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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 신� 각�단체�및�언론사�정치·사회부�기자
∙발� � � 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담당자�손주화�전북민언련�사무국장� 063-285-8572)

∙제� � � 목 ‘5.18� 북한군�개입설’� 옹호�발언한�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자격� 없다!

∙날� � � 짜 2018년� 4월� 30일(월)�

‘5·18� 북한군�개입설’� 옹호�발언한�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자격�없다!

� �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망발을� 늘어놨다.� 이상로� 위원은� 지난� 4월� 열린� 통

신심의� 소위원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된�역사관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확인된다.� 이에� 이상로�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왜곡
한�주장들에�대해�사과하고�즉각�물러나야�마땅하다.

� �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
사적�사실을�현저히�왜곡하는� 내용의� 지만원�씨� 블로그� 게시글을�심의했으며� 모든� 위원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논란이� 있다”며�
삭제�결정을�반대한�것”으로� 확인된다고�보도했다.�

� � 문제의� 지만원� 씨� 블로그에는� 「▲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
동이라�널리� 알릴� 것� ▲북으로부터�파견된�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도

구로� 이용하여�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었다」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민주화� 역사� 사실을� 모욕했었다.� 그럼에도� 이상로� 위원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위원회의�

삭제� 결정을� 비판하며� 오히려�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

다.

� � 또한� “지만원� 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20일� 재심� 과정에서도� 이상로� 위원은� “기자적� 양심”이라며�

“북한군이�한� 사람도�없었다고� 자신할�수� 없다”,� “제가� 북한군이�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부분이� 있

다”며� 삭제를�반대했고�끝까지�북한군�개입이라는�입장을�고수한�것으로�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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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인� 평가가� 확립되어� 있으며� 북한군� 개입설은� 사

실을�왜곡시킨다는�이유로�지난� 박근혜�정권에서도� 여당� 추천� 위원들� 모두� 심의� 규정에�위반된다고�

판단해왔지만�이상로�위원은�이런� 시대적�흐름과�역행하고�있다.

� � 더� 심각한� 것은� 이상로� 위원의� 역사� 왜곡� 발언이� 5․18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했으며� 손석희� 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칼럼으로� 주

장한�점,� 촛불� 집회가� 밤에� 하는� 것은� 숨길� 것이� 많아� 그렇다는�발언을� 공공연히�해왔음을�언론� 보

도를�통해�확인할�수�있다.

� �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위원이� 도내� 지역� 교수라는� 사실에� 매

우� 분노한다.� 더� 이상�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발언과� 같은� 비뚤어진� 역사관과�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이상로� 위원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백배사죄하고�

직을�내려놓으라.� 이상로�위원은�방통심의위원의�자격이�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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