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에...

용산참사 계승이 국민대통합인가?
역대 최악의 낙하산, 박근혜 인사참사의 결정판
끔찍하다. 용산참사의 비극을 이리 쉽게 잊을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에 온갖 비난여론에도 불
구하고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를 임명 강행하
였다. 김석기의 임명은 부도덕, 부실인사로 문제 많던 박근혜 정권 인사
참사의 결정판이다.

박근혜 거짓말,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배제가 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했다. 김석기에게 도대체 어떤 전문성
이 있는가? 철거민을 토끼몰이하듯, 공사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전
문성이 필요한가? 어떻게 여섯 명의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를 전국 14개의 공항을 운영관리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 유가족의 절규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권, 정말 끔직한 정권이다.

뻔뻔하다 김석기, 즉각 퇴진하라!
김석기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퇴진하고, 유족앞에 사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기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김석기 임명 철회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 비리 내막을 밝히고 책
임자를 문책하라. 뻔뻔인사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고, 용산 유가
족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인사를 사죄하라.

“끝나지 않은 용산”_ 이동수 화백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http://mbout.jinbo.net

서류 /면접평가 내부심사 꼴찌, 전문성 평가 꼴찌

비전문, 비도덕, 낙하산 김석기는 퇴진하라!
김석기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꼴지였음에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공항공사 사장으로서 중요한 평가 중 하
나인 공항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분야에
서는 김석기는 다른 후보들 보다 20점 이상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해야 할 공기업 임원인사에, 청와대 사전내정 등 인사비리가 있었음이 분명해 졌다.

김석기 퇴진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내년 1월이면 용산참사 5주기입니다.
김석기가 공기업 사장인 채로
용산참사 5주기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1인시위를 비롯
해, 5주기 전에 김석기를 퇴진 시키기 위한
운동들에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 02-3147-1444 / mbout@jinbo.net

유가족 따돌리고, 새벽에 옆문으로... 도둑 취임식
국감에서도 허수아비 취급받은 김석기
국민적 비난에 임명 9일 동안 출근조차 못하던 김석기가, 10월
16일 도둑 취임식을 강행했다.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하더니, 17일 공항공사 국감에
서 당할 창피를 피하기위해, 정문과 로비에서 기다리는 유가족
을 고립, 따돌리고, 새벽에 몰래 폐쇠된 옆문을 열고 들어가 강
행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취임식으로 기록되었다.
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김석기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했고, 여당도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아 김석
기는 증인석에서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었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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