함께 포레카 인수 예정기업인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레카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압박. 이 과정에서 송성각 원장 동원.
❍ 콘텐츠진흥원 2015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정과제에 송성각 콘진원장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 2억5100만원 지원
❍ 금융위, 예정에 없던 금융개혁 캠페인 광고, 차씨 소유인 아프리카픽쳐스에 발주
❍ 뮤지컬 ‘One Day’(1시간 공연) 제작, 신청 13일 만에 1억 7천만원 협찬, ’14.8.27.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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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박대통령 무대인사, 하루 공연을 끝으로 폐막, ’먹튀공연‘ 의혹

4.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37세, 최순실의 둘째 언니 최순득의 딸
❍ 사단법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주도

- 빙상과 스키 꿈나무 육성 목적으로 2015.6월 출범

- 스키스타 허승욱이 회장을, 빙상의 이규혁이 전무를 쇼트트랙의 전이경이 이사 등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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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장시호를 사무총장에 선임

- 문체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국비 6억7000만원 지원. 문체부 예산은 모두 장시호가 전담
- 장시호, 자신의 아들을 스키 종목에서 이사 추천 영재로 선발하려다 무산
❍ 후원 강요 및 횡령

-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압박
- 장시호는 정부지원금과 기업 후원금 중 11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
❍ K-스포츠 타운, 장시호 연루 의혹
- 문체부의 ‘K-스포츠 타운 조성’ 문건에는 문체부가 민간 투자를 받아 스포츠 교육·체
험 목적의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
- 스포츠 마케팅을 장악하기 위하여 더스포츠엠 설립. K스포츠 홍보대행사로 지정. 이권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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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 최순실 설립 ‘비덱’사 2대 주주
-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의 주주명부를 KBS가 단독으로 입수,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대 주주로 드러남
❍ 김종차관과 공모하여 K-토토빙상단 특혜 창단, 이권개입 의혹
- 불과 18일만에 창단
- 빙상단을 매개로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이권에도 개입하려한 정황 및 의혹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운영금액 50억원 요구, 결국 39억 확정(보통 5억 소요)
❍ 장시호와 YG와 커넥션 의혹
- YG 양민석 이사는 해외 한류사업에는 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고, YG엔터테인먼
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관련 일을 많이 했기에 커넥션 의혹
- 또 한때 장시호가 YG에 입사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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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박봄 등이 마약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
태로 마무리 된 사례로 볼 때도 의혹을 받쳐주고 있음

-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에 공개입찰 없이 YG가 참여했는데 이 또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YG는 융합벨트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땅을 360억에 샀는데
지금은 1200억 가까이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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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유라 (20세, 개명 전 정유연, 정윤회와 최순실의 딸)
❍ 최순실의 압력으로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 입학 특혜

❍ 입학 후에도 학사관리에서 출결 및 성적에서 특혜, 교수의 대리 제출
❍ 고교 시절에도 무단 경기 출전 등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정 등 학사 특혜
❍ 삼성의 후원으로 독일에서 전지훈련, 고가의 경기마 지원
❍ 코레스포츠(전 비덱스포츠)의 2대 주주로 삼성과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35억 지원,
고가 경기마 구입 및 주택 매입
❍ KEB 하나은행에서 외화대출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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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순득 (64세 최순실의 둘째 언니)
❍ 최순실의 조력자,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지시, 공모 의혹
❍ 연예계 전반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김장모임을 통해서 연예인들로부터 상납
받은 의혹
❍ 경찰 출신 현직 차관급 인사 K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인사의 임명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
(* 해당인사는 현 함남도지사로 전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덕순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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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영태 (40세, 펜싱선수 출신으로 최순실의 측근, 빌로밀로사 대표, 케이스포츠
재단의 실무자로 최순실이 설립한 더블루케이사 이사)
❍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주로 수금 관련 업무를 담당

- 2016년 3월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롯데 그룹에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당시 실무진과 접촉
❍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장애인 펜싱팀 창단시 자신의 선배를 감독으로 인사 청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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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시킴

❍ 최순실의 청탁으로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크 지점장에서 제주지점장으로 영전된 고모씨는
고영태의 친척으로 알려짐

8. 김기춘 전 비서실장 (1939년생, 전 장관)
❍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나, 최순실게이트 전모를 알고 있거나, 공모 의혹
❍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묵인 의혹
❍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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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회 문건 관련 조기 종결토록 지도 및 담당 경찰관들 회유 의혹
❍ 국정교과서 지시 의혹
❍ 최순실을 김종 전 차관에 소개 의혹 (김종차관 진술)
❍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치료비 할인 의혹
❍ 최씨 소유 빌딩 사무실 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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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1961년생, 전 한양대학교 교수)
❍ 최순실의 더블루K,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수주 의혹

❍ GKL의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시 계약과정에서 안종범, 김종 문체부차관 특혜 제공
❍ 'K스포츠재단' 사업 개입 지시 의혹
❍ '정유라 국가대표 선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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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계 복지 사업에도 개입

❍ 박태환 올림픽 불참 종용·협박 의혹
❍ 문체부 지시 따르지 않은 대한체육회에 월권, 징계 요구 등 횡포
❍ 김종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개입, 최순실 실소유의 K스포츠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이권을 넘기려한 의혹
❍ 장시호와 공모하여 K-토토빙상단 특혜 창단, 이권개입 의혹
- 불과 18일만에 창단
- 빙상단을 매개로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이권에도 개입하려한 정황 및 의혹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운영금액 50억원 요구, 결국 39억 확정(보통 5억 소요)

- 145 -

10.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1967년생, 사시 29회)
❍ ‘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 최순실 의혹 사전 인지 및 묵인, 은폐와 여론조작, 직무유기
의혹(11.12. 세계일보)
-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거, ‘비선 국정농단’의혹을 ‘문건유출’로 변질시
킴
- 민정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관 박모 행정관을 통해 한일 前 서울경찰청 경위 회유를
기도하여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혹
- 한 경위는 2014년 12월 검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
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증언
- 이와 관련, 검찰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최씨 비리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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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청와대는 감찰보고서에서 박지만 측근, 조응천 당시 공직비서관 등을 실체도 없는
‘7인 그룹’으로 급조하여 허위문서 작성 및 유출자로 지목하여 검찰에 이첩한 바 있음
❍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의혹(노컷뉴스 11.18)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미르.K재단에 안종범 전 수석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

-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2016. 4~5월 창조경제추진단과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조
사하였으나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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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올 4.5월 '문화 황태자'인
차은택 CF 감독을 조사한 것은 “특별감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과 비선실세 유착 의혹
-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
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 씨(60·구속)와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나고 동 골프장 회동에는 최 씨의 측근 차은택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짐(동아 11.15)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티알씨와 상당기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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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뉴스타파 11.10)
- 차은택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발언. 언
론은 이와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미르 재단의 기업 돈 모금 과정을 알았던 것
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11.6.TV 조선)
-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화·체육 분야 담당자인 6급 행정요원 김모 씨가 우병우 전 청
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별도 보고하고, 김 모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도 모 등도 우병우에게 직보 의혹(11.24. 문화일보)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국정원 추모 국장이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을 수차례 만나 수집된 정보를 전달하고, 국정원 보고서를 당시 우병우 민정수
석에게 직접 전달. 비선 보고 내용 중에는 최순실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최씨를
조사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좌천됐다고 보도(국민일보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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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은폐 의혹

- 청와대는 10월 '최순실 태블릿'이 공개되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와 언론
대응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준비(JTBC, 11.14)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
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가 발견됨
․ 동 문건에는 “지시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 “말씀하신 것을 검토” 등 동 문서의 작성
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
․ 검찰 수사 대응방안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를 정리하며 증거를 없앴는지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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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거론

․ 언론은 작성자가 검찰의 내부 정보에 해박하다는 점과 문서의 일부 표현 등으로
미루어볼 때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10월 중순 청와대가 차 감독을
접촉해 조사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차감독의 의혹에 대해 ‘별거 없다’고 덮음.
언론은 검찰 수사가 예정된 피고발인을 청와대가 먼저 접촉한 것과 관련, 사전 말맞
추기 의혹을 제기(한겨레 11.11)
- 차은택의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2015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특별감찰
반이 적발했으나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음(동아 11.10)
․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감독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
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했으며 여러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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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감독이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 의혹도 조사
․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
-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서 추가로 받은 70억 원을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인 6월 9일
부터 급하게 되돌려준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최 씨 측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동아 11.10)
- 최순실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향 11.25.)
․ 최순실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인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
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 측근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더블루
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인멸
․ 검찰은 다음날인 10월26일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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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압수수색했으나 컴퓨터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짐
․ 언론은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
냐는 의혹을 제기

❍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TV 조선 11.23)

-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에 참여했거나 이를 지지한 이른바 ‘미운털 검사’ 44명
의 신상정보를 별도로 분류, 관리

- 각 검사의 성명, 기수, 보직 등과 함께 비고란에 ‘국정원 댓글’, ‘채(동욱) 총장 관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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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라인’ 등을 기재하여 분류

- 윤석열 검사의 경우 ‘구 중수라인’, ‘채 총장 관련’, ‘국정원 댓글’에 모두 포함
-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은 비고란에 국정원
댓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임은정 검사등 윤검사의 행동을 지지한 다른 검사도 표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채
총장 관련’으로 분류

-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
사 라인검사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분류
❍ 기타
- 처가 강남부동산 넥슨 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 홍만표 변호
사와 몰래 변론 의혹,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탈루 의혹,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 의혹, ‘효성그룹 형제의 난’ 변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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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호성 전 비서관 (1969년생, 문고리 3인방)
❍ 조카의 총리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
❍ 삼성-한화 빅딜 관여 의혹
❍ 최씨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
❍ 4.1부동산 종합대책 세부계획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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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1966년생, 문고리 3인방)
❍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내통해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련
❍ 국가기밀유출 의혹

❍ 논현동 청와대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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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봉근 전 비서관(1966년생, 문고리 3인방)
❍ 박근혜 공부모임에 돈봉투
❍ 국가기밀유출 의혹

❍ 국정원 안가 독대 보고 의혹
❍ 경찰인사 개입
❍ 김재원 전 수석 위증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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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상률 전 청와대교문수석 (1960년생, 숙명여대교수, 차은택 외삼촌)
❍ 승마 특기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위해 학교 측에 학칙 개정 등
압력 행사 의혹
❍ 자신의 부인 오모씨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숙대 특수대학원 가야금 전공 겸임교수
이자 인간문화재인 양모씨를 내보내는 데 압력 행사
❍ 오씨를 교수로 추천한 송모 교수가 국악방송 사장으로 발탁되는데 압력행사 의혹
❍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개편 방안 작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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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 관련 정보 유출

❍ 승마 체육특기생 전형 포함되어 정유라 대학 진학

15. 정만기 전 산업통상비서관 (현 산자부 제1차관, 1959년생)
❍ 제1차, 제2차 연풍관회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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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미르> 이한선 이사를 연풍관회의에 참석시킴

❍ 과다한 부채로 사업축소중인 LH에 수익성 낮은 이란 K타워프로젝트 참여 강요
❍ 미얀마 <K타운사업> 추진

❍ K타워프로젝트가 ‘VIP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여, 추진할 것을 강요한 의혹

16.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957년생, 홍익대 교수, 차은택과 사제지간)
❍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중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수진에 자신의 매제를 선임

- 150 -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고가 30억원 투입된 궁프로젝트에 윤 전 교수를 총괄감독으로
임명.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 추진
❍ 차은택이 감독을 지냈던 ‘영상인’ 대표이자 대학원 사제지간
❍ 청와대, 2015년 밀라노엑스포(5월-10월) 전시영상감독을 차은택으로 교체. 감독 교체는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
❍ 예술위 부당 개입 의혹
❍ 대한민국 상징 로고 최순실 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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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사퇴 압박

❍ 평창 개막식장 업체로 더블루케이 제휴사 선정 압력
❍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17.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956년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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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는 청와대(안종범
경제수석)와 보건복지부(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압력이 있었다
는 의혹 제기. 압력의 배후에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이 있었을 가능성 있음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의중을 전달
하는) 지인이 잇달아 전화를 걸어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종용

18. 조원동 전 경제수석 (1956년생, 중앙대 석좌교수)
❍ 김영재 성형외과 불법 의료행위 및 병원장 특혜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2014년 2월 해외
진출 협력 지시. 해외진출 좌절 후 해당 컨설팅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자 인사상 불이익 발생

- 151 -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
❍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의혹

19.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1955년생, 현 국회의원)
❍ 최경환의원실에 인턴비서 황모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채용 압력 행사 의혹
❍ 차은택 사업에 예산 몰아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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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창조경제추진단장)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혹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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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송성각 (58세. 한국콘덴츠진흥원 원장. 차은택 측근)
❍ 광고사 강탈 시도 의혹

- 송 전 원장은 차은택씨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한 C 회사에 지분을 넘기
라며 협박한 혐의

❍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의 수주 대가로 공사 업체로부터 3천만여 원을 챙긴 의혹
❍ 콘텐츠진흥원 방만경영
- 재직 시절 주무부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무려 30여 건에 달하는 경고와 지적을 받음.
주로 채용과 수의계약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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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1959년생)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직 사퇴 관련 의혹

23.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57년생, 전 at사장)
❍ 미르재단 사업 중 K-meal 사업에 3억4백만원 예산지원
❍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와 MOU 체결 방관(3년전부터 at가 체결 노력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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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957년생,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입금 완료되자 2대 지침 전격 발표

25. 유재경 미얀마대사(19년생, 전 삼성그룹 글로벌마케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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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승마협회>지원 시점 글로벌마케팅 실장. 대사 임명과정 의혹

26.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1963년생, 강석훈 경제수석과 서울대 동기동창)
❍ 안종범, 이재만과 함께 금융계 인사 좌지우지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내통

27. 최순영 (최순실 씨의 큰 언니. 최태민 씨의 친딸은 아님. 다섯째 부인인 임선
이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
❍ 자식들 박근혜 대통령 쪽 일을 한다고 말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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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은 ‘K-아트센터’라는 기획사를 운영
- 큰 아들은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과 친한 고교 동창

28. 최외출 (각종 새마을 관련 재단을 운영. 박근혜 대선캠프 기획조정 특보.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 유령 사단법인 운영 의혹
-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라 불림. 유령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 사단법인인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은 글로벌새마을포럼에서 출범. GSDN은 등기상에
기록된 주소에 입주해 있지 않음. GSDN의 현판과 간판 또한 찾을 수 없고 상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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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없는 빈 사무실
❍ 글로벌 새마을 포럼 보조금 중복 지원 의혹

- 최외출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동일한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았다는 외혹을 사고 있음. 지난해 경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상북도와
대구시로부터 각각 1억5천만 원과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음
- 문제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사가 단체만 틀릴 뿐 동일

❍ 환경부 최외출 교수의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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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실세 덕으로 박 대통령 취임이후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비약적으로 규모 확장

29. 정동춘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
❍ 최순실 소개로 K스포츠 이사장에 임명, 관련 특혜사업에 관여 의혹
- 정동춘 전 이사장은 최 씨의 단골 마사지센터였던 운동기능회복센터(CRC) 원장 출신

30. 최경희 (54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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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경숙 (이화여자대학교 학장)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 제공 의혹

32. 남궁곤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 제공 의혹

33. 박승하.이경옥.이승준.이인성.이원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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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면접을 볼 때 면접 위원, 특혜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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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커넥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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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커넥션 의혹

1. 삼성그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승마협회장 박상진 삼성전자사장이 지원했다는 의혹
❍ 삼성이 정유라 ‘독일 승마’에 120억 넘게 지원한 의혹. 별도로 35억원 지원
❍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 유일하게 최순실 딸 정유라를 개별 지원
- 한국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는 2015년 최순실씨 모녀가 주인인 스포츠 컨설팅 회사,
비덱스포츠와 명마 구입과 이동, 대회 참가 등 35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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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과 10월 사이에 이 업체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의 자금 흐름 결과 확인
- 삼성전자는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정유라 한 명뿐이라서 정씨를 지원하기 위한 것
- 삼성 측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 현지에 가서 협의

-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져 대가성지원
-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대표가 지난해 최 씨측으로부터 삼성이 정부
지원을 받고, 최 씨쪽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
- 쿠이퍼스 대표는 한 때 최씨 모녀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
대표. 2015년 여름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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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등 삼성 관계자들과 최 씨가 독일 현지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 쿠이퍼스 대표도
참석. 삼성은 비덱스포츠가 최씨 모녀 소유의 회사임을 알고도 지원
- 2015년 승마협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정 씨가 출전하는 '마장마술'에 4년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로드맵을 구상. 이 로드맵은 마사회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마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 삼성전자는 정 씨가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하는 승마장 구입을 지원했다는 의혹
- 2016년 5월에 매출이 8억원대인 모나미가 28억짜리 독일 승마장을 구입
- 삼성전자가 모나미와 90억 원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모나미를 앞세워 승
마장을 구입해서 지원했다는 의혹
- 삼성이 비선 실세에게 댓가를 바라고 지원을 했냐는 부분
- 삼성이 독일로 돈을 송금하던 시기 중요
- 2015년 5월부터 7월 사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지배구조개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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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합병에 강력히 반대했고, 기관투자자들의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들 역시 반대를 권고
- 하지만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합병은 성공. 합병에
따른 통합 삼성물산의 순환출자관련 공정위의 심사도 순탄. 삼성이 최씨 모녀를 지원
한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
❍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의 일환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으로 합병 성사. 합병으로 이
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갖게 되는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큰 혜택을 얻었지만, 국민연금은 약 3천 500백억원의 손실을 입음
❍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는 청와대(안종범
경제수석)와 보건복지부(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압력이 있
었다는 의혹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관련자 증언이 보도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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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찬성 압력을 가하도록 한 배후에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즉,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움직여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출연 및 현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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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음

❍ 합병결정 관련 전문위원 증언
- 지난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

- 합병 찬성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은, ①합병 찬성여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한 점, 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SK C&C-SK 합병 건이 유사한 사
안임에도 두 건에 대한 결정이 반대라는 점(SK건은 합병 반대), ③투자자문회사가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 ④의결권 행사 직전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당시 홍완선본부장)이 만났던 점, ⑤합병 계획 발표 이후 삼
성물산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수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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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주) 점 등이었음
- 이러한 의혹들을 근거로, 당시 삼성그룹의 로비와 외압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비정상
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다가 이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
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짐. 해당 전
문위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
지부장관과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지인이 잇달아 전화를 걸어 합병에 찬성해 달
라고 종용했다고 함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연기금의 주요 의결권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
구로서, 소속 전문위원에게까지 합병찬성을 종용했다는 것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삼성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줌
❍ K타운사업, 미얀마판 K타워프로젝트 특혜 및 삼성그룹 임원출신이 미얀마 대사로 파격

2.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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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의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현대차 관련) 최순실은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이모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토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 미르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로 수소차 정부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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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

❍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 수의계약
-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6.4.경부터 ’16.5.경까지 총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
수주를 받게 하여 9억 1,807만원 수익을 올렸음

3. 롯데그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스포츠매니지먼트회사인 더블루K 사업을 위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롯데그룹에 직권남용 강요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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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그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SK는 2015년 7월 박 대통령 독대가 있은 후 한 달 후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
면, 그 후 SK는 두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 대가성 정경유착게이트 의혹
❍ 지난 2월 SK그룹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8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하지만 SK그룹은 30억 원만 주겠다고 역제안을 했고, K스포츠 재단은 이를
거절. 그리고 지난 7월 SK텔레콤이 추진했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위의 불허로 무산
- 광복절에 이미 형기를 90% 이상 채우고 가석방된 최재원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SK는 기대했지만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음.
- 재계 서열 3위인 SK가 2위인 현대차와 같은 출연금을 내고도 추가로 출연금 요구를
받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상 거절했고,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SK그룹이 중요
하게 추진했던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정부 인허가 건이 있었는데, 부분도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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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적 순서로만 보면 거절한
이후 인수합병이 정부 불허로 결정, 이에 따른 의혹

5. CJ그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이재현 CJ회장이 횡령과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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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있는데 바로 CJ 그룹.
청와대에서 오너 퇴진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음
❍ CJ는 기금을 13억원 출연. 그런데도 이재현 회장의 사면은 이뤄졌음. 7월 독대가 이뤄진
다음 9월 대법원이 징역형을 파기 환송. 10월에 CJ E&M이 미르재단에 8억원을 출연.
❍ 12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CJ가 원했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판결을 다시 받게 됨. 그리고 재판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 12월 29일 CJ는 K컬쳐밸리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
❍ K컬쳐밸리 사업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 감독이 연루
❍ 이틀 뒤인 31일 CJ제일제당이 K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출연
❍ CJ는 대규모 출연 대신 최순실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 작년 말 CJ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피하는 분위기. 9월에 대우로지스틱스, 10월에
동부익스프레스, 11월에 동부팜한농, 그리고 12월에는 코웨이 이렇게 매달 있었던
M&A 기회를 다 포기. CJ측에서는 M&A 포기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책임지고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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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 그런 상황에서 K컬쳐밸리에 1조 4000억원을 투자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전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 2013년 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력
- CJ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배경에는 '좌파성향 영화, 시사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결정적 이유나 배경이 있다는 퇴진 전 임원 증언,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종용했던 (당시) 청와대의 요구는 집요했다"며 "당시 이 같은 압박은 일상이 됐고, 회사
일에만 매진했던 제게도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다"고 말함(뉴시스 ’16.11.8)
❍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은 2013년 11월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경영일선
에서 물러났음. 또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난 건 역시 청와대 압력이
했다는 의혹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순실씨와 차은택이 CJ의 한류 문화 사업을 가로채려고
❍ CJ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온미디어와 대한통운 인수 등으로 급성장해 친 MB기업.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등을 풍자한 TV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현 정부의 심기를 거
슬리는 영화 광해, 변호인 등에 투자. 그래서 CJ가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났다는 이
야기도 신빙성 있음

❍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2015년 9월 10일) 직후 ‘K-컬처밸리’ 컨설팅 계약, 이
회장 재판에 영향력 행사 의혹

- CJ제일제당은 작년 9월 14일 미국 테마파크 개발업체 헤테마 그룹(The Hett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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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과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

- 계약일인 2015년 9월 14일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토지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
시행자 선정 공모(2015년 9월 22일)를 내기 전
- 구체적인 사업 개요, 사업신청자의 자격, 제출 서류 등을 담은 공모지침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CJ제일제당이 한발 앞서 테마파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차은
택씨와 정부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CJ제일제당이 일찍부터 드라이브를 건 셈

6. 한화그룹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김승연 한화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받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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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는 출연금 25억원을 냈지만 김승연 회장은 사면을 받지 못했음
❍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에 따라 美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절충교역[FM S]에 따라
KF-X 기술이전 25개 항목, 군사위성통신기술 등의 기술이전(가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
- 이 가운데 KF-X 기술이전 25개 항목 중 4개 핵심기술(AESA레이더 개발 및 통합)에
대해 美 정부에서 기술이전 승인(E/L)을 거부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내개발(해외구
매)로 전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시켰고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장비인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업체로 ㈜한화탈레스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최순실ㆍ린다김 개입 의혹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의 비선실세 작용 의혹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
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과 함께 KT(8%)가 주요주주로 등재돼 있는데, 현 정부는
하고 있음

7.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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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은행법 또는 특례법 개정)를 통해 KT를 대주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공정위가 조양호 한진 회장 자녀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 10억원을 냈는데 공정위는 한진에 대한 고발 의견을 사무처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 재단 출연금이 실제 대가를 바란 것인지 검찰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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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문제

- 한진은 회사 규모에 비해 출연금액도 적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을 노리던 최순
실씨 측근에 미운털이 박혀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지 않아 조양호 회장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에서 해임됐다는 의혹이 제기. 조 회장은 2년 가까이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이끌다가
지난 6월 갑자기 사퇴. 표면적 이유는 경영난에 빠진 한진해운 경영 정상화에 전념한
다는 것이었지만 정치권에선 미르재단에 10억원만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는 기부를
거부해서 최씨의 눈밖에 나게 돼 해임됐다는 의혹
-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에 평창 올림픽 건설 사업을 맡기라는 최씨와 문체부 요구를
반대한 것도 사퇴의 한 이유가 됐다는 의혹. 누슬리는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업무협
약을 맺은 회사
- 조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의 압력으로 평창 올림픽 조직위
원장에서 물러났음을 사실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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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과정에 '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됨
- 경향신문은 같은 날 최씨가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 2차례에 걸쳐 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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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조 회장이 당시엔 최씨가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 ‘검
토해보겠다’고만 하고 헤어진 뒤 제의를 거절했다고 보도

- 조 회장이 지난 5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
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게 된 데도 각종 올림픽 이권사업을 거절하기에 앞
서 최씨의 금품 제공 요구를 거부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박찬대 의원은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그런데도 정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

- 정재호 의원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10월 현대증권을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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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추진할 때만 해도 가격이 6500억원이었는데 몇 개월 뒤 KB금융지주가 이를 1조
2500억원에 사들였다"며 "여기에 최씨가 활약"했다고 주장
- 김해영 의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화여대 이사로 있는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3개월 후 현대상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국의 입장이
급격히 선회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
- 박영선 의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매출액과 비교해 적은
10억원을 미르재단에 냈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게 된 것도 돈을 조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재계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
❍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18일 일제히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함
- 정부는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족 자금 대비 자구노력 턱없이
부족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유예 등 정상화 과정 실패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
미흡 등을 제시함

- 165 -

8. 포스코그룹(포스코 건설)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자, 대가성 거래 의혹
❍ 포스코는 수익성이 낮은 이란 K타워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로 MOU에 싸인
❍ 사업 존폐 위기에 있던 부산 엘시티사업의 시공사 계약(2015.7월)을 맺음
- 시공계약에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정준양 포스코
전회장, 정윤회/이재만 등 문고리 권력, 김기춘 전비서실장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준양전회장과 문고리 권력 간에 브로커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돼야
❍ (포스코 관련) 박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와 안종범 전 수
석 등을 통해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포스코는 내년 펜싱
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더블루K가 맡도록 합의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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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최순실은 더블루케이 이익창출 사업을 위해 ’16.2.경 포스코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획안을 마련

9. KT

❍ 실적이 없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시켜 6,817,676,000원 상당
의 광고 7건을 밀어주어 516,696,500원 수익을 올렸는데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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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과 차은택이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 씨를 KT의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에 각각 채용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의 비선실세 작용 의혹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
생명보험(10%) 다날(10%) 등과 함께 KT(8%)가 주요주주로 등재돼 있는데, 현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은행법 또는 특례법 개정)를 통해 KT를 대주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정부‧여당 주장대로 은산분리 완화 시 대주주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KT는 비선라인
의 전횡에 연관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
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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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학영의 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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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병원 그룹
❍ 정부의 각종 특혜지원 의혹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차병원 특혜

-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특혜

- 분당 차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정부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 차병원 계열사에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특혜
- 유전자 검사제도 규제완화 및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등 특혜 조치
- 임상시험 육성정책 및 규제완화로 인한 특혜

-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분당 차병원 수혜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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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 14년~17년까지 화장품 R&D 사업 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 F&C 특혜지원 등 의혹
❍ 차움병원을 통한 대리처방 의혹
❍ 차명(길라임) 진료 의혹

❍ 대통령 진료기록 관리 허술

❍ 대통령의 진료·시술 및 과정에서 불법 의혹

11. 전경련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기업총수 17명을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로부터 2주 뒤인 8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 이후, 8월 17일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로 노
동개혁 관련 홍보비 30억 원 배정하고 홍보 시작, 9월 1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 정경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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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검토의견

- 169 -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시 안
크
릿

쟁점 및 검토의견

1. 최순실게이트의 출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특혜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김영훈

❏ 대기업 강제 모금
❍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총774억원의 기부금을 불과 몇 일만에
대기업에서 모금(약정서 상 / 실제 모금은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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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주도로 회원사 대기업에 할당

❍ 대기업 간부 등은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 모금이었음을 증언

❍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이자 경총회장인 박병원(포스코 사외이사)는 포스코가 미르에
30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사회에 부결 못 시켰다고 문예위 회의 시 발언
❍ 두 재단 출연 대기업 기업 회장 사면 등 권력형 민원 있어,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들
에게 문화·체육 투자 확대 권고

❍ 안종범 전 경제수석, 재단 설립·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신의 변호인에게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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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순실 →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수석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대기업 할당)
❍ 안종범수석은 검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재단설립, 기업 모금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
❏ 허위문서, 초고속 설립허가 및 등기 특혜
❍ 문화체육관광부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묵인
· 문서 양식, 9개항의 회의 안건, 사회자 및 참석자 발언 등이 똑같음.
· 발언자 및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등 “참석한 사실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는 증언,
결국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기업 임원 이름이 도용
·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필수 문서로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의 직무유기 부분이 있음
· 두 재단의 보통재산 목록 상 집기 및 비품 항목 수량 금액까지 모두 동일 허위 근거
자료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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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설립허가 및 등기 완료 특혜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되나 두 재단은 하루 만에 일사철리로
허가 진행.
· 신청결재와 함께 법인설립 허가 검토 및 보고서까지 마침.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필수 항목인 장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
❍ 기획재정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단체추천서에 장관 날인 없는 서류 인정 특혜
· 2015년11월27일 문체부가 미르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 기재부에
기부금단체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장관 날인이 없는 추천서를 인정. 12월24일 지정기
부금 단체 승인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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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평균 등기처리는 평균 2일인데 반해, 미르재단은 단 6시간 만에 완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비선실세 주도

( 실질적 소유 미르재단 ⇒ 차은택 / K스포츠재단 ⇒ 최순실)
❍ 미르재단 : 실질적으로 차은택이 주도. 대학원 사제 간인 김형수 전 이사장, 지인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 최순실 지인인 김영석 전 이사 등 핵심 인물의 인선에 개입
❍ K스포츠재단 : 실질적으로 최순실 주도. 최순실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원장인 정동춘
전 이사장 취임

-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 최씨 모녀 수행비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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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재단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1㎞ 이내 위치. 퇴임 이후 활동 의혹.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국가사업 특혜
❍ 대통령 순방시 해외문화행사인 태권도 시연 행사가 국기원에서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변경. 전례 없이 설립 3개월도 안 돼 국가 중요행사에 선정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설립한지 1년도 안되고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과 한식
문화 세계화 업무협약 체결. 이 과정에서 미르재단은 임대료 특혜 요구
❍ 외교부 ODA사업의 일환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참여. 당초 계획보다 전면
적으로 확대되면서 농림부의 K-meal(개발도상국 쌀가공 식품) 사업에 미르재단 선정
❍ 한-이란 간 문화상업시설건설(K-tower)프로젝트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주요 사업
자로 선정
❍ 프랑스 상공회의소 미르재단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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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K재단 출연금 종용 내사 중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두재단의 재원마련 대기업 출연 종용
비위 첩보 입수, 내사 중 수사기밀 누설 논란으로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제출.
내사는 중단
❍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수석 등 특감 활동에 대한 불만표출 의혹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
- 국정감사 시 자료 거부로 파악 실패. 재단의 재원이 최순실 회사로 흘러들어간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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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정 특혜 및 실정법 위반 혐의 검증
❍ 대기업 대가성 또는 강압적 모금과정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 플레이그라운드 재무팀장 엄슬기에 대한 증인채택(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짐)
❍ 국정농단의 최종 뿌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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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정부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종용
복지 전문위원 홍성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요
❍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 : 0.35의 비율로 합병되었음. 삼성물산 주식가치가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된 합병비율로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크게 유리한 합병이었음
- 당시 기업지배구조원은 적정 합병비율은 1 : 0.43이었으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적정비율은 1 : 0.46이었음
❍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16.54%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게 되었
으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0.42%에 달하게 되었음.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제조업 계열사의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이재용 일가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삼성그룹내 제조업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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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합병 이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서 11.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음. 국민연금이 찬성을 함으
로써 최종적으로 합병이 성사되었는데, 합병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5,9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됨
-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비율 1 : 0.46으로 합병했을 때에 비해 합병 당시 기준
으로 3,468억원 손해 본 것으로 평가

 합병 결정과 관련한 의혹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의 증언
❍ 지난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
❍ 합병 찬성을 둘러싼 주요 의혹들은, ①합병 찬성여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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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생략한 점, 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SK C&C-SK 합병 건이 유사한
사안임에도 두 건에 대한 결정이 반대라는 점(SK건은 합병 반대), ③투자자문회사가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 ④의결권 행사 직전 이재용 부
회장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당시 홍완선본부장)이 만났던 점, ⑤합병 계획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
수한(약 130만주) 점 등이었음

❍ 이러한 의혹들을 근거로, 당시 삼성그룹의 로비와 외압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비정상
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다가 이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
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짐. 해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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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지인이 잇달아 전화를 걸어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종용했다고 함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연기금의 주요 의결권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로서, 소속 전문위원에게까지 합병찬성을 종용했다는 것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삼성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줌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에 국민연
금을 동원한 것임.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종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금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였음
❍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전모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야함. 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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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배임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함. 또한
항간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최순실이 사주하였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수십억
의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검찰수사를 통해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함.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와대와 정부를 움직여 국민
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수사해야 함
❍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커다란 문제임.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서 법 규
정과 공식 절차에 따라 각종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독립성이 지켜
지도록 노력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가 독립성 저해에 앞장섰다는 것이 이 정권이 국정
담당자로서의 책임성은 물론,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상실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줌
❏ 국정조사·특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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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사결정과정의 적법성
❍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와대와 정부 압력 여부 및 배후
❍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과 최순실에 대한 삼성 지원의 연관성
❍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에 ‘벤치마크 복제율’ 강화 지시 목적
- 벤치마크 복제율 강화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건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삼성
재벌총수일가 편법 승계를 돕는 또 다른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음
- 즉, 벤치마크 복제율 강화로 인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시 안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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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

3. 이화여대의 정유라에 특혜 제공과 대가성 지원, 최순실과 유착 의혹
교육 수석전문위원 심연미

❏ 현황
❍ 정유라 특혜 입학 제공
- 정유라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2015학년도에 체육특기 입학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
- 이대 수시원서 마감(2014.9.15.) 이후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2014.9.20.)을
면접평가(2014.10.18.)에 반영, 수상 감안 기준은 '원서 마감일 전 3년'이나 금메달
수상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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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곤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
- 면접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했고 면접위원 1명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정유라에게 고사장에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임의 허가
- 정유라는 면접대상자 21명중 최고점수를 받았고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 2명은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아 탈락
❍ 학사관리 특혜 제공
-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 2016년 계절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대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출석 및 학점 인정
- 2016년 4월 지도교수가 정유라 학사경고와 관련 최순실이 폭언과 협박, 이대는 2016년
6월 학칙을 개정해 정씨가 결석해도 구제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고, 개정 학칙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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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2016년 9월 1일자였던 것을 2016년 3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함.
❍ 정유라에 대한 특혜 제공 대가성 이대 재정 지원 의혹

- 정유라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하고 이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중 8개 사업에 선정
- 정유라 학점 특혜 제공 등의 대가로 이대 교수 2명이 2015년 3월 이후 연구부 9건 수주
❏ 검토의견

❍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정유라에 대한 이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교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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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함

- 교육부 감사 결과 : 행정조치로 입학취소 및 학점 취소 요구, 관련자 등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고발 13명 수사의뢰 4명 등
❍ 최순실의 요청으로 총장이 입학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정유라가 입학전
형상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교육부가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이
므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과 최경희 총장간 유착관계를 밝혀야 함
❍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이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 특혜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밝히지 못함
❍ 국정 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대 특혜에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개입, 최순실과 학교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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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이대가 정유라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를 따낸 의혹, 정유라 특혜 제공에 대한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개입 여부,
최순실과 최경희 등 학교 관계자의 유착관계를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철저히 밝혀야 함
※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항
- 최순실의 요청으로 총장이 입학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정유라가 입학전
형상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관련자들 간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의뢰
- 총장이 정유라에게 학점특혜를 주려고 부당한 지시를 하여 학칙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와 관련, ’16. 4. 18. 최순실이 학교로 찾아와 총장을 면담하고 지도교수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특이행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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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요청으로 담당교수 등이 정유라에게 출석 및 학점을 부여해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 체육과학부 학장은 고발되고 대리시험 및 대리수강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4. 정유라‧장시호 특혜 대출 등 금융비리 의혹 관련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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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금융 전문위원 차가진

❍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
거액을 대출받은 데 이어 예금을 담보로도 신용장을 발급받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됨

- 지난해 정 씨는 어머니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외환은행(현재 KEB
하나은행으로 통합)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고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정씨에게 25만 유로(약 3억1000만원)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을 승인
- 특혜 의혹은 0%대 대출 금리와 십대인 정씨가 어떻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
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집중됐고, 이에 KEB하나은행은 유럽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현지 교민들 담보대출 금리가 0.6∼1.2%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합치면 정씨가 사실상 2%대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VIP 고객 우대 차원의 조치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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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일단 KEB하나은행 검사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학생인 정씨가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거래를 담당했던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
다는 점 역시 의혹으로 남아있음
❍ 한편 YTN은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가 해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편법으로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
됐다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이 장씨에게 베트남 내 유치원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유령법인을 세워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짐
❍ 박찬대 의원은 지난 9월 최순실-우병우-민정수석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이어진
관계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게 기부한 3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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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많아지고, 대다수가 민정수
석실에 배치된 데이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역할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

❍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거액 비자금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행 특혜 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감원‧한은이 공동조사에 착수
- 부산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엘시티에 별다른 담보없이 거액의 대출을 집행했을
뿐 아니라 금융사 중 유일하게 대주주로 참여,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
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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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을 맺는 데 현기환 전 수석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함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특혜대출 시비 뿐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금융특혜와
부당‧불법 거래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과거 청해진 해운 사태와
달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검찰과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즉
답을 회피하는 등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금융권 대출 현황 파악 및 부당불법 거래 여부 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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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유병언 일가 금융 비리 조사에 준하는 전방위적 조사 필요 : 미르, K스포츠재단
의 부당거래 및 변칙 금융거래 조사, 삼성 등 기부금 출연기업의 자금 송금 내역, 최
순실씨 불법자금 도피 및 자금 유용 의혹과 불법 외화유출 조사 등
[참고]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구 분
은행

13개

45명

상호금융

11개

44명

여전사

2개

저축은행

1개

소계

27개

외환조사

관계사
(관계인)

회계감리

외부감사
대상기업
보험사

보험검사

투입인원

- 위법부당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여부

4명 - 대출자금 관련 용도외 유용에 의한 관계사
간 부당자금거래, 변칙금융거래, 비자금조
2명
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금추적
95명

51개
(143명)

11명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
한 재산빼돌리기, 불법외화유출 등 불법외
환거래 조사

13개

36명

- 자산과대계상 등 회계분식, 관계사간 거래
감추기 등 조사

8개

손해사정법인

1개

소계

9개

87개
(143명)

14명 -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 등의 적정성
점검
14명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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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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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검사

회사수

5.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과정의 비선 개입설
금융 전문위원 차가진

❏ 현황
❍ 지난 11월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과정에 '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됨
- 경향신문은 같은 날 최 씨가 지난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 2차례에 걸쳐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조 회장이 당시엔 최 씨가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 ‘검토해보겠다’고만 하고 헤어진 뒤 제의를 거절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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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이 지난 5월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
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게 된 데도 각종 올림픽 이권사업을 거절하기에
앞서 최씨의 금품 제공 요구를 거부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박찬대 의원은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해양수산개
발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그런데도 정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 씨가 개
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
- 정재호 의원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10월 현대증권을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에 매
각을 추진할 때만 해도 가격이 6500억원이었는데 몇 개월 뒤 KB금융지주가 이를 1
조2500억원에 사들였다"며 "여기에 최 씨가 활약"했다고 주장
- 김해영 의원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화여대 이사로 있는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3개월 후 현대상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국의 입장이
급격히 선회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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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매출액과 비교해 적은 10
억원을 미르재단에 냈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게 된 것도 돈을 조금밖에 내지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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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재계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

❍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18일 일
제히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함
- 정부는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족 자금 대비 자구노력 턱없이
부족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유예 등 정상화 과정 실패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
미흡 등을 제시함

- 180 -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행의 최종 책임자들은
초지일관 자구노력과 대주주 책임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최순실의 의도를 알
았건 몰랐건 이를 실행한 부역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 누군가의 보이지 않은 손,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과 내놓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내놓으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임
- 또한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국정조사·특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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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인들의 대질심문

6. KT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특혜 의혹

❏ 현황

금융 전문위원 차가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의 비선실세 작용 의혹

시 안
크
릿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과 함께 KT(8%)가 주요주주로 등재돼 있는데,
현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은행법 또는 특례법 개정)를 통해 KT를 대주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여당 주장대로 은산분리 완화시 대주주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 KT는 비선라인의
전횡에 연관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
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검찰 수사와 다수 언론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비서관이 KT에 직권을 남용해
차은택씨가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씨를 각각 전무와 상무보에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
한 것으로 밝혀짐
- 차 씨의 지인인 이동수씨는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2015년 2월 KT에 입사(상무, IMC센터장)를 하고, 11월에 IMC 본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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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승진을 했음. 그런데, 같은 달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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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초에 KT의 정기 인사가 있었음.

(자료 : 이학영 의원실)

- KT는 인터넷 예비인가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남겨 두고 가장 늦게 컨소시엄 구
성했고, 서류 접수 직후 카카오와 인터파크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 및 사업제안
서 자료가 3개 컨소시엄 중 가장 떨어진다는 금융위 반응과 달리 예비인가사업자로
지정됨

- 인터넷 예비인가 발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있는 12월 13일 또는 24일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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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었지만, 금융위는 주말에 긴급 회의를 개최 11월29일에 이를 발표했고 직후
KT가 정기인사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수 전무 단독 승진인사를 단행,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 검토의견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비선실세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 정례회의 변경을
통한 예비인가 전격발표 배경 및 예비인가 선정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KT가 과도하게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은산분리 완화법(은
행법 또는 특례법)이 졸속 처리된다면 국회마저 국민을 배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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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특례법) 제·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기업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없애서 더 많은 지분을 갖게 해줄 것이냐는 지배구조의 문제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
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님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케이뱅크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우리은행(예금
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56.97%), 한화생명보험(예보 15.25%) 등과 현대증권
(팔선녀 멤버로 거론된 현정은 회장 계열사)이 참여하게 된 이유, 목적, 실효성 조사
❍ 예비인가 과정에서 심사의 적법‧적격성 확인
-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내역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요건에 대하여 적법성 심사
**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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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명단 비공개)

- 예비인가 심사항목 ①자본금(평가비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
(70%), ④인력·물적설비(10%) 평가 내역 및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
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
외진출 가능성(5%) 등에 대한 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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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입법로비 정황 점검

7. 정부 무기도입 과정에 대한 최순실(정윤회) 개입 의혹설 [록히드마틴]
국방 전문위원 이상협

❏ 현황
❍ 차세대 전투기 사업(F-35A)
-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은 7조 7,350억원의 예산을 들어 40대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지난 ’13. 6월 미 보잉사의 f-15SE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국방부는 내부심의ㆍ의결을 통해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으로 변경, 이 과정에서 정윤회ㆍ린다김의 개입 의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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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에 따라 美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절충교역[FM S]에 따라
KF-X 기술이전 25개 항목, 군사위성통신기술 등의 기술이전(가치)에 대해 공식적
으로 합의
- 이 가운데 KF-X 기술이전 25개 항목 중 4개 핵심기술(AESA레이더 개발 및 통합)에
대해 美 정부에서 기술이전 승인(E/L)을 거부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내개발(해외
구매)로 전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시켰고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장비인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업체로 ㈜한화탈
레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순실ㆍ린다김 개입 의혹설
❍ KF-16 성능개량 사업(F-35A)
- KF-16 성능개량 사업은 ’11~‘23년 동안, 2조 979억원을 들여 현재 공군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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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F-16전투기, 134대를 성능개량 하는 것으로 체계통합과 AESA레이더 개발업
체로 나누어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체계 통합업체는 영국의 BAE사, AESA레이더
개발 업체는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선정됨.

- 하지만, 일방적인 美 정부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따라, 체계통합을 맡았던 영국의
BAE사가 사업을 포기, 록히드마틴사가 체계통합업체로 재 지정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ㆍ린다김의 개입 의혹설

❍ 패트리어트(PAC-3)구매사업 : 3,500억 규모(’15년 3월 계약)
- 美 정부와 계약,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총 132발 구매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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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이지스함 체계(3척) : 1조원 규모(’16년 말 계약 예정)

-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될 이지스 체계(스파이 레이더, 레이더 운용 프로그램] 구입 비용
❍ 사드배치 결정과정 개입 의혹
- 사드배치 결정 이전, 작년 美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매달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 속에서 린다김의 주선으로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사 회장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

ㆍ사드 1개 포대 구성비용 : 대략 1조 4천억 정도 예상되며, 그 가운데 패트리어트 미
사일 구매비용은 대략 6천억 정도로 예상
❏ 검토의견
❍ 현재 무기도입과정에서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 뒷받침 할 만 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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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軍 인사 과정에 대한 최순실 개입 의혹설 [軍 사조직 알자회 부활]
국방 전문위원 이상협

❏ 현황
❍ 기무사령관 인사 개입 의혹
- 2014년 하반기 軍 인사에서 박지만 동기(육사 37#)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전격 경질되기 직전, 그 당시 국정원 소속 추명호(육사 41기/알자회 출신)
국장이 최순실에게 現 기무사령관을 소개하였고,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기무사령관
으로 내정됨
ㆍ당시, 軍 내부적으로는 現 기무사령관이 최경환 인사 개입으로 파악(대구고 후배)
- 기무사령관으로 내정된 이후, 軍 내 인사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인사리스트를 작성,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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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급인 추명호 국장(대구 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軍인사에 개입하여 불법
사조직인 알자회를 부활, 육군 주요 보직을 독식 의혹
❏ 검토의견

❍ 최순실 씨의 軍 인사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들의 공식적 수사 촉구 필요
- 軍 내부적으로 사조직 활동은 철저히 금지되는 사항으로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는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에 대한 전면적인 숙청을 단행
- ‘알자회’ 역시 92년 실체가 드러나, 해체 수순까지 밝았지만, 現 기무사령관 취임 이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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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軍 내 사조직인 ‘알자회’ 출신들의 진급 및 주요보직 독식이 현실화
* 국정원 추명호 국장, 현재 국정원 감찰 중이며, 최순실씨와 정호성 비서관 수사과정
에서도 드러난 인물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무기도입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과 외압의혹에 대한 규명 필요
- 대표적인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F-X)사업 추진과정에서 기 선정된 전투기종
(F15-SE)을 무리하게 F-35A로 바꿨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그 당시 심의ㆍ의결을
통과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과 당시 회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변경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방위사업청 내부 수사 요구 필요
❍ 軍 인사 개입 정황 및 군 내 사조직(알자회) 모임에 대한 규명 필요
- 우선, 국정원 추명호 국장 및 現 기무사령관에 대한 당 안팎의 여러 단체를 통해
공식적인 수사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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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군 내 불법 사조직(알자회)회원 들의 진급이 집중된 ’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진급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

9. 이란 K타워프로젝트, <미르> 독점지원 의혹
국토교통 전문위원 김우철

❏ 현황
❍ <K타워프로젝트> MOU 체결
- 박근혜대통령 이란 방문기간(16.5.1~3) 중 5.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란교원연기금,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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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E&C 간 ‘한국의 문화상업시설의 개발(가칭 K타워)에 협력하는 양해각서

≪K-Tower 사업컨셉≫
∙부지규모 : 4,000㎡(1,200평)∼8,000㎡(2,400평)내외(용적률 100∼150%적용)
∙유치시설 :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한식당, 한국 전자제품
전시·판매장, KOTRA무역관, 업무시설, 이란문화원 등
∙건물형태 : 철골구조(컨테이너 이미지 고려)
∙추정공사비 : 약 48억∼96억원(약 400만원/3.3㎡) *부지매입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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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현지에 이란측이 대지를 제공하고, LH가 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화장
품샾,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을 입주하는 사업
- 추정공사비는 부지매입비 외 48억~96억 상당(6/20일, K타워 추진현황 보고)
- MOU상 협력내용은, “가) K타워 기능, ◾문화기능(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등),
◾상업기능(화장품샾,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등), ◾업무기능(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임. 나) 한류교류증진의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임(5/2일, 양해각서)
❏ 검토의견
❍ 청와대, LH에 사업 추진 강요
- K타워프로젝트는, “수지 확보가 취약한 사업이라 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란 K-타워사업 검토안, 2016.5,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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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2016년 6월 기준 총부채 135.4조원이며, 하루이자는 92억원. 수익성사업조차
축소, 민간이양 하는 등 기능조정 강화상태
- LH는 이란 국내법상 “3개월전 MOU사전허가” 규정을 사전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NTDC와의 MOU체결에만 주력함
- 안종범 경제수석(2014.6.~2016. 5.경) 산하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인 정만기(현 산자
1차관)가 2차례 이상 청와대 연풍관으로 LH 관계자를 불러 “K타워프로젝트가 VIP
관심사항이므로 LH가 추진할 것을 강요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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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대통령비서관 강요의혹≫
∙ “K-Tower프로젝트=VIP관심사항(LH보고서)” 지시
∙ <미르> 이한선이사를 연풍관회의에 참석시킴
∙ LH “K타워프로젝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골치 아팠다”, “불과 2-3일만에 영문
MOU 만들고 두시간만에 한글번역하고 출장준비”
∙ “(금주중 VIP가 직접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니 7/7일까지
MOU 등 게시하라” 공문 발송. 이후 변조된 한글 MOU가 게시됨
∙ LH의 MOU체결에 국토부장관이 아닌 산자부장관 배석
∙ MOU체결후 4차례 이상 사후점검회의 주도

❍ <미르> 추진주체의 일원→주요주체로 변조

- 영문MOU상 미르는 K타워프로젝트 추진주체의 일원(one of organizations)이고, 한
글MOU 원본에도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제대로 번역해놓고도
- 청와대→산자부→국토교통부→LH 경유 공문에서 “금주중 VIP가 직접 정상외교 경제
활용포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시스템

점검

예정이니

7/7일까지

MOU 등을 게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직후 (추진주체의 일원=미르가 아닌) 주요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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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미르인 한글MOU가 게시됨
❍ LH사장 등 국정감사 위증

- LH의 ◾해외사업규정, ◾위임전결시행세칙, ◾계약사무시행세칙 등에 의거하면 K타워프로젝트 MOU 체결업무는 사장 고유권한사항이고, 전자결제시스템상에도 사장
(박상우) 결제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 박상우 LH사장은 “K타워프로젝트에 미르 참여 경위를 몰랐다.” (MOU상 추진주체의
일원을 주요추진주체로 변조된 데 대해서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위증한 의혹임
- 박근혜/최순실 불법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미르의 설립, 자금 강요 등이 박근혜, 최순
실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바, 한글MOU 상의 <미르> 위상을 ‘추진
주체의 일원→주요 추진주체’로 변조한 것도 청와대→국토부→LH간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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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BH 안종범, 정만기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의혹
- 미르-최순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만기
비서관 등은 과다한 부채 등으로 경영혁신 압박을 받고 있는 LH로 하여금 수익성이
저조한 K타워프로젝트가 ‘VIP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여, 추진할 것을
강요한 의혹임
- 제1차, 2차 연풍관회의에서 LH사업참여 강요 경위, 이한선미르이사 참여경위,청와대
(박근혜→안종범→정만기), LH(박상우→현도관/선병수), 국토부 등의 역할 규명
❍ LH(사장) 한글MOU 변조 및 불법게시 의혹
- LH는 한-이란간 K타워프로젝트 영문MOU의 객관적 내용에 반하여 <미르>를 추진
주체의 일원이 아닌, 주요 추진주체=미르(변조된 한글MOU)로 변조된 한글MO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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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http://president.globalwindow.org)에 게시한 의혹임
-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산자부→국토교통부는 LH에 “금주중 VIP가 직접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시스템 점검 예정이니 7/7일까지 MOU 등을 게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의혹임

- VIP 직접 시스템 점감에정 공문이 한글MOU변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르사건화
초기에 LH MOU담당 직원 하드디스크 교체 경위 등 규명 필요
❍ 박상우LH사장 등 국감 위증 의혹

- LH의 ◾해외사업규정, ◾위임전결시행세칙, ◾계약사무시행세칙 등에 의거하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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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프로젝트 MOU 체결업무는 사장 고유권한사항이고, 전자결제시스템상에도 사장
(박상우) 결제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 박상우 사장은 2016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K타워프로젝트에 미르 참여 경위를 몰랐
다.” (MOU상 추진주체의 일원을→주요 추진주체로 변조된 데 대해서도) “직원의 단
순 실수”라고 위증한 의혹임
- 청와대/국토부→LH(박상우/현도관 등)에 어떤 외압이 가해졌는지, MOU체결후 진행
된 4차례이상 대책회의 성격 등 규명 바람직
❍ 기타
- 이란내 K타워에 상응하는 국내 <I타워사업>에 최순실 관련 업체들(브로커)의 참여
동향 점검 필요. 유사 피해사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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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얀마판 K타워프로젝트, <K타운사업>
국토교통 전문위원 김우철

❏ 현황
❍ 미얀마 K타운사업
K-Town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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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시 8mile 인근
∙ 부지규모 : 66,000~100,000㎡
∙ 도입시설 : 한류시설(한국문화원, 어학당, 컨벤션센터, 전시․공연장, 극장),
복합쇼핑몰, 식당, 식음료점, 호텔, 마트, 업무시설 등

- 미얀마내 한류열풍 확산을 위한 문화공간 및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회의 참석(’16.5). 미얀마내 한류 확산 및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 K타운 사업 경과

- LH 미얀마 주재원이 양곤시 농업관개부, 국방부 소유토지 등 현지 조사 시행
- K타운 추진 관련 의견교환 차원에서 산업부 주최, 코트라 LH가 참석하여 제1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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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8)가 산업부에서 진행됨
❏ 검토의견

❍ K타운사업, 미얀마판 K타워프로젝트
구분
시기
목적

시설

K타운사업(미얀마)
K타워프로젝트(이란)
2016.5(미얀마 사업발굴회의)
2016.5.2.(MOU체결)
- 미얀마내 한류 확산 및 한국기업의 - 이란에서 한류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거점을 확보하여 한류의 전파와 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께 한-이란 비즈니스 증대 도모
- 한류시설(한국문화원, 어학당, 컨벤션 -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센터, 전시․공연장, 극장), 복합쇼핑
한식당,
한국전자제품 전시·판매장,
몰, 식당, 식음료점, 호텔, 마트, 업무
KOTRA무역관, 업무시설, 이란문화원
시설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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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박근혜대통령 순방에 맞춰 추진
-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주관

민간인
- 민간인 I씨(H인터내셔널)
참석
- <삼성전기> 유재경 유럽본부장을 미
얀마 대사로 임명
특이
-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
사항
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았었음

- 박근혜대통령 순방 기간에 MOU체결
-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주관
- 이한선이사(미르) 참석
- (국내용인) 한글MOU 변조
- “미르=추진주체의 일원”을 주요 추진
주체로 둔갑시킴
- 국내 <I타워사업>에도 무명의 브로
커들이 움직인 정황

- <K타운사업>은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
- 박근혜대통령 순방계획과 맞물려 추진됐던 점,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이 사업을 주관했던 점, 직속상관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란 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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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K타워사업>과 판박이
- 2조원 규모의 MOU까지 체결됐던 이란 K타워사업은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명시해
최순실씨 이권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킴. K타운사업 역시 미얀마 현지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K프로젝트사업 이행을 몇 차례 강조하기도. 한국
기업이 밀집해서 상품도 팔고 한류도 전파하면서 붐을 일으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구상이어서 비현실성

❍ 삼성의 최순실 지원 시점 글로벌마케팅실장(유재경)을 미얀마대사로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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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원출신이 파격적으로 미얀마 대사에 임명된 것도 의문.
유재경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고,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고 있었음

- 유대사는 최순실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자신의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미얀마 K타운사업은 대통령 방문이 취소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과 최순실씨의 개입 여부는 검찰 수사의 몫
❍ 정만기 비서관 주도, 회의에 LH 참석시켜
- 7/8일 산자부회의에 LH를 참석시킨 점
- 당초 민간 투자로 구상했다가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동원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 ODA 규모는 6500만 달러(약
760억원)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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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검토후 “타당성이 부족” 반발
- 미얀마측이 제공하기로 했다는 용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고. 미얀마의 신정부 출범(3월 30일) 이후 혼란상 등으로 박 대통령의 방문이
미뤄지면서 K타운사업은 중지
- 정만기차관은 “K타운사업은 미얀마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라고 밝혔지만 ‘미얀마
정부의 요청’이라는 외형과 달리 한국인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
- 정만기차관이 주관했던 K타운대책회의에 미얀마 대표 자격으로 민간인 I씨가 참여.
한국인인 I씨는 H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미얀마를 오가며 무역, 부동산 투자 등
종사
- 2014년부터 M사도 설립해 미얀마 수출 화물의 ‘선적 전 검사(PSI·화물에 대한 유해성
사전검사)’ 대행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홍보
- 16년 7월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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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는 주형환 산업부장관도 참석

- M사와 H인터내셔널,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는 주소가 같은 한 사무실에 위치. I씨의
개인사업과 미얀마정부 업무가 뒤섞여 있다는 것. K타운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관여했던
I씨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나는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
- 정만기 당시 비서관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I씨는 ‘정차관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면 정차관은 “추진과정에서 대화를 몇 번 했고 그때 I씨가
나왔다(만났다)”라고 말해 정반대의 설명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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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정만기차관 직권남용/강요

- K타운사업은 코이카 검토후 “사업성 부족”으로 결론
- 이같은 사업을 왜 정만기산업통산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는지
❍ <삼성전기> 출신을 미얀마대사 임명
- K타운사업 추진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원 출신을 파격적으로 미얀마 대사에 임명
된 것도 의문
- 유재경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 전력
-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을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글로벌마케팅
실장을 맡고 있었음
❍ K타운회의에 민간인 참석
- 정부 주도 회의에 (이란 K타워에서는 이한선 미르이사 참석) 민간인 I씨(H인터내셔
널)를 참석시킨 경위는 무엇인지

- 191 -

-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비서관→차관 승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
- 차관인사에 최순실 영향력이 미쳤는지 규명
※ 이란 K타워-미르 게이트(관계도)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박근혜/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미르> 자금 강제모금
↓
정만기(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현 산자차관)
- 제1차, 제2차 연풍관회의 주도
- 민간인 <미르> 이한선이사를 연풍관회의에 참석시킴
- 과다한 부채로 사업축소중인 LH에 수익성 낮은 이란 K타워프로젝트 참여 강요
↓
박상우(L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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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MOU상의 <미르> 부분 변조

- 미르의 K타워프로텍트 참여경위 및 한글MOU변조 경위에 대해 국정감사 위증
↓
현도관/선병수(LH)

- 수익성이 저조한 K타워프로젝트 사업 추진

- 한글 MOU상의 <미르> 위상(추진주체의 일원→주요 추진주체) 변조
- 2016년도 국토위 국감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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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K타운게이트(관계도)
박근혜(대통령

- 국무회의에서 직접 K프로젝트사업 이행 강조
↓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정만기(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현 산자차관)
- 미얀마 <K타운사업> 추진
↓
유재경(미얀마 대사)

-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 최순실을 지원한 시점에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
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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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벌 모금과 노동개악 맞교환, 뒷거래 의혹
노동 전문위원 정길채

❏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기업총수 17명을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로부터 2주 뒤인 8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
- 이후, 8월 17일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로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 30억 원

배정하고 홍보 시작
❍ 2015년 9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부처보고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후 이틀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터키 앙카라 B20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 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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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파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로 바뀌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동일한 발언. 뒤이어 9월 11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현대차 노조를 직접 거론하며 ‘노동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
❍ 2015년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도출. 동시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공개 보고를 진행 후, 이틀 뒤인 17일 노사
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5법을 발의. 이어 미르재단에 기업출연금 486억원 임금 완료됨
❍ 2016년 1월 12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입금이 완료되자,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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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 열흘 뒤인 2016년 1월 22일 노사정합의 당시 노동계와 합의수준의 협의를 하겠다
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공정인사지침(저성과자 해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2대 지침을 전격 발표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전경련 등 대기업들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입금을 하고, 박근혜정권이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개혁(노동개악5법+2대지침)을 거래 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에 경총 등 경영
계단체들이 제출했던 안과 전경련의 ‘규제개혁 종합건의’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되었
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임
❍ 박근혜정권과 재벌․대기업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 노동관련
숙원을 거래하였다는 것에 대해 개연성을 넘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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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재벌․대기업의 대노동관련 민원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안)의 거래
❍ 재벌․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의 입금과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과의 상
관관계

12. 청년희망재단도 재벌과 뒷거래 의혹
노동 전문위원 정길채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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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도출 직후 박근혜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 직접 제안, 16일 황교안 총리, 청년희망재단 신설 계획 발표(기재부,
미래부, 행자부, 고용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 논의), 21일 전국 주요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체계 완비, 박근혜대통령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2천만원+본인 월급 20%)
❍ 이후, 9월 한 달간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모금된 기부액은 20억 정도. 이후 10월
19일 ‘청년희망재단’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재단으로 직접 기부가 진행. 10월에
약 520억, 11월에 약 210억, 12월에는 130억이 모금. 12월말까지 재단직접 기부액이
약 870억, 펀드에는 약 360억 모금

- 10월부터 모금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22일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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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을 개인명의로 기부. 26일 정몽구 회장이 150억, 30일 구본무 회장이 70억을
기부 등,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하고, 삼성이 금액을 확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결정
되면서 기업들이 거액기부를 본격적으로 시작 한 것으로 추정
❍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 청년희망재단 설립인가를 해주기 전인 10월 5일부터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파견해서 재단설립관련 주요 업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
- 고용노동부가 파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영리법인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을 직접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일사천리로 설립인가를 해주어 ‘셀프 인허가’.
이로 인해, 발기인 총회(10월14일), 재단 설립 허가(10월 19일)도 있기 전에, 이미
재단의 사업들이 확정되어 있었음
❍ 청년희망재단 출범 이후 시범사업으로 차은택이 주도해 만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중 하나인 문화창조융합센터와 협업하여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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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청년희망펀드 및 재단의 설립과정을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들이 깊숙이 개입해 주도
적으로 준비하였고, 박근혜대통령이 1호 기부를 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부를 하자
대기업들의 모금이 급증했다는 정황을 볼 때, K-스포츠재단 및 미르 재단과 같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등에 거래 관계에 있지 않냐는 의혹이 증폭됨
❍ 청년희망펀드 및 재단의 설립과정 및 기업들에 의한 기부 등 모금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제2의 권력형 비리를 위한 모금이 아니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청년희망펀드 및 청년희망재단의 설립 배경, 과정에서의 정부부처의 개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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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펀드 사용 내역 점검 및 유용 또는 자금세탁 여부 확인 필요

13. 면세점 신규사업 선정, 미르-K스포츠 출연 대가 의혹(뇌물공여·수수)
기재 전문위원 박지웅

 ’15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과정(1,2차)서, 미르-K스포츠 출연기업에 대한 수혜(한화

시 안
크
릿

갤러리아·HDC신라) 의혹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삼성은 204억, 한화그룹은 25억을 출연했음. 이 출연동
기가 면세점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특혜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 지난 ’15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서울지역에서의 중국관광객등 시장수요가 전년
대비 30만 이상 늘었다고 판단(보세판매장운영규정상, 30만 이상 늘었을 경우 신규
특허를 추가 검토할 수 있음)하고, 서울시내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을 4개 추가로
내어주기로 허용함. 이러한 결과는 대외경제연구원의 추계에 따른 것. ’2015년 서울
시내 외국관광객이 88만명이 늘 것이라‘고 추산한 것/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15년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명으로서, ’14년 방문객수치인 1,051만보다
100만명(△8.8%)감소한 수치. 관세청의 추계가 허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15. 1. 1. 관세청은 1차 시내면세점(신규) 추가 설치를 발표, 2. 2. 1차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 이어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15. 7. 10. HDC신라(용산)·한화갤러

- 195 -

리아(여의도 63빌딩)·SM면세점(인사동)을 사업자로 선정
-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련 주가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 급등하는 사유로 사전유출의혹과 함께 심사와 관계없이 특허권이
결정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
- 실제로, 관세청 직원 6명은 공모하여 7. 10. 17:00발표 전에 가족·친지 등을 통하여
주식을 대리구입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취득으로 금융위 조사결과 검찰에 통보/
관세청 직원들은 모두 ‘공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적발/
관세청 감찰에서는 이러한 비위 행각을 덮고 오로지 직원 감싸기로만 일관
❍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7. 24.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이후, 2015. 10. K·미르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관계로 파악.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

(롯데·SK)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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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과정(3차)서, 미르-K스포츠 출연기업에 대한 수혜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하여 SK는 111억, 롯데는 45억, 두산은 11억, 신세계는 5억
한화그룹은 25억을 출연했음. 출연 이유는 면세점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특혜를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 또한, 15. 11. 14. 2차 시내면세점 선정에서는 신세계(명동)와 두산(동대문 두타)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사업자인 SK워커힐, 롯데 잠실
롯데타워점은 사업을 종료하게 됨(2016. 5. 16. / 6. 30. 각 종료)

시 안
크
릿

❍ 롯데, SK가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롯데·SK는 보수언론·경제지
등을 동원하여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고용불안, 투자비용 손실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시작

❍ 기획재정부·관세청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16년도에도 신규면세점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전방위의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추정. 그 결과 기획재정부·관세청은
’16년도에도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4개나 더 내어주겠다고 발표한 상황(대기업 몫 3장,
전체 4장)
❍ 하지만, ’15년 기준으로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계DF –
80.1%, 두산 –153.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특허 발급이 타당한
것인지 국정감사등에서 집중 제기. 하지만, 기획재정부·관세청은 지속적인 강행입장
❍ 현재 검찰에서는 박대통령이 2월, 3월에 걸쳐 롯데, SK그룹 총수인 신동빈과 최태원을
면담한 이후, 두 그룹에 대한 특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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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16. 11. 24. 검찰은 면세점 특혜 선정 의혹 규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1차관실, 세제실)·
관세청(수출입물류과)의 면세점 관리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
❍ 면세점 산업에서의 미르·k스포츠 출연대가로 각종 특혜수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
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기재부·관세청에서는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는 바,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출연대가와 특혜수혜간 연결고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히
이루어져야
❍ 또한, 1차면세점 입찰과정에서의 사전 정보 유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세청 공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음
❍ 이 사건의 핵심몸통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으로 보임. 면세점 산업에 대한 특혜가
있을 당시 기재부장관으로서 청와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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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과에도 면세점 특허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모종의 커넥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
❏ 국정조사·특검 과제(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여부 규명)

❍ 박근혜의 롯데, SK에 대한 특혜성 특허 부여 약속 집중규명

❍ 최경환 전 장관의 부정부패 의혹 진상규명 및 롯데와의 연결고리 파악
❍ 면세점산업, 미르·K스포츠 출연대가와 특혜수혜간의 연결고리 진상규명(대기업 관계자
소환

❍ 대외경제연구원 자료의 허위성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특허를 강행한 의혹에 대한 실무
자급 선에서의 진상규명

시 안
크
릿

❍ 검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6년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 강행이유에 대한 진상규명

14. 최순실의 부당세무조사 지시·협박 의혹(직권남용 교사)
기재 전문위원 박지웅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병원 연관 업체들 모두 세무조사
(1) 대원통상, DW Korea Career
❍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병원(김영재 성형외과)은 14. 2. 경 최순실에게 자사의 중동
진출을 의뢰. 이에 따라 최순실은 박 대통령에게 병원의 중동진출 협조를 부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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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협조지시
❍ 이에 따라 조원동은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후배인 이장로의 처 이현주가 중동 인력
송출·컨퍼런스 주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이현주는 조원동과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음)이현주에게 병원의 컨설팅을
부탁
❍ 이현주는 14. 2 ~ 5. 까지 병원컨설팅을 수행하였으나 컨설팅 결과, 해외 진출은 역
부족이라 판단하고, 진출불가를 조원동에게 통보
❍ 조원동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진출불가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국정조사에서
확인 요), 14. 5. 조원동이 경질되기에 이름
❍ 이후 15. 4. ~ 10.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개인 납세자) DW코리아, 대원통산에
대한 세무조사. 회사의 매출규모도 고작 30억 남짓으로 작은 회사이고, 직원수도 5명
밖에 안 되는 회사에 서울청 조사2국이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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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0. 세무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다만, 관련자 조사로 이현주의 조부 회사인 ‘이태원
힐스’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4억가량 증여세 탈루 추징.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재판 중이라 함)
(2) 이동수씨 세무조사

❍ 김영재 성형외과 병원이 운영하는 자회사(와이제이콥스메디컬)는 피부 리프팅 실을
만들어서 일본등 아시아에 판매계획. 이에 대해서는 국내특허가 진행중이었다고 함.
하지만, 이 피부 리프팅 실은 여러 관련 업체가 유사한 형태로 다양하게 제조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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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독자적인 특허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함
❍ 이동수씨는 피부 리프팅 실을 원료업체(A사)로부터 공급받아, 의료기기 판매사(B사)
에게 가공납품하는 개인업체 운영
- B사의 판매제품과 와이제이콥스메티컬의 판매제품간 경쟁관계에 있었음. 김영재는
이 업체와 이동수씨에 대해서 2014년 초부터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탈세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최순실 또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서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임(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진상규명)
❍ 2014. 10. 이동수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특별히 밝혀낼 것이 없자 국세청에서는
한 차례 팀 교체를 통하여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다는 것. B사와 일부 무자료 거래
사실을 근거로 이동수씨에 대한 세무조사로 일부 추징.
❍ 하지만, 이동수씨는 B사와의 무자료 거래는 사실 무근이고, 국세청에서 B사에 대한
세무조사 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B사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일부 시인하였다는 것(이에
대해 역시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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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유라 참여 승마대회 성적 이의제기 선수 아버지 세무조사 협박 의혹
❍ 11. 11. 자 동아일보에 의할 때, 정유라의 승마대회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던 선수
아버지에 대해 대한 승마협회 내 최순실 측근이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
❍ 14. 6. 경북 상주에서 열린 인천 아시아 경기 대표 선발전에서 김모 선수의 아버지가
‘정유라 선수의 점수가 이상하다’고 항의. 그러자 전 승마협회 전무였던 박모씨가 김
선수의 아버지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항의하지 말라’고 강요. 김
선수의 아버지는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강요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
❏ 국정조사·특검 과제(직권남용 여부 규명)
❍ 김영재의 부당세무조사 지시 의뢰, 최순실의 부당세무조사 지시에 대한 국정 조사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증인 소환 필요
❍ 세무조사 개시 경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집중 조사 및 청와대 민정수
석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

❍ 승마협회 전무 박모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협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

15.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시 안
크
릿

기재 전문위원 박지웅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를 15. 12.부터 개시하였고, 16. 4. 1,000억원
세금 추징 및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조세포탈혐의(36억원의 법인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 현재 이 사건은 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되었으나, 현재까지 사건 미처리
❍ 16. 2. K스포츠 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과 박헌영과장, 안종범 전 수석 등 3명이 올
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영의 이중근 회장과 김시병 사장 회동
❍ 이 자리에서 정현식은 이중근에게 ‘5대 거점 지역(체육인재 육성)중 우선 1개(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 1개 거점당 7~80억원의 재정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고, 이에 이중근은 우리가 이미 ’3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냈고, 기업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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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순실은 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놔두라고 하여 부영에서 기금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함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부영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건에 대해서 수뢰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K·미르
스포츠재단출연과 다른 대기업의 부정청탁간 정황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커넥션에 대하여 부영그룹 이중근·김시병, 정현식, 박헌영, 안종범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집중 규명
❍ 3억원 출연대가와 검찰 수사 지연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집중 규명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6. 최순실의 국세청의 불법 재산 정보 수집행위 지시 의혹
기재 전문위원 박지웅

 한진그룹 조중건 전 부회장등에 대한 불법 재산 정보 수집 행위
❍ 5. 3.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라이언앤폭스 컨설팅(특정국 내 정보 조사 대행업체,
대표:김웅, KBS기자 출신)’에 36세 장모씨와 상사로 보이는 국세청 직원이 방문
❍ 민간인으로 위장한 국세청 직원은 한진그룹 조중건 전 부회장과 배우자인 이영학에

시 안
크
릿

대한 생년월일, 여권번호, 해외 주소 등이 적힌 쪽지를 내밀면서 두 사람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보유내역, 한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내역과 재무제표를 조사해달라하였다는
것, 계약금액으로 7,500$(한화 863만원)을 내걸면서, 영수증은 미수령
❍ 국세청 직원은 조중건에 대한 거래가 끝나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음. 여기에다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회한 금융정보 화면을 카메라고 찍어달라거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
급한 공식 조회 서류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 현지법에 저촉되자, 라이언
앤폭스 측에서 의뢰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불법조사를
종용하였다고 함. 이 계약을 결렬
❍ 2012. 2.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으로 해당 국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될
일을, 현금더미를 건네어 민간정보회사를 통해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불
법행위를 해가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해외재산을 조사한 배경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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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국정조사서 김웅과 국세청 정보수집자간 대질신문을 통하여 국세청의 불법적 정보 수
집행위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

17. 차은택의 포레카 강탈 의혹(공동강요 미수)
기재 전문위원 박지웅

 차은택의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의혹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포스코는 14. 3. 계열사였던 포레카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견 광고대행사
C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차은택은 측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영수 당시 포레카 대표를 동원하여
C사 대표 한모씨를 협박하여 인수 후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함
❍ 이 과정에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다고 겁박했고,
안종범 전 수석 역시 C사가 수주하는 금융위원회 광고 중단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
❍ 하지만, C사가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면서 차은택의 회사 인수가 무산

시 안
크
릿

 국정조사·특검 과제

❍ 검찰 수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
❍ 차은택·송성각이 ‘세무조사 협박’이 가능하다고 믿은 배경 및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

18. 최순실, 공관장 인사 개입 의혹
외교 수석전문위원 채규영

❏ 현황
❍ 주베트남 전대주 전대사, 주미얀마 유재경 대사, 베트남 호치민 박노완 총영사 부임에
최순실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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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주 전대사는 교민출신으로 최순실의 조카인 장승호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유재경 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 출신으로 미르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미얀마의 K타운프로젝트 추진을 앞두고 부임하였고, 박노완 총영사는 전대주 대사
시절 베트남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였고, 총영사로 부임하기에는 직급이 낮음에도 장
승호 후원을 위해 총영사로 부임되었다는 의혹
❏ 검토의견
❍ 위에서 언급한 3명의 공관장 인사가 임명당시 매우 파격적이었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인사배경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공관장 임명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임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당시 외교부가 추천했던 공관장 후보 명단 확인

❍ 공관장들과 최순실 및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확인

❍ 공관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최순실 혹은 주변인물들을 지원했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관계 파악

시 안
크
릿

19.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최순실 개입 의혹

통일 전문위원 김종수

❏ 현황

❍ 10.26 한겨레신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
❍ 10.26 통일부 장관, 국회 답변에서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비선 개입 의혹을 부정하였음.
- 10.26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했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고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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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한겨레신문, 최순실의 지인이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순실씨가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고 보도.
❍ 11.13 SBS,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인 거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청와대 참모조차 예상치 못했
다면서, “공식 참모들은 누가 조언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대통령의 즉석 발언이려니
생각했다”고 밝혀.
- 기사에서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통일대박이란 표현은 최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던 최 씨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고쳐줬는데, 통일대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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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지난 2.7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방향’ 자료에서는
주요 조치 내용으로 “북한체류 우리국민에 관련 신변안전 강화 조치 시행”하고 “개성
공단 체류인원도 추가 축소·조정(주중 600~700 → 500명 수준), 설 연휴 이후 개성
공단 출입경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동 조치 시행”으로 명시하였음.
- 보고 자료의 향후 대처방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대비”, “북한 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에 만전”, “국제사회와 협력, 강력한
제재 부과에 총력”,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엄중성을 감안, 국제사회 대북

시 안
크
릿

제재 동향 등을 보아가며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차원의 필요 조치 검토”라고
제시되어 있음

- 한겨레신문에서는 2월 초까지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
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으며,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쪽은 잠정·일시적 중단 의견을 묵살한 결과였다고 보도.
❍ 현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북한 급변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최순실은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하는데, 이는 곧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통일로, 준비 안 된 통일은 통일대박은 커녕 ‘통일쪽박’이 될 것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누가 내린 것인가 규명 필요
- 2.7~9 사이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회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개성공단 관련 조치내용 확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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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 사전 유출 의혹 확인 필요
- 최순실의 아이디어로 ‘통일대박’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

20. 최순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무산 주도 의혹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11월1일(화)자 연합뉴스 보도 등에 의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공정위
심사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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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이 SK에 80억원의 출연을 요구하였으나, 출연 건이 무산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추진 경과

- 15년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
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 주식 30% 취득 계약

②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간 합병 계약(2015년 11월 2일)
- 7월 4일, 공정위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7월11일 까지 의견
제출 하도록 통보

시 안
크
릿

- 7월 7일,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
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
- 7월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관련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

- 7월18일, 공정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
드밴드 간 합병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15일 공정위 전원위 회의, 18일 회
의결과 브리핑)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특검 과제
❍ 공정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였다고 보도해명자료를 냈으나, 언론에
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조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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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최순실 특혜사업 100억원 4일 만에 편성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10월27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 재단이
관계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계획에도 없는 100억원대 예산을 4일 만에 급히
편성해 주었다고 의혹 제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순실
과 연관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없이 수정의결
- 5월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등을 의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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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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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면의결을 통하여 코리아에이드 등 일부 사업 추가 의결
- 정부에서는 법률에 수정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매년 작성하는 종합시행계획
에 대한 규정인 제11조에서는 수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 과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수정의결 과정에 누가 외압을 행사하였는지 국정조사에서 규명

시 안
크
릿

필요

22. 현대차, 미르재단 지원대가로 ‘수소 차’ 지원특혜 의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 현황
❍ 산업부는 보도해명을 통해서 정부의 수소차에 대한 정책이 미르재단 출연에 대한 대
가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확산 트렌드에 대응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밝힘
- 1998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제1~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본계획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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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술개발·보급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확대,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발표했다고 설명. 또한, 수소차는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해 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 과제
❍ 정부의 현대자동차 수소차 지원방안이 미르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치
오
브
코 용
리
아

23.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

보건의료 전문위원 조원준

❏ 현황

※ 차병원 그룹은 의료산업화와 이해관계가 깊은 대표적인 의산복합체(醫産複合體)

시 안
크
릿

- 우리나라는「의료법」상 병원의 설립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등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으나,
차병원그룹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 등 병원은 물론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등 각종 의료관련
기업과 차의과대학 등 대학을 포함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학교법인 성광학원,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과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99.9%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에이치그린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차이오텍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각종 의료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음.
-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은 CGM제약,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
케어스, 차백신연구소, 서울씨알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을 계열사로 거느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회원권도 없이 차움을 이용했으며,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각종 정책과 예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병원 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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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 그룹 계열사 현황 >
부문

계열사

사업/병상수

매출액(원)

차움(Chaum)
강남 차병원

400병상

차 병원 여성의학연구소 IVF센터
병원

분당 차 병원

950병상

분당 차 여성병원

149병상

구미 차 병원

505병상

대구 차 여성병원

100병상

LA 할리우드 장로병원 / LA 불임센터
연구
기관

1,560병상

차움 국제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국내 총 매출
5,000억원
(2010년 기준)

1조 3,000억 (2010년 기준)

100병상(줄기세포병동)

차 백신연구소

연구소

차 바이오그룹 판교 종합연구원

연구소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

광학/바이오/병원

4,784억 (2012년 기준)

의료
연관
산업

차 바이오메드
차 케어스
차 바이오 F&C
서울 CRO

치
오
브
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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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은행

22억

IT / 사업서비스업

113억 (2010년 기준)

식품 / 화장품
임상시험 대행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CMG제약

건강식품/대체의학

창업투자회사
제약회사

162억원 (2012년)

시 안
크
릿

<차병원 그룹 병원 현황>

재단명

(의)성광의료재단
(의)세원의료제단
(학)성광학원

설립기관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스포렉스, 그룹종합 검진센터, 차움한의원,
차움의원, 차움건진의원
대구여성차병원
차의과대학교,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 차병원 그룹 출자 현황 >
구분
(의)성광의료재단
(의)세원의료제단
(학)성광학원

보유주식 현황

이사진

차바이오텍,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차케어스 김광중, 차원태, 윤태기, 차광렬, 김춘복,
주식보유
유성준, 권승희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주식보유
장성운, 차경섭, 차광열, 김춘복, 윤태기
유성준, 이훈규, 이유복, 김병수, 차광렬, 김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차디오스텍, 차바이오
승조, 김춘복, 김한중, 차원태, 정길생, 김광
에프엔씨, 케이에이치그린, 차메디텍 주식보유
중, 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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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유주식 현황

케이에이치그린

이사진

차광렬 및 특수관계자가 99.9% 지분소유

케이에이치그린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95년
6월 15일에 설립되었으나 2009년 화장품제조
및 판매, 미용 및 관련서비스 추가, 2015년 의
료개발, 관광, 의료용역, 헬스케어 관련 업을
추가

< 차 바이오텍 주주구성 현황 >
성명

관계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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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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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열
(주)케이에이치그린
(학)성광학원
차원태
차원영
차원희
김혜숙
(의)성광의료재단
(주)차케어스
(의)세원의료재단
김춘복
(주)차메디텍
박인수
이상규
(주)차바이오에프엔씨
차광혜
송종국

지분율
5.90
4.79
4.31
4.04
2.23
1.74
0.88
0.40
0.33
0.25
0.25
0.23
0.16
0.15
0.07
0.04
0.01

< 차 바이오텍 종속회사 >

상호

(주)CMG제약
(주)차헬스케어
(주)차메디텍

(주)차백신연구소
(주)차케어스
(주)서울씨알오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주)스카이뉴홀딩스
CHA Biotech USA, Inc.
Stem Cel l&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Inc.

주요사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백신 및 진단시약 개발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등
벤처케피탈 투자
경영 및 벤처기업컨설팅
차바이오텍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상품개발
인공혈액 및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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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형식

실질적 지배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실질적 지배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상호

주요사업

치료제 개발
면역세포 치료 사업
미국내 병원운영
불임센터 운영
미국내 종합병원운영업
미국내 병원운영업
미국내 부동산운영업
미국내 부동산운영업
미국내 보험업
미국내 부동산개발업
미국내 병원운영업
화장품유통업
몽골내 무역광산업

CHA Medical Service Japan co., ltd.
CHA Health Systems, Inc.
CHA Reproductive Managing Group, Inc.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LP.
CHS Healthcare Management, LLC.
CHS Property Management, LLC.
CHS Property Holdings, LP
CHA Captive Insurance, Inc.
Kula Green, LLC
Koreatown UrgentCare Mgmt
CHALOGY, Inc.
SGN

지배형식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치
오
브
코 용
리
아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차병원 특혜
❍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영리자법인을 통한 병원부대사업의 확대는 의료기관의 비
영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부대사
업에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로 인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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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였음.
- 국회에서 영리자법인 허영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포기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이를 강행함으로써 입법권 침해까지 감수하며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적 조치를
가능토록 했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음.
- 실제로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직접 영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를 가능하도록 했고, 부
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
체육시설업 등을 허용한 바 있음.
❍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 운영을 하고, 수익사업인 프리미엄 건강관리(뷰티‧헬
스 등)는 차바이오텍을 통해서 운영하는 편법적 방식이었음.
-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 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가하기 전부터 이미 차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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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영
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병원 그룹이 사실상 자법
인을 통한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를 제공받은 것임.
2)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특혜
❍ 최근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금지되어 왔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7년 만에 재개하여 차병원 그룹의 차의과대학에 ‘조건부 승인’하는 특혜조치를 결정
-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 대상기관은 차의과대학이지만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이 결과적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 동 연구승인 이후 차바이오텍은 2016년 9월 ‘무릎관절 연골결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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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승인이 올해 4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한 이후,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에서 줄기세
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방침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수혜를
차병원그룹이 누리는 것임.

3) 분당 차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정부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사업목적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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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해 ‘산․학․연․병 협력하에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사업임.
❍ 분당차병원은 2016년 4차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연구과제를 통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을 지원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2014년 5월 차 바이오 콤플렉스를
개원하고, 분당차병원과 차의과대학,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등과 원스텝
공동연구 및 산업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분당차병원은 글로벌 임상
시험 수탁 업체인 PAREXEL과의 초기임상시험 협약을 체결(15년 7월, 5년 협력 계
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음
- 결국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백신연구소와 임상
시험수탁업을 하는 계열사 서울CRO에게 까지 수혜를 받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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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병원 계열사에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특혜
❍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펀
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7월 운용사 선정을 추진
- 그런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및 운영성과, 해외 투자기
관과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1개 운용사를 선발’한다고 발표
했는데, 이는 결국 의료기관과 각종 의료산업체를 보유하고 미국에 병원을 설립운영
중인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실제로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제안설명서에는 출자자 모집에 차병원그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차병원그룹의 병원 및 연구소, 대학,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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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을 통한 대형병원의 사업화,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네트워크 역량보유, 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제품, 기업 네트워
크를 보유 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2016년 1월 25일 1,500억원을 조성 완료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2016년 9월 7
일까지 두 개의 제약기업에 모두 200억원을 투자한 상태인데, 투자한 두 개의 제약기
업은 모두 투자운용사들이 해당 펀드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표 펀드메니저의 투자성공사례로 언급한 회사들이었음

- 펀드 조성이후 201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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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분당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개최된 바 있음

5) 유전자 검사제도 규제완화 및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등 특혜 조치
❍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규제완화 내용 중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허용’과 ‘배아 ‧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를 담은 유전자검사제도 개선이
포함됨
- 유전자 검사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검사해 일부 종양 및 돌연변이, 염색체
이한 경우 식약처 허가 전에도 검사를 허용하상 등을 진단하는 검사인데, 규제완화
조치로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필요기로 함으로써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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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가 차병원 그룹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차병원그룹의 핵심 지배회사인 차바이오텍의 제대혈은행 등 사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
❍ 한편 정부는 제대혈이 의학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관리체계를 수립해
안전·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에 사용하겠다며
2011년 7월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기증제대혈은행을 3개소 지정 운영
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가족 제대혈 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제대혈 은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증제
대혈 확대를 위해 기증제대혈 은행의 추가적 지정이 필요하다며 2014년 2월 추가적
으로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였는데, 이때 차병원 기증제대혈 은행이 지정되었으며,
이렇게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6년 한 해에만 22억 5,200
만원임. (당시 지정된 기증제대혈은행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 조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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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은행,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

6) 임상시험 육성정책 및 규제완화로 인한 특혜

❍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을 발표함.

-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임상시험 없이 우선 허가제 도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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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 질환 치료제에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정책을 추진

- 이후 식약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3상 임상실험이 없이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한다는 조건부 허가) 발표 후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 치
료제 임상시험 개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차병원 그룹의 사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의 성격이 강하며, 제대혈은행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직결된 규제완화임.
❍ 이중 2015년 8월 발표한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 방안’에는 CRO 등 임상시험 유관산업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CRO 산업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전략적 맞춤 컨
설팅, 식약처 대행 업무, 임상시험계획서, 모니터링, 임상데이터 관리,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 통계분석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임상 전 과정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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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그룹은 차바이오텍 계열사로 서울CRO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임상시험이 증가함으로써 임상시험 수탁업체인 서울CRO는 큰 혜택을 입은 것 (실제
2013년 607건이던 임상시험 승인현황은 2015년 67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정부가 조성하여 차병원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CRO 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외진출을 위한 자본투자 지
원도 가능하도록 한 것임.
7)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분당 차병원 수혜
❍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
하여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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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라는 명분으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임.

- 그러나 이 발표이후 의료계에서는 효과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라면서 반발이 컸음.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한적 의료기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등 모두 9개인데,
당시 지정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시행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과 함께 분
당차병원이 지정됨.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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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당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2010년 4월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조직의 치유나 재생에 대해 유효성을 증명하기 어렵
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2016년 3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수행한 신의료기
술평가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은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의미)로 분류함으로써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시술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8) 14년~17년까지 화장품 R&D 사업 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 F&C 지원
❍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654억원을 지원하는 R&D 사업 추진
- 해당 사업은 신소재 발굴 지원, 융합기반기술 지원, 미래유망분야 기술지원, 항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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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지원 분야로 나누어 2016년 기준 20개 과제를 지원 중인데, 이중 차병원그룹
계열사로 차바이오 F&C가 2014년부터 선정되어 2017년까지 ‘세포간 결합 및 소통
단백질 자극 기전을 통한 피부장벽 활성화 신소재 개발’ 연구에 모두 8억원이 지원
❏ 검토의견
❍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기
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 의·산복합체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급격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차병원그룹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
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
❍ 또한 대리처방과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등의 불법 행위에 차움병원 운영진이 가담
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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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벌이 필요함.

❍ 차병원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출신 관료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차병원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루어진 각종 인․허가 및 관련 규
정의 개정, 예산지원 등 특혜 규명

❍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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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 및 특정 병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적 조치 확인
❍ 차병원 그룹에 이익이 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등 정부기관에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여부 확인
❍ 2016년 1월 민간병원인 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이 6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이유 및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순방에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순방에 동행한 경위 및 특혜 여부
❍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은 이유,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 등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 현재 차의과학대학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병우 전 식약청 차장,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이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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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차병원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이자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으면서 정부와의 로비활동을 맡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퇴직관료들이 정부로
부터 차병원 그룹의 특혜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인지의 여부도 조사가 필요

24. 김영재 성형외과 불법 의료행위 및 병원장 특혜 의혹
보건의료 전문위원 조원준

❏ 현황
❍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해 각종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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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

- 2014. 2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 해당 병원의 해외진출 협력을 지시받았으나, 평가를
맡은 컨설팅 업체는 실적,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해외진출은 좌절되었으나, 이후 컨설팅 업체는 세무조사와 관련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

- 김영재 원장은 2015. 4월 대통령 남미 순방, 5월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9월 중국
순방 등에 동행하는 등 파격적 특혜조치를 받았으며, 중국 경제사절단에는 인원만 5
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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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병원이 생산․판매하는 화장품 ‘존 제이콥스’가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된
이후 청와대 납품실적 등을 이유로 신라면세점 등 면세점 입점의 특혜
- 2016. 7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불과한 김영재 원장을 현재 서울대 병원장인 서창석
원장(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지시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특혜 제공

- 2016. 10 병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가 서울대 병원 납품 시작
- 성형외과와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병원 내에 비치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파쇄
후 병원 휴원
❍ 김영재 원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와이 제이콥스’에 산업부가 R&D 예산 15억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특혜
- 당초 과제수요조사를 통해 바이오의료 분야에 17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1차 기획
위원회(15. 8. 13)에서 3건의 과제로 압축되었으나, 해당 업체의 지원 가능 과제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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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5. 10. 16 2차 기획위원회에서 갑자기 4건의 과제로 늘어나면서 추가된
과제가 와이 제이콥스가 유일하게 지원한 ‘인체조직 고정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성 봉
합사 소재’ 개발과제로서 당초 수요조사에 없던 과제가 포함된 이례적인 상황 발생
❍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병원을 휴원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김영재 원장의 진술이 있
었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휴원 당일(4. 16) 20ml 프로포폴 한 병을 썼고, 시술하고
남은 5ml는 폐기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논란이 야기
❏ 검토의견
❍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해외진출, 해외진출 무산에 따른 컨설팅 업체
보복조치, 청와대 명절선물 납품과 이를 근거로 면세점 입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지원으로 서울대병원 납품 및 서울대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산업부 연구과제 무리한
선정 등 각종 특혜가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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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해외순방은 물론 각종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홍보는 물론 서창석 병원장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필요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일개 동네 성형외과에 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의
각종 특혜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청와대의 개입의 구체적 내용 확인
❍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한 이유와 관련하여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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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병원을 휴원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김영재 원장의 당초 주장과
달리 당일 프로포폴 사용과 폐기 기록이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필요

❍ 김영재 원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와이 제이콥스’에 산업부가 R&D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과제에도 없던 항목을 무리하게 포함시킨 이유와 배경 조사

25.‘김영재 성형외과’ 아내 운영업체에 15억원 R&D 특혜지원 의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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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이 절개·절제 부위 봉합 때 매듭과정이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 명목으로
산업부에서 1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의혹(MBC, 16.11.13).
❍ 최순실 씨가 자주 드나들던 김영재 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을 개발하겠다며 산업부에 제안서를 냈음. 가시처럼 돌기가 있어 매듭을 묶지 않아도
되는 실을 만들겠다는 내용. 성형업계에선 이미 수십 년 전에 유사한 제품이 개발됐
는데, 산업부는 이 실을 '최첨단 소재'로 분류해 올해 초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음.
-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주관하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
학교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등도 참여. 올해 3월부터 2018년까지 총
15억원의 정부지원 출연금이 지원됨.
- 15억원 가운데 올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4억11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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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에 3000만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2900만원 등 올해
5억원이 지급될 예정. 그러나 11월 13일 현재 실제 지원된 금액은 1억2151만7063
원으로, 이 가운데 1억원 상당이 연구 주관기관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급된 것
으로 확인됐음.

❍ 동 과제의 참여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
병원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라는 중소업체의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중소업체의 수술 봉합실 개발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거
참여한 것은 처음이며 흔치 않은 일(SBS, 16.11.25).

- 연구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과제책임자는 대통령 주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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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임. 서울대 병원 의사 6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
과목은 모두 산부인과로 서 원장의 후배 의사들. 한편 서창석 원장은 지난 7월에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기도 하여 김영재 원장과 관
계에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
❍ 1차 기술위원회에 바이오의료 분과 최종 과제가 3건에서 2차 기술위원회에서 4건으로
추가된 되는 과정에서 과제 기획과 공모 전반을 관장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담당
최수진 PD가 산업부 지시로 해당 업체인 와이제이콥스를 사전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우원식의원, 16.11.24).
- 최 PD는 동 업체와 접촉한 다음 기능성 봉합사 소재 개발사업 기획안을 작성해서
PD 스스로 2차 기술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상정하고 포함시켰다고 함. 최 PD는 이후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얼마 안가 다시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MD로 발탁됐음. 해당자가 PD 사직에 불구 MD로 승진한 것은 해당 과제가 산업부의
과제로 선정에 기여한 데 따른 보상이라고 보는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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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경제수석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을 돕다 실패해서 경질됐다는 사
실을 본인도 인정했고, 이후 안종범 수석도 와이제이콥스 소유자인 김영재 성형외과
를 도와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와이제이
콥스메디컬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와이제이콥스메디컬 과제 발탁에 기여한
박 PD를 R&D 전략기획단 MD로 특혜 발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산업부는 보도해명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힘
- 산업부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과제평가위원
회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공식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고
해명. 당시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의 기술준비도가 양호하고 사업화 의지가 매우 높
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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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봉합사는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미 개발돼 있지만 지금 개발된
것보다 나은 것을 만드는 연구개발 과정이라며 소재나 굵기, 방법 등이 다르다고 설명
- 산업부는 기술개발품목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민간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진행
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며 지원금 역시 와이제이콥스메디
컬을 거치지 않고 관련 업체와 연구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고 강조함.
❏ 검토의견

❍ 비선실세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와이제이콥스

시 안
크
릿

메디컬이 산업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관여
했다는 사실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 증언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실 확인 필요함
❍ 조원동 경제수석도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을 돕다 실패해서 경질됐다는 사
실을 본인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 필요함.
❍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수술 봉합실 개발에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
원장이 적극 관여하였고, 지난 7월에는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기도 하는 등 비선실세 최순실과 의혹의 관계에 있는 단골병원 김영재 원장과
관계에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도 필요함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산업부 연구개발비 지원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등의
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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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과제책임자로는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
석 서울대병원장이 참여하게 된 배경.
❍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산업부 실국․과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특혜 지원 관여 여부
❍ 동 연구과제 끼워 넣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PD가 사직에도 불구,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MD로 발탁된 배경

26. 최순실-박근혜 차움의원 처방 및 진료 관련 의혹
보건의료 전문위원 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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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강남구보건소가 보고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0.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7회 방문, 이 기간 동안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
- 최순득은 이 기간 동안 총 158회에 걸쳐 차움의원 방문해 주사제를 109회 처방.
-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됨

❍ 최순실의 진료기록부에는 박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
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재,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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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유로 최순득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으로 3회 표시한 기록이 확인됨.
-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최순실의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한 사례가 ’12년과
’13년에 총 21회 확인되었으며, 최순실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씨 자매의 진료챠트(박대표, 대표
님 등이 기재된 총 29회 진료기록)에는 그 처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최순득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
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되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순득 진료기록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3회 등장함.
❍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의 주치의였던 김상만씨(現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움의원과 함께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김영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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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13년 10월부터 ’16년 8월까지 총 136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 검토의견
❍ 최순실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총 402회에 걸쳐 주사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으나, 과다한 처방과 진료기록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기들이 수십 차례
등장함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최씨 자매의 대리처방을 통해 주사제를 처방받고
투약했을 것으로 파악됨
- 이 과정에서 주치의의 김상만 원장을 통해 이루어진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의료법 위반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하여 불법시술 여부를 파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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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 과제

❍ 최씨 자매의 대리처방 여부 및 처방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투약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 및 법 위반사항 확인

❍ 차움의원에서 주치의 역할을 했던 김상만 원장의 당시 행적과 특혜여부 및 녹십자 아이
메드 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다량의 주사제 청와대 반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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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사제 및 의약품의 청와대 반입과 김상만 원장(前 차움의원 주치의) 논란
보건의료 전문위원 조원준

❏ 현황

❍ 차움병원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김상만 원장이
녹집자가 운영하는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청와대에 다량의
주사제와 의약품이 반입되었으나 사용처가 명확치 않음
❍ 김상만 원장이 근무한 녹십자 아이메드(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와 녹십자웰빙은
모두 녹십자그룹의 계열사임
- 현재 녹십자웰빙은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스포츠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영양주사 제품도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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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제품이 태반주사로 알려진 '라이넥주'를 비롯해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
겐씨주',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타민주' 등인데 이들 주사제 모두 청와대가 대량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녹십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2,000만원어치
이상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구입처는 주로 ‘대통령 경호실’이었고, ‘대통령실’도 1차례 구입했음.
-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목록에는 녹십자웰빙이 판매하는 라이넥주와 히시파겐씨주,
푸르설타민주 등의 주사제 제품도 들어 있는데, 라이넥주는 지난해 4, 11, 12월 등
8개월간 3차례에 걸쳐 총 150개를, 히시파겐씨주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각각 50
개씩 100개를, 푸르설타민주는 2014년 11월에 총 5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됨
❍ 청와대가 레이넥주 등의 영양주사를 구입한 시점과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씨가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차움의원을 그만두고 녹십자아이메드(녹십자의료재단 녹십자의원)로 옮겨와 원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거의 일치함

- 청와대가 녹십자의 영양주사 등을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상만 원장이
과연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무슨 진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한편,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했는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60) 및 팔팔정(304) 364개 구매
- 또한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4종의 마취제 180개를 구입했고, 단백질 아미노산 주

시 안
크
릿

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옴.
❏ 검토의견

❍ 청와대가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 150개, 감초주사 100개, 마늘주사 50개 등
2,000만 원이 넘는 약품을 국민세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약품은
잔주름 개선, 피부미백, 노화방지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미용과 관련된 의
약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게다가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부적절한 의약품까지 구매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제기
되며 국민적 공분도 큼
- 특히 청와대가 구매한 주사제가 녹십자의 제품이고, 주사제 구매 기간이 대통령
자문의로 '비선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상만 원장이 녹십자아이메드에서 제직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주사제를 공급한 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아이메드의 원장이 바로 최순실 자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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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을 해줬고, 청와대에 매주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
병원 출신의 김상만 의사라는 점에서 대통령 불법시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청와대가 미용목적의 주사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적절한 의약품 등을 다량으로
구입한 이유와 용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 청와대가 구매한 주사제가 녹십자의 제품이고, 주사제 구매 기간이 대통령 자문의로 '
비선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상만 원장이 녹십자아이메드에서 제직한 시기와 겹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친다는 점에서 김상만 원장의 대통령 불법시술 및 특혜 여부 확인

28. 세월호 7시간, 수백 명이 죽었던 그 날 대통령은 어디에?
해양수산 전문위원 이호경

❏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시 7시간 행적에 대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의혹
❍ 청와대가 제출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조치 사항
세월호 사고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조치 사항(14.4.16)

시 안
크
릿

시간

보고 형태

08:48

세월호 사고 발생

09:35

해경, 사고 현장 도착

09: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0:00

중대본 1차 공식 브리핑, 안보실로부터 대통령 첫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15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두 번째 보고 받음, 첫 번째 지시

유선

10:22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세 번째 보고 받음, 두 번째 지시

유선

10:30

대통령,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세 번째 지시

유선

10:36

정무수석실로부터 네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40

안보실로부터 다섯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57

정무수석실로부터 여섯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1:20

안보실로부터 일곱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1:23

안보실로부터 여덟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1:28

정무수석실로부터 아홉 번째 보고 받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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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정무수석실로부터 열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2:33

정무수석실로부터 열한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3:07

정무수석실로부터 열두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3:13

안보실장으로부터 열세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11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열네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50

안보실장으로부터 열다섯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57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열여섯 번째 보고 받음, 네 번째 지시

유선

15:00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 지시, 다섯 번째 지시

15:30

정무수석실로부터 열일곱 번째 보고 받음

16: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조숫자 오류 정정 브리핑

17:11

정무수석실로부터 열여덟 번째 보고 받음

17:15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및 여섯 번째 지시

서면
서면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4.16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수석실과 안보실로부터 18차례 보고 받고
세월호 관련 6차례 지시

- 세월호 참사 당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두 7차례 구두보고,
11차례 서면보고를 함

- 세월호 지시 관련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3차례, 오후 2시 11분 이후 3차례로 대면
지시가 아닌 전화로 지시

❍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
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고 발언(‘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
통령 경호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고수

시 안
크
릿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서면보고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방문 오후 5시
10분까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취침했다는 의혹
-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전 비서관을 만났다는 의혹
- 청와대에서 굿(최태민 천도재)을 했다는 의혹
❍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
입니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고 게시하여 의혹은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
다고 반박함
- 또한,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안보시설이므로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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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하여 청와대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담화를 통하여 청와대에서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동안의 위치 및 행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기록 공개 및 사실 검증을 통해 의혹규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청와대의 주장처럼 관저집무실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7시간동안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의혹 해소 소명 필요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위치 및 행적 추적

❍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통해 직무유기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검증 필요

29. 최순실과 미르재단, KOICA ODA 사업 관여 의혹

시 안
크
릿

외교 수석전문위원 채규영

❏ 현황

❍ 미르재단, Korea Aid 사업 기획하고 이권 넘본 의혹
- 미르재단은 민간임에도 2016년 2월 Korea Aid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아프리카 정상 순방시 Korea Aid의 식품, 문화 분야 사업 이
권에 개입 시도

❍ 베트남, 미얀마에서 ODA 사업 개입 의혹
- 박근혜 대통령 미얀마 순방 앞두고 K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처럼 미르재단이 개입한 의혹이 있음
· 정만기 당시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사업을 총괄했고, 당초 민간투자로 추진
했다가 KOICA ODA 사업(약 760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KOICA가 타당
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대통령 순방이 취소되어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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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 해외 순방 당시 교민만찬을 마치고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
씨를 만나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 박 대통령이 장씨에게 무엇을 지원해주면 좋겠냐고 물었고 장씨는 로봇 교육사업 자금
명목으로 300만 달러, 35억 원 정도를 ODA사업으로 지원해달라고 했고, 대통령이
수락 했다는 증언이 있음
❏ 검토의견
❍ Korea Aid 사업이나 기타 ODA 사업을 통해 미르재단이나 최순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ODA 예산마저 최순실이 이권개
입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정농단 행위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미르재단과 최순실의 대통령 순방계획 개입의혹
❍ ODA 사업에 개입했던 경위와 이를 지원했던 인사에 대한 조사

30. 미르재단이 K-Meal 사업주도, 농식품부·at는 방관 의혹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 현황

시 안
크
릿

❍ 미르재단, 청와대 등에 업고 ‘비선재단·문고리재단’역할 의혹

- 미르재단이 2015년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
- 미르재단이 주도하여 기획한대로 농식품부가 2016년 2월부터

K-Meal 사업을

추진, 결국 농식품부와 at는 미르재단 사업추진에 들러리
- 미르재단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Korea Aid 관계부처 회의 참석,
3월에도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Korea Aid 아프리카 사전 답사에 aT·농
식품부 공무원 함께 출장
- 더군다나 2016년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에 필요한 한식재
료와 쌀가공품을 외교행낭을 통해 송달. 이는 자격도 없는 민간 재단이 국가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음식물을 외교행낭으로 보내는 것 은 외교적 망신이자 특혜임. 이는
청와대가 뒤를 봐준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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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사업자가 선정된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용역’(K-Meal사업)은
미르재단과 aT, 농식품부가 제안서 작성 전부터 함께 회의를 진행했고, 미르재단
류지상팀장은 본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대행사를 선정
- 대행사는 미르재단을 ‘쌀가공식품 공급업체로 선정’, 미르재단과 홍보대행사는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업체선정을 한 것임. 이는 aT와 농식품부 묵인 하에 자행된 범죄행
위로 간주됨
- 또한, aT가 2년 이상 에꼴-페랑디와 MOU 체결의 공을 들였는데, 설립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MOU를 체결함. aT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 당시 사장이었던 김재수 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정부사업을 일개 민간재단에게
넘긴 의혹이 있음
- 이런 김재수 장관의 처세로 인하여 농식품부 장관에 지명되었고, 국회의 장관해임건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의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것으로고 판단됨
- 결국, K-Meal 사업에서 미르재단이 aT·농식품부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농단한 것임
❏ 검토의견

❍ 처음 문제가 제기된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 농식품부, at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구린데가 있었던 것임.

-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정부는 대통령이 관여된 미르재단에 대하여 의혹 덮기, 의혹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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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진실을 밝혀내고, 국정농단자와 진실을 덮으려는 부역자들을 엄벌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남김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특혜
❍ 대기업을 상대로 강압적·대가성 모금
❍ K-Meal 사업을 위해 국가예산 3억4백만원 지급 적정성 및 절차상 특혜 여부
❍ 미르재단이 K-Meal 사업을 주관하도록한 정부 특혜 지원여부
❍ at가 2년여 동안 공들였던 에꼴-페랑디와 MOU 체결 건을 미르재단이 가로챘던 과
정에서 청와대·정부의 특혜 개입이나 불법사항
- 이와 관련 당시 at사장이었던 김재수 현 농식품부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정부사
업을 일개 민간재단에 넘긴 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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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장관이 미르재단의 일방적인 행위를 눈감아주고 농식품부 장관에 지명되었고,
국회의 장관해임건의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김재수장관과 미르재단과의 관계

31. 산지규제완화법 제·개정에도 최순실 개입 의혹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 현황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29일 강원도 알펜시아와 대관령 하늘목장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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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야말로 산악관광 메카의 최적지역"이며, "현재 산악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원도를 한국의 융프
라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일시 : ’16.7.29.(금). 16:00~18:30

- 장소 : 알펜시아 및 대관령 하늘목장(평창군)

- 참석자 : 유일호 부총리, 강원도지사, 산림청 차장, 환경부 자연보호국장, 문체부 특구
기획 담당관, 평창군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대변인, 상지대교수, 강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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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구원장, 삼양식품 등 민간회사 사장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상기 현장방문 시찰로 ‘규제프리존법’은 물론이고, 산지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산림청
소관 ‘백두대간 보호법’과 문체부 소관 ‘산악관광진흥법’이 제·개정 추진되고 있는데,
평창군 일대에 약 69,827평을 보유한 최순실을 위한 법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음
- 최순실과 정유라는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일대에 10필지 23만431㎡(약 69,827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조선비즈 보도)
❍ 더욱이 최순실이 보유한 목장부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 포함되어 있고, 최순실
부패게이트 중심에선 문체부가 산지규제완화 제정법을 추진하고 있어 의심이 더함
- 백두대간 보호법(개정) : △보호지역 내 등산로·탐방로 등 조성 및 정비 시설설치 허용
△보호지역 핵심구역 내 무선국(이동통신) 설치 허용 △보호지역 완충구역 내 축산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11월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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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관광진흥법(제정) : △산악관광특구 지정 △산지 내 복합관광시설 허용 △숙박
시설 경사도 완화 △산지·초지 내 승마장 건립 신고제로 전환 등(’16.6.20. 국회 제출)
❏ 국정조사·특검 과제
❍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 정부가 최순실의 요구에 의해 관련법을 제·개정 했는지 여부
❍ 산악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지정에 최순실 평창 땅이 포함
되도록 로비한 정황 확인

치
오
브
코 용
리
아

32. 우병우,‘정윤회 문건’유출 관련 묵인, 은폐, 여론조작, 직무유기 의혹
법사 수석전문위원 박일환

 현황

❍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비선의 국정
농단’이 아닌 ‘찌라시 유출과 국기문란’ 사건으로 동 사안을 규정
- 당시 청와대는 감찰보고서에서 박지만 측근, 조응천 당시 공직비서관 등을 실체도
없는 ‘7인 그룹’으로 급조하여 허위문서 작성 및 유출자로 지목하여 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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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의 동 문건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최순실을 비선 실세로
인정하는 발언이 언급

- 문건에 비선 실세 최순실이 언급돼 있었지만 검찰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유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방기
❍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 회유를 시도하며 ‘청
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기도
-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진출
두해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사람은 청와대 민정
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반 책임자인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
- 한 전 경위는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최순실씨와 승마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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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수집한 첩보도 있었다고 증언
․ “당시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언론에 발언
․ “민정에서는 이미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막음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
다고 주장
․ 한 전 경위는 “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
하다’며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협조를 종용했다”고 발언, 청와대의 허위진술 강요와
회유를 시사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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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 부인 및 ‘찌라시’ 규정에도 불구, 1심 재판부(서울중앙
지방법원 제28형사부)는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는 청와대 문건을 “첩보에
기초해서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보고문건으로 작성한 것”
이라고 판단

-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두보고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정윤회 문건은 공식 보고문건으로 작성돼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순차로
보고됐다”라고 적시

- 재판부는 “위 문건은 향후 공직기강비서관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감찰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 문건의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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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감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판단
- 언론은 이는 청와대가 ‘보고문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국민과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지적
❍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최씨 비리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와 관련한 사항 추가 수사 필요
❍ 비선 국정농단 사안의 은폐의혹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과
비선실세 유착 의혹 규명 필요
-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과 관련한 최순실의 영향력 행사 의혹,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최순실 간의 관계, 우병우와 차은택 간의 관계 등
❍ 문건 작성 경로를 추적하며 수습에 나선 배후가 비선 실세 최순실이었다는 의혹 또한
별도 규명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행정관 등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 13명을 교체하라”고 안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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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하고 안봉근이 교체 대상 경찰 11명의 명단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33. 우병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은폐 및 증거인멸 의혹
법사 수석전문위원 박일환

 현황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 언론은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은폐 기도 의혹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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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0월 '최순실 태블릿'이 공개되기 전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와 언론
대응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준비(JTBC, 11.14)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
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가 발견됨
․ 동 문건에는 “지시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 “말씀하신 것을 검토” 등 동 문서의 작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

․ 경찰 수사 대응방안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
퓨터를 정리하며 증거를 없앴는지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내용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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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작성자가 검찰의 내부 정보에 해박하다는 점과 문서의 일부 표현 등으로 미루
어볼 때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과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범죄행위를 묵인 및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10월 중순 청와대가 차 감독을
접촉해 조사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차감독의 의혹에 대해 ‘별거 없다’고 덮음. 언
론은 검찰 수사가 예정된 피고발인을 청와대가 먼저 접촉한 것과 관련, 사전 말맞추
기 의혹을 제기
- 차은택의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2015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특별감
찰반이 적발했으나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음
․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감독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했으며 여러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
․ 차 감독이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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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
-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서 추가로 받은 70억 원을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인 6월 9일
부터 급하게 되돌려준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최 씨 측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주었다는 의혹이 제기
- 최순실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
․ 최순실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인 10월25일 한국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 등 측근 2명에게 전화해 “ ‘더블루K(최씨의 개인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 측근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더블
루K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 증거를 인멸
․ 검찰은 다음날인 10월26일 최씨의 자택과 더블루K 사무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나 컴퓨터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압수수색 직전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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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참모
들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 급기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은폐와 증거인멸의 조력자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탄핵사유를 추가하는 것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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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청와대 눈치 보기 속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면피용 구색 맞추기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 한
바 국정조사 및 특검에서 관련 의혹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필요

34. 우병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과 비선실세 유착 의혹
법사 수석전문위원 박일환

 현황
❍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
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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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 씨(60·구속)와 함께 골프
를 친 정황이 드러나고 동 골프장 회동에는 최 씨의 측근 차은택과 고영태 더블루
케이 이사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짐(동아 11.15)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티알씨와 상당기간 금
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뉴스타파 11.10)
❍ 차은택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발언. 언
론은 이와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미르 재단의 기업 돈 모금 과정을 알았던 것
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11.6.TV 조선)
❍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화·체육 분야 담당자인 6급 행정요원 김모 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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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별도 보고하고, 김 모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도 모 등도 우병우에게 직보 의혹(11.24. 문화일보)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국정원 추모 국장이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을 수차례 만나 수집된 정보를 전달하고, 국정원 보고서를 당시 우병우 민정수
석에게 직접 전달. 비선 보고 내용 중에는 최순실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최씨를
조사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좌천됐다고 보도(국민일보 11.13.)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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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경위,
최순실이외에도 문고리 3인방 등 여타 관련자 유착 의혹 규명 필요

35.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의혹
금융 전문위원 차가진

❏ 현황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으로 대통령 인수위 참여
등에 따른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알려졌으나, 최근 부인이 최순실과 관련된
팔선녀 모임에 들어가 있어 그 후광으로 산업은행장이 됐다는 소문까지 가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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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택이 문화계의 황태자였다면 금융계 인사를 주무른 사람은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
사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처럼 주
장했다. 박 의원은 정 이사장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내통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정 이사장이 서울대 동기동창인 강석훈 경제수석 지원에 힘입어 인수위에
입성한 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과 친분을 쌓고 금융계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2013년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내정됐을
때 정찬우 지원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금융연구원에서 함께 일
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기를 꽉 채우는 동안 여러 금융권 인사에
하마평이 오르내려 `만사정통(모든 인사는 정찬우로 통한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다.
지난해 청와대 진출설이 나오기도 해 현 정부 참모 인사와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렸다. 그런 그가

치
오
브
코 용
리
아

`금융계 황태자`로 불리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 검토의견 및 국정감사 과제

❍ 대우조선 등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는 구조조정 실패의 주요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고 있고 그 핵심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있는 만큼, 비선실세에 의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집중 조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임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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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필조직위 위원장 사퇴 압력 의혹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직 사퇴 관련
- 11월11일(금), 긴급현안질문 시 박영선의원이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 위원장 사퇴와
관련하여, 안종범수석과-이석준 국무조정실장-김종 문체부2차관으로 연결 되었다고 질의
- 11월16일(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영의원이 질의하였는데, 이석준 국무조정실
장은 “다른 부처 소관 인사문제 왈가왈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정부 내
부적인 이야기이므로 말씀 드릴 수 없다. 국무조정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
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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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진상 규명 필요

37. 정유라 승마훈련 특혜를 위해 마사회·승마협회가 총출동 의혹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 현황
❍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문건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한 프로젝트로 의심되고
있음(김현권의원 보도자료,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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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세 종목 지원할 경우 608억1천원, 한 종목만 지원하면 20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했으나, 정유라 1명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15.11월에 한국마사회는 소속 승마단 감독 박모씨(51)를 인건비는 마사회가,
제반 체제비는 대한승마협회가 부담하여 독일 현지에 파견, 독일에서 전지훈련 중이
었던 정유라 1인을 위한 특혜지원 의혹(’16년 국감)

- 한편 독일 파견 박감독은 “최순실 측으로부터 현명관 회장이 승낙했으니 독일로 오
라는 연락을 받고 현지로 떠났다”고 주장(김현권의원이 입수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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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삼성이 정유라 ‘독일 승마’에 120억 넘게 지원 의혹과 함께 35억 원을 별도 지원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한겨례 ’16.11.8)
- 이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사장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마사회, 대한승마협회, 삼성 등은 권력실세 최순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실
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유라를 위해 앞다퉈 특혜를 준 것으로 보임
❍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권력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철저한 밝혀야 함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중장기 로드맵이 정유라를 위해 수립된 것인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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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승마단 박모씨의 독일 파견을 누가 기획했고,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는지 여부,
파견비용 분담 사례가 있는지와 적정성 여부
❍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지원한 금액과 사용처(편취여부), 적법성 등

38.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사업’ 차은택에 특혜 의혹
통일 전문위원 김종수

❏ 현황
❍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통일음식문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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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성 및 운영 예산 2,366백만원이 편성

- 하나재단은 공덕동에 북한음식점을 개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통일
음식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설명. 또한 하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북한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함
❍ 이 사업은 하나재단이 기재부에게 제출한 2017년 요구 예산으로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기본설계용역 17백만원만 제출(총 사업비는 2,621백만원으로 표기되었음)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규모인 2,366백만원을 받음

시 안
크
릿

❏ 검토의견 및 국정감사 과제

❍ 이 같은 예산 확보는 청와대 등의 지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임.
재단 관련자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임.
❍ 한국관광공사가 한식문화체험관 등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차은택이 개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청와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이던 한식문화체험시설 콘셉트 변경을 지시한 것
으로 알려진 것(한겨레신문 10.6 기사)처럼 현 청와대가 ‘음식문화’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인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은 법인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차은택과 함께 밀라노 엑스포에 참여하고 현재
k-style-hub에서 김장 체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기관임.
❍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진상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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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차은택 후임) 내부비판 비망록 공개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김영훈

❏ 현안
❍ 차은택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을 엮임 했던 여명숙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당시, 내부 비판을 한 비망록이 언론에 의해 공개돼 국
정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여명숙 본부장은 차은택 후임으로 2016.4.8.-5.31일까지 본부장을 엮임하면서 짧은
재임기간으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었음.
❍ 공개된 비망록 주요 내용
- 3월 하순 김종덕 장관한테서 추진단장과 게관위 위원장을 겸임하라고 전화를 받음.

치
오
브
코 용
리
아

- 4.13일 업무보고 시 이진식 부단장(문체부 파견 국장)이 차은택이 기획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다 해놓았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음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여명숙 단장 질문에 이진숙 부단장은 명예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답함. 또한 이런 얘기를 장관님한테 듣지 않았느
냐고 오히려 반문.

- 4.15·18·19일 김종덕 장관 대면보고에서 단장을 배제시킨 업무결제라인, 문체부 파견
공무원인 이진식 부단장과 김경화 팀장의 비협조에 대해 문제 제기
- 김종덕 장관 조치할 것으로 격려했으나, 이틀 뒤 차은택 뜻 대로 하라고 종용
- 여명숙 단장, 김종덕 장관의 호출로 서울 모 호텔에서 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

시 안
크
릿

문화 수석(차은택 외삼촌), 차은택을 미팅

· 이 자리에서 여 단장은 불투명한 예산, 결제라인 없이 일하면서 청와대 수석실이 시
켜서 그런다는 식의 직원들 태도 등을 토로.
· 김상률 수석, 청와대 수석실이 어디냐고 질문. 여 단장 교육문화 수석실이라고 답변
· 여 단장, 이대로 가면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라고 발언. 이에 김 장관, 김수석
차씨를 비호

· 이후 임명권이 있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면담을 하면서 본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
으나, 최양희 장관은 살펴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이후 답변이 없었음.
· 결국 5월 중순 김종덕 장관의 사직권을 받고 5월31일 사표 제출
· 비망록에는 김종덕 장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감독이 지인들이 각종 사업에
촘촘하게 얽혀있고 이들을 위해 몇 명의 문체부와 콘진원 직원들이 알면서도 특혜지
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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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여명숙 단장 비망록과 증언을 통해 차은택 특혜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최순실게이트를
밝히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여명숙 단장(현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국조 증인 출석 필요
❍ 비망록 이외의 국정농단에 대한 면담 추진 필요

치
오
브
코 용
리
아

40. 최순실게이트, 문체부 관련 부역자 명단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김영훈

❏ 문체부 부역자 리스트

❍ 실장급 4명, 국장급 9명, 과장급 16명, 사무관 2명 총30명

❍ 문체부는 미르재단 등 최순실 법인 설립과 사업들의 특혜를 집행했으며 어떤경우에는
눈감아준 의혹이 있음. 심지어 K스포츠재단 업무대행까지 서슴치 않았음

시 안
크
릿

- 문체부는 K스포츠재단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니 대한체육회 후원이란 말을 쓸 수
있게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K스포츠재단 공문을 문체부가 송부 함

< 문체부 부역자 리스트 >

성명

직급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송수근

기조실장

박영국

국민소통실장

전 콘텐츠정책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임명 주도 후 실장 승진

김재원

체육정책실장

체육 업무 총괄. 국감 시 위증 다수

우상일

예술정책관

주요사항
기재부 출신. 최순실·차은택 예산 조성 주역.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 총괄
김종덕장관, 김종차관 하명 사항 총괄. 사태수습 방관

전 체육정책관. 김종 차관 최대 핵심 심복.
국회 상임위 시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야’ 쪽지 파문
김종의 체육계 파행 주도적 역할. 쪽지 파문이후 예술국장으로 자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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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주요사항

김철민

한글박물관장

최보근

파견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김영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심동섭

한국예술원 사무국장

오영우

청와대 파견

이진식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김대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김용섭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국제관광서비스
과장

전 행정사무관. 체육단체 통합 관련 김종 차관 지시 사항 수행. 과잉 충
성으로 고속 승진

강태서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전 체육진흥과장. 늘품체조 관련 정아름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문체부에
제안했다고 진술을 강요

강수상

문화산업정책과장

신종필

청와대 파견 행정관

전 관광정책관
K스타일허브 조성 주도 및 관광공사 핸드링
전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융합단지 사업 차은택과 주도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후임 여명숙 전 단장 최보근이 너무 관려
말라는 식의 언행 언급
최보근국장 후임. 차은택 관련 업무 수행. 국정감사 위증
현재까지 문화창조 관련 업무 수행
전 체육협력관. K스포츠재단 업무 개입

시 안
크
릿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전 체육정책관. 김종 차관 심복
평창올림픽, K스포츠재단, 체육단체 통합 등 주요 업무수행
국회의원 협박
청와대 파견 선임 행정관. 청와대 지시 문체부 전달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 초기 문화창조융합본본 주도
차은택 본부장 후임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이진식 부단장이
차은택이 본부를 주도하고 있으며 결제시스템은 없다는 식으로 무시
전 체육정책과장. 승마협회 정유라 국가대표 선발 관련 정유라 옹호. 문
화재청 전출 후 미르재단 김형수 이사장에게 궁 프로젝트, 미디어파사드
사업 제공
전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정부상징체계 개발 업무 총괄

문화창조융합벨트 업무 총괄

문체부 과장. 현재까지도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 청와대의 문체부
컨트롤 가장 핵심 역할

김미라

청와대 파견
행정관

문체부 과장. 현재까지도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

이관표

청와대 파견
행정관

문체부 과장. 현재까지도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

김재현

청와대 파견
행정관

문체부 과장. 현재까지도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

박기홍

청와대 파견
행정관

문체부 과장. 현재까지도 청와대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

하윤진

대중문화산업 과장

미르재단 설립 업무 주도. 국정감사 위증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게 미르재단 관련 청와대 회의 참석했으며 담당
주무관을 서울로 출장 보련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지시한
사항등을 보고
검찰 공소장으로 내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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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주요사항

김경화

문화창조융합본부
운영팀장

문체부 과장. 이진식 국장과 함께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차은택에게 유리
하도록 실무 주도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
과장

김용섭 후임 으로 정부 상징 체계 후속 업무 주도, 마무리

오진숙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장

전 예술정책과 사무관.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
하고 지원 배재를 주도

박소정

지역전통문화과장

예술정책과 사무관 재직 시, 당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예술경영지원센
터에 전달 의혹. 본인은 부인

정준희

체육진흥과 서기관

늘품체조 실무 담당 및 김종 차관 주도의 체육지도자 육성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수행

김혜수

창조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 체육정책과 행정사무관. 당시 우상일 국장, 김대현 과장과 함께 승마
협회 관련 상주대회 정유라 옹호하며 업무 전반을 주도. 이후 공을 인정
받아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보직 변경

대중문화산업과
행정사무관

미르재단 설립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담당 주무관인 김기강 주무
관에게 과장 지시를 전달.
국정감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본인은 잘 모른다며 주무관에게 책
임을 전가시킴

김경환

치
오
브
코 용
리
아

성명

❏ 최순실을 옹호했던 새누리당 호위무사들

❍ 염동열의원 : 정유라의 승마협회 특혜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등

시 안
크
릿

에게 그 선수는 유망주라며, 정유라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호통
❍ 경대수 의원 : 정유라는 수십차례 표창을 받고 1위도 수차례 했다며 대통령 실세라고
빽이 통한다고 보냐며 정유라의 이대 합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함
❍ 강은희 의원(현 여성부 장관) : 정유라 관련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
❍ 박인숙 의원 : 악성루머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1급 승마 선수가 어린 선수가 기를
꺽이고 인격 모독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술
❍ 민경국 의원 : 정권을 흔들려는 얄팍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브리핑
❍ 이우현 의원 : 역대 대통령마다 재단을 만들어 후원금을 받았으며 누구보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한테 미르
재단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함
❍ 김태흠 의원 :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 제기가 보인다라며
괴담 수준의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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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의원 : 정유라 특혜 입학관련 이화여대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학교든
기업이든 다 찾아들어가서 조사라는 이름의 압박과 겁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다.”라고 진술
❍ 윤상직 의원 : 미르재단은 한류 문화를 수출하는 취지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이라고 주장
❍ 김진태 의원 : 최순실씨는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며 언론보도를 비난
❍ 조원진 의원 : 대통령이 측근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진정 어린 첫걸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함
-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찌라시에서 나도는 얘기를 의총에서 인용해서야 되겠느냐며 발언
- 국회 예결위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고 모 정치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해도 되는 거냐고 진술
❍ 김희정 의원(전 여성부장관) : 이렇게 훌륭한 선수(정유라)를 모함해서는 안된다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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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의원 : 대통령께서 진심을 담은 사과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말함
❍ (20대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 : 염동열, 강길부,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차은택 등 국정농단 18명에 대한 증인 채택 조직적
거부

- 증인채택이 상정되자 국회법을 악용 안건조정회부로 증인 채택 무산
- 곽상도 :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건 문화부에서 한다. 이미 문체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상대로 질문이 다 있었음. 굳이 이분(차은택)한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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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
❏ 검토의견

❍ 최순실케이트가 터지자 대다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체부
직원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정농단을 지지하거나 방관한 책임을 부여
❏ 국정조사·특검 과제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특혜 관련 국감 시 위증 혐의 입증. 청와대 윗선 개입 파악
❍ 최순실·차은택이 문체부 농단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직을 종용 당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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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호성 비서관 조카, 총리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15일(화) JTBC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중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조카 이재욱(33세)이 2013년 5월 총리비서실에 6급으로 특채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나 합격자 공고가 없었다고 함
❍ 17일(목)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특혜채용된 정호성의 조카가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미리 입수하여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함
- 당시 인사과장은 위에서 시켜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당시에 국무조정실장(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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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 또는 총리비서실장(이호영)이 지시하였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 과제

❍ 국정조사 시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채용과정에 대해 확인할 필요 있고, 연설문
초안을 미리 입수하였다는 건에 대해서는 기록물 유출과 관련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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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호성비서관, 삼성-한화 빅딜 관여 의혹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9일(수) MBC 보도에 의하면, 2015년 삼성과 한화간에 이루어진 방산분야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출신 학교 학맥을 통해 공정위 심사와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었다고 보도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 과제
❍ 공정위는 외압 없이 심사·의결하였다고 해명자료를 내었으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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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김영한 전 민정수석, CJ E&M의 불공정 행위 조사할 것을 공정위에 압박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9일(수) 한국일보, 15일(화) SBS 보도 등에 의하면, 2014년6월 청와대 김영한 민정
수석이 공정위 고위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CJ그룹의 문화 콘텐츠 계열사인 CJ E&M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며 압박하였다고 보도
❏ 검토의견
❍ 당시 청와대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상황이며, 이 부회장이 물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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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자 청와대가 전방위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자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던 노대래 위원장 14년11월
퇴진시킴

※ 공정위원장은 임기 3년이며, 노대래위원장은 13년4월 취임

❏ 국정조사·특검 과제

❍ 공정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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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당사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은 어렵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노대래 전위원장 등을
출석시켜서 확인할 필요 있음

44.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중진공 취업청탁 외압 의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 현황
❍ 최경환 전 부총리가 최경환의원실에서 4년간 인턴비서로 근무한 황모씨를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 압력을 행사한 의혹.
-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건의 채용비리가 적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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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최경환 부총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씨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관심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친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감사
원 결과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발생했음.
- 당시 운영지원실 권 모 실장은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으로부터 황모 직원을 합격시키
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 윤모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황모직원의 서류를 조작
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 했고, 결국 황모직원을 최종합격자 36명 안에 포함시킴.
- 치밀한 서류조작으로, 서류전형에서 애초 2,299위였던 황모 직원의 순위를 1,200위
로 올리고, 2차 조작을 통해 다시 176위로 올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합격자
배수인원인 170명에 미달하자 규정에도 없는‘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
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합격자 인원수를 174명으로 늘리
고, 부당하게 서류심사를 통과시킴. 면접에서도 외부심사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
구하고, 이사장이 지시하여 황모 직원은 결국 최종 합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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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법 채용의 최종 압력자가 친박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모 직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위원이었음.

- 당시 부이사장이었던 김범규씨는 2015년 국감에서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
리를 만나고 와서 원래는 불합격시키려던 황 씨를 합격시키라 했다고 증언했음
(15.10.8). 하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3년 1월 박 전 이사장을 만났다는 진술
은 사실이 아니며,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음.
- 2015년 10월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경환 인사청탁 의혹 건에 대한 수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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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며 중진공을 압수수색 했음. 그 과정에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인사총
괄 권모 실장의 최경환 부총리 관련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
되면서 최 부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음.
-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감장에서 수사권이 없어 부실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했으나, 사실은 수사참고자료 송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의 감사시 중진공 이영애(전 새누리당 의원) 감사가 김영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노래방에서 만나 봐주기 감사를 약속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수사
의뢰 대신 수사자료 송부에 그친 부실감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남.
- 당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그
동안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었고, 2016년 1월 수원지검 안양
지청은 이를 근거로 최 전 부총리를 무혐의 처리했음. 하지만, 2016년 9월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을 폭로해 중진공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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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재판에서도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채용 외압 사실을 재
확인함. 한편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신의 인턴 출신 황모씨의 채용 부탁을 위해
전형 시작 전인 2013년 1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국회에서 만났다는 전 중진
공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검토의견
❍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서 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었고, 이를 근거로 2016년 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 전 부총리를 무혐의 처리했음.
❍ 하지만,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2016년 9월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의 외압 사실
을 폭로해 중진공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으며. 지난 10월 재판에서도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채용 외압 사실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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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규 전 이사장의 외압 사실 폭로로 인해 친박실세 최경환 봐주기식 부실수사 의혹
이 사실로 판명된 만큼 최경환 부총리의 채용 청탁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하여 검찰
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즉각 소환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임.

45. 청와대, CJ E&M 검찰 고발을 위해 공정위 압력 의혹

시 안
크
릿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21일(월) 국민일보는 2014년 공정위가 CJ 관련 동의의결을 기각한 건과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에서 CJ E&M의 검찰 고발을 위해 공정위에 전방위적 압력을 넣었던 정
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CJ 관련 동의의결 불개시는 법위반 증거의 명백성 등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
이라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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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제민주화 중단
정무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 현황
❍ 17일(목)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주무 부처인데 2014년 중
반쯤부터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함
- 이후 2015년 신년 업무보고 때엔 ‘경제민주화’는 사라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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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진위 파악 필요

47. 최순실, 이승철, 김종이 추진한‘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의혹

❏ 현황

환경전문위원 김영선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은 지난11.8일 오전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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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일가와 전경련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시민단체들은 "최순실일가의 사업을 지원해준 김종 前 문체부 2차관과 문화체육부가
'케이블카 확충 TF회의'를 설치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또한 최순실의 지시로 추진된 셈"이라고 주장했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진행 경과>
▶ 2013.7.24.(강원도): 박근혜대통령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최순실 pc에서 ‘강원도 업무보
고’라는 파일 발견)
▶ 강원도 방문 직후 청와대가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절차)을 서두르라”고 지시
▶ 2014.6.8.(전경련): 이승철부회장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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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초지내에

▶ 2014.8.11.(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설악산 케이블카건설 확대를 발표
▶ 2014.9.5.: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 회의 비밀리 개최
※ 2014.9.11. ~ 2015.1.27.: 4차에 걸쳐 환경부와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비밀TF회의 실시.
이 회의에서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사업자가 아닌 중앙정부 가 체계적으로 컨설팅
▶ 2014.10.30.(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박근혜대통령 올림픽 볼거리와 관련해서 “설악
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며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
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라고 밝힘
▶ 2015.1.28.: 김종 문화부 차관 설안산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 발표
▶ 2015.8.28.: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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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
은 ‘신창인터내셔널’)”와 100억 계약을 맺고 약 25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
<이정미의원실 보도자료 정리>

❏ 검토의견 및 국정조사 과제

❍ 국정조사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 김종 前 차관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설악산케
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이 최순실과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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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펠마이어’와 100억 계약을 맺고 24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명분 없는 국립공원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함

48. 창조경제타운이란 홈페이지 구축 최순실 입김 작용 의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 246 -

❏ 현황
❍ 창조경제타운이란 홈페이지 구축 시안을 대통령이 언급하기 무려 20일 전에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본 것으로 확인 보도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의 구축을 발표함
- 이 자리에서 주무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회의 자리에서 홈페이지를 직접 시연해보였
는데, 그 모습이 최순실씨가 20일 전인 9월 10일 받아본 사진 파일과 유사함. 디자인이
유사한 건 물론이고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도 동일함
- 최씨가 미리 받은 홈페이지 시안은 모두 8개. 그 중 1개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결국
실제 구축되기에 이른 것임
【창조경제타운 개관】
 개요
-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에 도전하는 창조 경제 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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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온라인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 온라인 멘토링 제공, 정부민간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연
계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간접 지원
 경과

- ’13.5.22 창조경제타운(종합포털) 시범서비스 개시
- ’13.9.30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개시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예산 현황

- 2014년도 : 39억2,900만 원(15억900만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시스템 보완 및 운영 /
24억2,000만 원- 창조경제 성공사례 도출)

- 2015년도 : 42억7,500만 원(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5억4,300만 원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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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멘토링 체계 운영- 17억3,200만 원)

- 2016년도 : 42억7,500만 원(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5억4,300만 원
/ 아이디어 멘토링 체계 운영- 17억3,200만 원)

- 2017년도 : 44억3,500만원(21억7,300만 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2억6,200만 원- 이디어멘토링체계 운영)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창조경제 정책 수립 초기부터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을 뒷받침
❍ 또한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한 회사를 운영한 바 있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한수 청와
대 선임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이스북 마케팅을 주도하는 등 혁신센터 운영의
작은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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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 의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 현황
❍ 차은택씨가 '초고속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
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
- 미래부는 지난해 2월 27일 창조경제추진단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
한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했으며, 3월 초에 부패영향평가·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를 일사천리로 끝냈
음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 등도 1주 만에 끝나 같은 달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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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공포됐고 열흘 후인 4월 3일에 차씨가 단장으로 임명됐음
❍ 이에 대해 미래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안"이라며 "규정
을 개정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은택씨를 추천해 옴에 따라 위촉이 이뤄진 것"
이라고 해명

- 미래부는 또 차씨가 본부장을 맡은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는 무관
하며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설명

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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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미래부가 문체부와 함께 차은택을 공동단장에 앉히기 위해 대통령령가지 고쳤다는 의
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문체부 사무관이 미래부 서기관에게 보낸 추천 메일에는 ‘다
음주중에 위촉이 완료되길 기다린다’고 적혀있음을 지적(신경민의원)한 점을 미루어
보아 미래부장관이 최소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차은택을 공동단장으로 위촉하였다
고 보여짐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등)는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미래부장관이 일정부분 차은택을 공동단장으로 위촉
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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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차은택 측근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의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 현황
❍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진행한 업체가 '비선
실세'로 꼽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관련이 있는 점
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
- 10월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지역 각 센터
에 보낸 공문에 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 회사가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
로 나와 있다고 보도
❍ 차은택 씨 측근인 그래픽디자이너 김홍탁씨가 대표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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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지 불과 1개월만인 지난해 3월 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
로 따냈음(김성수의원)

- 총액이 3억4천만 원인 정부사업이었으나 센터별로 2천만 원씩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피했음

- 이 회사는 원래 웹사이트 제작 능력이 없는 신생 업체였는데 계약을 따낸 과정이 불분
명하고 결국 일감을 다른 업체에 넘겼는데도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계약금
1,600만원만 받아갔음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유라이크 커뮤니케이션즈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유지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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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넘긴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인

❍ 대통령 마케팅 기획안 '천인보'를 준비했던 이 회사는 대표 김씨가 직접 미르재단 사
무실 임대 계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켰음
❏ 검토의견

❍ 차 씨가 미르재단 설립은 물론 창조경제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서 차은택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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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는 미래부가 아닌 청와대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안 정 상

❏ 현황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두번이나 법을 고쳐가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을 했다는 의혹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통령령 '창
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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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으로 전격 합류했고, 이후 올 5월 안종범씨가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
로 자리를 이동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정책조정수석'까지 합류하도록 또다시 개정됐
다는 것임
- 참석 장관과 경제단체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신
미래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3명이 합류하도록 했다는 것임(김상률 전 수석은 차
은택의 외삼촌)
❍ 올해 5월 안종범씨가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올해 6월 23
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참석자에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은 다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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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안종범 전 수석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장악
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임
❏ 검토의견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위해 미래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이 안종범수석을 창조경제 추진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의도적으로
투입한 것을 보면 실제로 창조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두지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섰
다고 볼 수 있음
❍ 안종범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 중임. 이를 미뤄봤을 때 최순
실씨가 '창조경제' 사업까지 쥐락펴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중 위해 청와대가 직접 14군데에 대한 보도
자료와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함
❍ '최순실의 사람들'인 차은택과 안종범, 김상률씨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창조경제'도 장악됐을 것이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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