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에 살고 싶다’ 는 밀양송전탑 문제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인포그래픽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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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9년 동안,

밀양에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로

여러 마을과 나이 드신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장 행정대집행에는 20개 

중대 2,0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4곳 농성장 별로 지키고 

있던 주민과 종교인,연대자는 50여 명이었다.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은 

평화적 시위에 공익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했다.



주민 다수는 고령의 여성이었다. 움막이 위치한 곳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행정대집행 시 응급상황은 발생할 수 있었다. 응급환자가 

그대로 방치되고 119구급차의 진입은 진입로에 배치된 경찰병력에 의해 

지체되었다. 응급상황과 안전에 대한 대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 115번 움막* 철거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을 발로 차기도 한 

경찰의 행동에서 안전은 사라진 공권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15번 움막 : 신고리원전에서 울산, 부산, 밀양, 청도를 거쳐 창녕의 북경남변전소까지, 신고리원전 

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1번으로 161개의 송전탑이 세워집니다. 115번 움막은 115번 송전탑이 세워질 

장소에 세워진 농성장입니다.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은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보이는 대신 할머니를 향해 

채증카메라를 돌렸다.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연대자들에게 마구잡이식 채증을 했다. 채증이유, 소속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으며, 경찰이 ‘국제신문’, ‘MBN’ 기자로 속여 

사찰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자의적인 통행제한으로 변호인, 종교인, 심지어 주민들의 농성장 

진입이 차단되었다. 주민들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 127번 움막에는 식량 반입을 위한 출입마저 통제되었다가 항의 

끝에 경찰이 대신 김밥을 전달했다. 기자들은 취재 방해 및 강제 이동을 

당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을 감시하고자 온 인권침해감시단, 

국회의원 보좌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까지 차단되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는 막말과 폭언이 있었다. 어르신의 숨이 가쁘니 

들것을 가져와 달라는 요청에 ‘나도 숨이 가쁘다’는 경찰의 조롱도 

있었다. 응급환자의 후송이 더딘, 헬기가 이착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일부 경찰들은 진압작전 기념으로 V자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빨리해치워 버렸다’며 낄낄대었다.



공권력의 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단지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밀양에 살고 싶다’는 송전탑 문제와 

이를 둘러싼 배경과 원인을 

5회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자료출처

사진출처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 my765kvout.tistory.com  

장영식 작가 사진

밀양인권침해보고서 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발행)(2014.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