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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
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한 뉴스 채널의 대표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
하거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망국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왜곡적인 영상을
방송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노동조합과 조사관들도 김김수 변호사 추천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TF도 김기수 변호사 추천 철회를 촉구하고, 임명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엄중히 표명한다.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4ㆍ
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진상규명과 피
해자 지원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특별법 제3조),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예정하는
기본적 목적과 사회적참사특조위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고려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은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
당하다.

3.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결여한 조치
로 부당하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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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무엇보다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인 희생
자 유가족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
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거나, ‘아직도 세월호 타령’, ‘이제 그
만 하시면 안되나요?’라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그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찾아
볼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추천한 자유한
국당의 행위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현저하게 결여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4. 우리TF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
위)에 대한 활동방해와 강제해산을 기억한다. 특히 1기 특조위에 대한 활동방해가 당
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임명한 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
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TF는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이 임명으로 이어
지고,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부당한 추천에 대해 임명을 거부해야할 것이다.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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