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5.18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최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자행된 성
폭력, ‘성고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지만, 여성들의 성
폭력, ‘성고문’ 피해는 지난 38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왔
다. 

윤청자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성
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전체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만 내세우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는 민주화 운동 안
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야 하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 국가에 의해 중첩적
이고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이다.  

40여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당한 채 홀로 피해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은 
그 긴 세월동안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 김선옥
씨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이제 여성들이 세상을 향
해 피해를 증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강간의 역사이자 가부장
제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남성의 성폭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시,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피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를 
중첩적으로 겪게 된다. 가부장적인 성별위계 사회가 이러한 여성들의 피
해 경험을 어떻게 은폐하고 사소화 시키는지 우리 여성들은 수 십 년 간 
보아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
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주시할 것이다. 올해 9
월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인 계엄
군과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여성들의 경험과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 온 피해
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우리 사회의 성
별위계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 미투 운동에 응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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