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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두환 씨와 신군부는 12․12, 5․18 법정에서 단죄한 사실을 잊었는가?
전두환 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
국방장관은 대역죄를 저지른 자를 사열대에 세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끄러운 일이다. 육사에서 개최된 육사발전기금 관련 기념 행사에 전두환 씨를 비롯
한 장세동, 이학봉, 정호용, 김진영, 이원홍, 고명승 등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
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반역사적 행
위이다. 또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
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육군사관학교장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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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받고 국격을 실추시킨 하극상의 전형을 보인 자들이 육사에서 사열을 했다는 것
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육사생도들을 욕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육사 측은 전두환
씨가 기금기부자 중에 한명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이들의 검은 행적이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아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
장 강행과 교과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서 3·15, 4·19,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그리고 최근 신군부의 핵심인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과 이번 전두환 등 5공 핵심 인사들의 육사 사열 등 일련의 정황들이 국
민의 희생 위에 독재로 군림한 5공 세력의 부활 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세력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이 오늘의
한국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불순하고 음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 않고 있으며 이번
사열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종선 육사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두환 씨에게 다시 말한다. 한때 사면을 받아 은거생활을
하였던 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는 그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
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5월영령과 이 땅의 수많은 애국영령 앞에 밤낮으로 무릎 꿇고
속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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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역
사정의실천연대 전국 46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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