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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실언도 모자라 국민조롱한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잘못된 역사·사회인식에 근거한 발언들로 많
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너무도 잦은 구설로 인해 윤 전 총장에 대해 ‘1일 1실언’ 이라는 말
이 생겨날 정도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정식품을 두고 “없는 사람은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경시했으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며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주 120시간 노동해야 한다”며 과로사회라 불리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지난 19일 윤 전 검찰총장의 실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으로 극에 달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
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군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하여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고, 현재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외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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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고, 군부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하였다. 윤석열 전 총장은 3일
만에 마지못해 사과하였으나 그 직후 윤석열 전 총장의 SNS에는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을 올렸다. 이는 ‘사과는 개에게나 주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들은 천박한 역사·사회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발
언들은 계층과 세대, 이념으로 양분된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경청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말을 곡해한다며 호통을
치며 회피하는 자세이다. 명백한 국민 조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진에 대해서도 윤석열
캠프는 "실무진의 실수", “재미일 뿐”이라는 말로 희석시키려 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과 캠
프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20대 대선은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이다. 차
기 대통령은 구시대적 악습을 절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윤
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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