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구속한 박근혜를 형량 20%도 살리지 않고 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를 포
함시켰다. 박근혜는 이로써 4년여만에 출소 예정이
다.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은 명백히 우파에게 보내는 화
해의 편지다. 이는 정부를 향한 배신감에 더욱 더 기
름 붓는 격이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촛불 염원과 개혁 염원을 배신하
더니, 박근혜 사면으로 배신의 정점을 찍었다. 정말이
지 다시금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하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

지배자들은 5년 전 강력한 대중운동의 압박 속에서
지배계급을 향한 불만과 지배계급의 내분을 봉합하
고자 박근혜 탄핵이나 구속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정부의 배신 속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우파의 사기와
결집을 또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중운동이 전임 정부를 퇴진
시킨 덕분에 출범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부
패비리, 민주적 권리 후퇴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비정규직 문
제 등에 항의했다. 개혁 염원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철저한 개혁 배신
의 시간이었고, 개혁을 염원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환멸과 배신감을 안겼다.
문재인은 이미 올해 이재용을 가석방 하며 우파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번 사면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몇몇 노동
운동가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이들의 석방과 사면복
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불만을 달래는 생색내기 용도로 그
렇게 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그 수준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숱한 죄를 짓고, 반성도 안 하고,
벌금도 안 냈고, 형량의 20퍼센트도 안 채웠다. 그
기간조차도 상당일을 특별 개조방과 대형병원 특실
에서 보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정치 토론을 했을 뿐
인데도 8년 넘게 구금돼 형량의 90퍼센트 이상을 감
옥에 있었다.

박근혜 사면은 우파의 사기와 결집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이런 실천과 역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기껏 구속한 학살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석방
한 것도 김대중 아닌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역
대 민주당 정부의 역사, 뿌리, 실천 탓에 이들에게 결
코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기 내
내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청년·노동자들을 위하긴커녕
우파의 사기에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대중운동이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위로부
터의 개혁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그리고 지속
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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