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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특위 사임하라(총 2매)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 사임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
한 위증모의, 국정조사 방해 등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증
언이 나왔다. <경실련>은 두 의원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위원직 사임을 촉구한다.
첫째,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정조
사까지 농단한 만큼 즉각 특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의 사용
자는 고영태이며,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증인 답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의원도 박헌영 과장의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두 의원은 청문회 장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의
혹을 제기하는 등 논점을 흐려왔다. 위증교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조사 위원
직은 물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위원직
사직을 거부하고,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간사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관련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재벌 총
수를 노골적으로 감싼 것은 물론,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야
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잇따라 만나 탄핵안이 통과되어 국정조사 의미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빨리 끝내자고 주장까지 했다. 위증 모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완영 의원은 당장 국조 특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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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전모의·위증교사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위증교사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
민들은 이완영·이만희 의원에게 국정조사 활동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두 의원은
즉각 국정조사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위증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중인 위원이 사안의 핵심 증인들과 어떤 목적으로 따로 만났는지, 어
떤 내용을 논의하고 말을 맞췄는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등 진술이 엇갈리는 증인들을 다시 출석시켜
여당 위원들의 사전모의·위증교사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농
단의 공범이다.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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