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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의 무력진압 모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
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
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
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
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
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
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
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

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
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
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
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
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
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