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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기획정책팀

김형남

기획정책팀 팀장

조규석

기획정책팀 간사 (국제연대 및 인권교육 담당)

▣ 상담지원팀

방혜린

상담지원팀 팀장 직무대리 (여군 인권 담당) 

윤선주

상담지원팀 간사

▣ 참여홍보팀

임상열

참여홍보팀 간사 

이상면

참여홍보팀 간사 (비상근, 육군훈련소 캠페인) 

▣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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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 보고 

1  주요 활동 지표

(1) 상담

§ 상담 접수 : 1,238 건 (전년 대비 19% 상승)

상담 창구 건수

아미콜 상담전화 645

홈페이지 상담실 543

이메일 47

방문 3

§ 아미콜 상담전화 콜 수 : 5,271 건

(2) 후원

§ 후원회원 : 866 명 (2018년 12월 31일 기준)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645 10 11,003,250 220,000

2월 650 5 11,053,250 50,000

3월 665 15 11,293,250 240,000

4월 672 7 11,423,250 130,000

5월 687 15 11,653,250 230,000

6월 697 10 11,793,250 140,000

7월 723 26 12,203,250 410,000

8월 761 38 12,838,250 635,000

9월 776 15 13,088,250 250,000

10월 803 27 13,543,250 455,000

11월 837 34 14,103,250 560,000

12월 866 29 14,648,250 545,000

계 231 3,8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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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

§ 언론 노출 : 6,179 건 

월 빈도

1월 215

2월 211

3월 424

4월 228

5월 434

6월 449

7월 1,791

8월 1,042

9월 155

10월 322

11월 585

12월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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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월급 인상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시켰습니다. 2017년까지 병사들의 월

급은 병장 월급 21만 6천원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는 병사 월급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19대 대통령 선거 ‘군인권 10대 공약’에서 병사 월급 인상을 제안하

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해당 공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급여는 2018년 40만 5

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으며 격년 인상을 통해 2022년까지 67만 6천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의 

1/2 수준에 이를 예정입니다

§ 병사 핸드폰 사용

군인권센터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병사 핸드폰 사용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국방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국직부

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각각 핸드폰 사용 시범부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센터는 4월 1차 시

범운영(국직부대 4개), 8월 2차 확대 시범운영(각 군 및 해병대 36개부대) 기간에 총 6회의 현장 방

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간부,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방부는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고 4월

부터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 의무경찰 핸드폰 사용

의무경찰은 2018년부터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하루 2시간으로 제한

되어 있는 의경의 핸드폰 사용 시간이 너무 적다고 판단, 이를 확대할 것을 경찰청에 건의하였습니

다. 이에 경찰청은 사용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된 안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

다. 센터는 2018년 12월 경찰청과 함께 10개 시범 부대를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지휘요원, 의경대

원과 면담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의경의 핸드폰 사용 시

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병사 평일 외출 허용 / 위수 지역 확대

군인권센터가 19대 대선 당시 「군인권 10대 공약」중 하나로 제시하였던 병사 외출·외박 확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허용 하기로 결정하였고, 위수 

지역도 확대하여 외출, 외박 가능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향후 평일 외박 추진, 격오지 근무 병사의 

평일 외출 현실화 대책 강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2018년,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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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

2018년 7월, 장성들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군인권센터

로 접수되는 성폭력 피해 군인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방부에 양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9월부로 민간위원 9명, 군 위원 6명으로 구성 된 국방

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2018년 6월, 센터로 접수되는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의 사생활 침해 신고가 급증하여 사례

를 정리하여 보도 자료로 배포, 개선을 요구한 결과 각 군 본부가 야전부대에 초급간부 사생활 침

해 근절을 지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계속 초급간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의경훈련센터 시설 개선 / 의경 기율교육대 폐지

군인권센터는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에 걸쳐 벽제 의경 훈련 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기율교육

대에서 벌어지고 있던 반인권적 고문 행위와, 열악한 의경 훈련 센터 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의경훈련센터 시설 개선, 기율교육대 폐지 의견을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시

설 개선 및 가습기, 공기청정기 설치가 이뤄졌으며, 기율교육대는 폐지되었습니다. 

§ 장군 정원 감축

군인권센터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대한 군 상부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장군 정원이 76명 감

축되었습니다. 향후 전투와 관계없는 직무를 맡아 자리를 축내는 장성은 물론, 4,000명에 육박하는 

대령의 숫자를 감축하여 상부조직을 효율화 시키고, 영관급 이하 계급정년은 폐지하여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수령 폐지 /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의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무력 진압 계획을 최초로 폭로하고, 이후 기무

사의 계엄령 준비 계획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해 온 기무사의 

행적도 낱낱이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무력 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뻔 한 ‘위수령’이 폐지되었

고, 기무사가 해체된 후 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센터는 촛불 무력 진압의 핵심

으로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현상 수배를 진행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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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 현황

부서 직책 성명 비고

기획정책팀

팀장 김 형 남

간사 조 규 석 국제연대, 인권교육 담당

상담지원팀

팀장 직무대리 방 혜 린 여군인권 담당

간사 윤 선 주

참여홍보팀

간사 임 상 열

간사

(비상근)
이 상 면 육군훈련소 캠페인 담당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
단장 김 숙 경

§ 인사 이동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을 기획정책팀장으로 발령하였고, 방혜린 상담지원간사를 상담지원팀장 직

무대리로, 윤선주 Armycall 상담원을 상담지원간사로 발령하였습니다. 

§ 채용

참여홍보팀을 신설하여 임상열, 이상면 간사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

을 신설하여 김숙경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보임, 상근자로 채용하였습니다. 

(2) 사무국 활동

일시 활동

1.18~19 상반기 워크숍

2018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반기 워크숍 진행하였습니다.

- 참석자: 임태훈 소장, 김형남 팀장, 방혜린 간사, 윤선주 간사, 홍찬 간사, 이인섭 실행위원

3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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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사건 지원

(1) 상담 분석

① 상담 창구별 분석

§ 상담 접수 : 1,238 건 (전년 대비 19% 상승)

상담 창구 건수 비율(%)

아미콜 상담전화 645 52.1

홈페이지 상담실 543 43.9

이메일 47 3.8

방문 3 0.2

* 아미콜 상담전화 콜 수 : 5,271 건

§ 전화(52.1%), 홈페이지(43.9%)를 통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상담의 지속성을 높이고 상담자 – 내담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상담전화 창

구를 통한 2차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 · 가해자 유형별 분석

§ 피해자 파악 사건 : 1,112건 

피해자 유형 건수 비율(%)

현역 915 82.2

보충역 12 1.1

예비역 82 7.4

민간인 66 6

기타 37 3.3

§ 가해자 파악 사건 : 476 건

§ 피해자의 경우 현역(82.2%)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비역 및 민간인의 경우도 각각 7.4.%, 

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 신분으로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군대 내 문화를 반영하

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경우 군인이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 또는 갑질, 비리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 건수 비율(%)

현역 449 94.3

예비역 8 1.7

민간인 14 3

기타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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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소속 군별 분석

소속 17년 18년 증가율

공군 56 119 2.3배

사회복무요원 13 27 2배

기타 41 79 1.9배

육군 823 888 1.07배

의무경찰 54 48 0.8배

해군 32 42 1.3배

해병대 14 29 2.07배

의무소방 3 6 2배

§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대비 2배에 가까운 증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상담증가분과 

고려하였을 때 육군은 예년보다 접수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특히 전년대비 유의미한 소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그룹은 공군과 해병대로, 공통적으로 자원

과 선발과정을 거쳐 입대하는 군입니다.

§ 상담의 수가 늘어난 것은 병영 인권 실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장

병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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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피해자 · 가해자 계급별 분석

§ 피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현역

병  사

훈련병 12 2%

527

(47.3%)

이  병 39 7%
일  병 123 23%
상  병 102 19%
병  장 92 17%
병(전체) 270 51%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2 25%

9 (0.8%)
사관생도 7 75%

간  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39 24%

159

(14.2%)

214

(19.2%)

중  사 28 18%
상  사 24 15%
원  사 5 3%
준  위 3 2%

부사관(전체) 60 37%

장  교

소  위 7 12%

54

(5%)

중  위 25 46%
대  위 17 31%
소  령 4 7%
중  령 - -
대  령 1 1%

장교(전체) 20 37%

장  성

준  장 1 100%

1
소  장 -
중  장 -
대  장 -

군무원 17 - 17 (1.5%)
기타 148 - 148

예비역
예비역 82 - 82 (7%)
보충역 12 - 12

기타
민간인 66 - 66 (5%)
기타 37 - 37

계 1,112

* 의경, 의무소방은 각각 군 계급으로 환원하여 분석하였음.

* 계급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자와 예비역은 출신 분류(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서 전체로 분류하였음.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민간인 및 계급 미 응답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 병사의 경우 일병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동기 생활관 사용, 간부들과의 마찰, 복무기간 단축으

로 인한 진급시기 단축 등을 이유로 상병·병장의 상담 케이스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간부의 경우 하사, 중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의 근무 고충이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해

석됩니다. 주로 사생활·휴식권 침해, 부당지시, 상관의 폭언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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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현역

병  사

훈련병 29 25%

113

(23.7%)

이  병 - -

일  병 11 9%

상  병 22 19%

병  장 18 16%

병(전체) 33 29%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2
사관생도 2 100%

간  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6 5%

105

(22%)

276

(58%)

중  사 19 18%

상  사 35 33%

원  사 19 18%

준  위 7 6%

부사관(전체) 19 18%

장  교

소  위 2 1%

162

(34%)

중  위 13 8%

대  위 28 17%

소  령 22 14%

중  령 41 25%

대  령 18 1%

장교(전체) 38 23%

장  성

준  장 2 22%

9
소  장 5 55%

중  장 2 22%

대  장 - -

군무원 3 - 3

기타 55 - 55

예비역
예비역 8 - 8

보충역 - - -

기타
민간인 14 - 14

기타 5 - 5

계 476

* 계급 분류 및 통계 방식은 피해자 계급 분석과 동일함. 

§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을 상호 분석 하였을 때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침해의 케이스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전체 가해자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는 상사(33%), 중령(2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선 부대에서 휘하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주 직책이 행정보급관(상사), 

대대장(중령) 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장병들은 지휘관이 부당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처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관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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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피·가해자 계급 분포 비율 비교]

구분
17년 1순위 18년 1순위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병 일병(17.9%) 상병(20%) 일병(23%) 상병(19%)

부사관 중사(32.6%) 상사(26%) 하사(24%) 상사(33%)

장교 대위(35.1%) 중령(23.9%) 중위(46%) 중령(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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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피해유형 별 분석

피해유형 2017년 2018년 증가율

가혹행위(고문) 94 65 0.7배

구타(상해/폭행) 76 94 1.2배

언어폭력(모욕) 183 206 1.1배

병영부조리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비리) 496 542 1.1배

성희롱 20 26 1.3배

국가보훈/보상
(유공자/배상/공상) 84 84 1배

기타 182 74 0.4배

복무부적응/부적합 70 66 0.9배

사망(자살/의문사) 17 41 2.4배

사생활침해/통제 95 145 1.5배

의료사고/분쟁 79 95 1.2배

성추행 16 38 2.3배

자의적구금(영창) 56 48 0.8배

성폭력 7 8 1.1배

성소수자 15 9 0.6배

군형법92조6 22 2 0.09배

계 1,512 1,543

* 피해유형은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전년 대비 특기할 만한 증가율을 보인 케이스는 1) 사망 2) 성추행 3) 사생활침해/통제 순으로, 

사망의 경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상담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우려되는 것으로는 성추행 등 성폭력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매년 2배 이

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군성폭력상담소 개소가 예정되어 성폭력 등의 상

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지속적인 상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 사생활침해/통제 케이스의 피해자 다수는 초급간부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초급간부의 근

무여건이 열악한 것과 더불어, 기존에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던 조기출근·야근강요, 퇴근 후 

위치보고 등에 대해 새로 임관하는 초급간부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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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침해 권리별 분석

침해권리 17년 18년 증가율

건강권(보건/진료) 193 187 0.9배

기타 87 118 1.4배

노동권(휴식/복지/인사/근로등) 452 368 0.8배

문화권(교육/환경/의식주) 106 57 0.5배

생명권(안전) 49 58 1.2배

양심자유(종교/사상) 22 8 0.4배

존엄 및 인격권(행복추구권) 457 440 0.9배

신체자유(거주/이전/구금) 72 28 0.4배

평등권 60 48 0.8배

정보권(접근/사생활/비밀/통신) 85 105 1.3배

청구권(수사/재판/보훈등) 165 187 1.2배

경제권(사유재산) 32 12 0.3배

인격권(행복추구) 0 - -

표현자유(언론/출판/학문/예술) 8 - -

참정권(집회/결사/정치적중립) 5 3 0.6배

계 1,793 1,619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전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침해권리는 따로 없으나, 정보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 건이 소

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유형별 사건 증가분 중 사생활침해 사건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적발 관련 / 초급간부 퇴근 후 사생활 침해 사건이 다수 차지)

§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권리 침해 사건의 경우 상담 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

로 감소하였습니다. 영창 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안 발표·국방부의 폐지 기조 등의 영향을 받

아 일선 부대에서 영창 처분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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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4 ~ 2018년 병 징계 중 영창 처분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8월)

육군 13,696 11,910 10,185 8,468 4,195

해군
(해병대포함) 196 224 225 300 727

공군 259 358 368 478 339

계 14,151 12,492 10,778 9,246 5,261

                                                                           ※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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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지원팀 운영 현황

§ 상담지원팀은 팀장 직무대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과  

상담지원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직책 성명 비고

팀장(직무대리) 방혜린
여군인권담당 / 

2018. 11. 직무대리 보임

간사 윤선주 2018. 11. 간사 보임

군성폭력상담소(준)
설립추진준비단 단장

김숙경 2018. 12. 채용

§ 전년도에 비해 주간 상담회의 정례화, DB 교차 관리 등을 통하여 상담 체계가 안정되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상담지원팀 회의에서 상담 응대 평가, 답변 관리, 사무국 회의 상정 안건 선

정 등을 진행하고, 화요일 사무국 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접 공문을 보내 조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범위가 넓어졌

고, 해당 부대의 피드백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센터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질수록 접수되는 상담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성폭력이나 사망 사건과 같은 섬세하고 장

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군대에 대한 시민 전반의 인권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장병 인권에 대한 문의 상담이 현역 뿐 

아니라 입영 대상자, 입영 대상자의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 뿐 아니라 일선 간부들

의 지휘 자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 군인권 가이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아이디 (군인권센터 공식, 군인

권센터 아미콜 상담 2개 운영 중)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 4월부로 병

사 영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카카

오톡 플러스를 통한 상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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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원 사건 (방문 지원, 언론 보도, 법률 지원 등) 

케이스 시기 소속 피해유형 지원 방식

해병2사단 81대대장

초병협박 및 직권남용
2018년 1월 해병대 병영부조리 방문지원

32사단 세종경비단장
민원 후속조치 미비

2018년 1월 육군 병영부조리 지휘조언(공문)

경북 경주방범순찰대
공연음란(음란물상영)

2018년 2월 경찰 성희롱 언론보도

독신자숙소 무단검열
및 출입통제 대응

2018년 2월 육군 사생활침해 지휘조언(공문)

서울지방청 715중대
중대장 폭언, 협박

2018년 3월 경찰
폭언

병영부조리
방문지원
언론보도

방배경찰서 임시청사 
근무환경 개선

2018년 6월 경찰 기타(근무환경) 방문지원

공군 교육사령부 군악대 
주임원사 사적지시, 가혹행위

2018년 6월 공군
가혹행위
부당지시

지휘조언(공문)

군 초급간부 대상 
무분별한 사생활침해

2018년 6월 전군 사생활침해 언론보도

72사단장 여군 성추행 2018년 7월 육군 성추행 언론보도

해병1사단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2018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 방문지원

35사단·39사단 상근예비역
위치확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

2018년 9월 육군 사생활침해 지휘조언(공문)

공군 교육사령부 교육지원대
병영부조리

2018년 10월 공군 병영부조리 방문지원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대상 
불법촬영사건 은폐

2018년 10월 해군 성폭력 언론보도

○○부대 
여군 성추행, 성희롱

공개제한
공개
제한

성추행
성희롱

방문 및 
법률지원

27사단 중대 행정보급관
폭언, 욕설

2018년 11월 육군 언어폭력 방문지원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진행 중 해군 성폭력
방문 및 
법률지원

공군 15비행단 훈련비
횡령 및 은폐

2018년 11월 공군
부패

병영부조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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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영부조리 주요사건

§ 해병2사단 81대대장 초병 협박 및 직권남용 : 2018. 1월

대대장이 음주 후 책임지역 순찰을 목적으로 전방 경계초소를 방문, 근무 중인 초병에게 욕설

을 하고, 휘하 장병들에게 근무평정과 관련된 협박·향응 강요·술 심부름 등의 사적지시 등을 

일삼아 국방헬프콜을 통해 신고하였으나, 연대장 선에서 묵살되었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해병대 

협조 하 부대를 방문하여 부대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대대장의 심각한 음주문

제,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등이 확인되었고, 헬프콜 및 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대장

과 사령부 감찰에서의 미흡한 태도 등이 녹취를 통해 확인되어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원 

결과 대대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 32사단 세종경비단장 민원 후속조치 관련 : 2018. 1월

중대장·대대장과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소속 병사를 경비단장이 지휘조치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부대를 변경하고 보직을 변경하였고, 이에 병사의 부모가 상급 부대로 민

원을 제기하여 ‘원대 복귀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정작 경비단장은 ‘지휘권 침

해’라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원대 복귀시킬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

습니다. 지원 결과 해당 병사는 본대 원대복귀 조치가 되었습니다. 

§ 50사단 강철회관(복지회관) 사단장 회식 갑질 : 2018. 7 ~ 10월

2018년 당시 육군 50사단장(소장 정재학)이 자신의 사적 모임, 회식 등에 사단 강철회

관(복지회관)을 이용하며, 과도한 조리 인력이 필요한‘특별 코스요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주말 및 휴일에도 사단장의 회식 지원을 위해 회관 조리병, 관리병을 동원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도록 한 갑질 사건이 복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되었습

니다. 

센터는 제보를 통해 확인된 회식 일자에 맞춰 사단 강철회관을 방문하였는데, 현장에

서 메뉴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회를 포함한 각종 요리들이 회관병들의 손을 통해 서

빙되는 것을 직접 화인하였고, 과업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회식이 계속되고 있음

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사건에 이은 또 다른 ‘갑질사건’으로 

크게 보도가 되었고, 사단장이 복지시설 이용 지침을 위반한 경위에 대해 육군본부는 

해당 복지회관을 포함하여 군 복지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사단장의 ‘행사갑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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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욕설, 가혹행위 주요사건

§ 서울지방경찰청 715중대 중대장 폭언, 협박 : 2018. 3월 

서울지방경찰청 715중대장이 중대원 상담과정에서 신상 및 상담내용을 유출하는가 하면, 집단

상담 및 중대교육 시 한부모 가정 비하발언, 성차별발언 등 중대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욕

설을 하여 대원들이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조치가 미비하여 군인권센터로 상담이 다시 

들어온 사건입니다. 

방문 결과 중대장 뿐 아니라 일부 소대장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폭언, 강압 등이 확인되었고 

의경감축을 고려하지 않은 근무 편성으로 인해 부대원들의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

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전 중대장은 보직해임 되었으나, 이후 부임한 중대장에게서 새로 문제가 확인되어 

2018년 8월 재상담을 실시 하였고, 이에 대해 보직해임 요청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

다.

§ 공군 교육사령부 군악대 주임원사 사적지시 및 가혹행위 : 2018. 6월  

공군 교육사령부 군악대 주임원사 소속부대 장병에게 사적지시, 가혹행위, 욕설, 성희롱을 자

행함에 따라 부대원들이 이를 신고하였으나, 부대에서 별다른 분리 조치 없이 보직만 변경한 

사실을 상담을 통해 제보받았습니다.

사실 확인 후 피·가해자 분리조치 및 소속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

였고, 결과 군악대 주임원사 및 중대장이 보직해임되어 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 27사단 중대 행정보급관 폭언 및 욕설 : 2018. 11월.  

27사단 예하 중대 행정보급관이 소속 부대원들에게 잦은 폭언, 욕설을 자행하고 있다는 상담

을 소속부대원으로부터 접수하였고, 가해자의 직책이 직책인 만큼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 중대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원 전체와 면담한 결과 행정보급관 이외에도 중대 부사관 간부들의 잦은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등이 있었으며, 행정보급관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던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확인되어 행정관 및 해당간부 보직해임 및 징계 / 수사관 직무해제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치사항 확인 차 부대에 연락하였으나 훈련을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및 징계조

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또 확인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과 행정보급관은 훈련에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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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철수하여 보직해임 되었으며, 징계 조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재배정받아 진행되었습니다. 

3)  사생활침해 주요사건

§ 독신자숙소 무단 검열 및 출입통제 대응(6군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2018. 2월 

초급간부 생활지도 및 부대관리 명목으로 독신자숙소의 개인 호실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출하

게하여 무단검열을 하는 행위(6군단) 및 독신자숙소 야간 출입통제를 위해 자물쇠로 걸어 잠

그는 등의 행위(수도기계화보병사단)가 확인되어 부대에 인권침해임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

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두 사단 모두 회신결과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였고, 차후 예정되어 있던 검열 취소 및 출입

통제가 해제되었음을 답신과 내담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단, 이후 유사사례 포함 초급간부 영내숙소 강요, 지나치게 잦은 위치 보고 등 사생활 침해 건이 

타 부대에서도 게속해서 확인됨에 따라 2018. 6. 5. 보도자료를 통해 초급간부 대상으로 한 무

분별한 사생활 통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35사단·39사단 상근예비역 병사 위치확인 중 사생활 침해 : 2018. 9월

해당 사단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병사들을 상대로 퇴근 이후 매일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

하여 ‘셀카점호 (시계와 현재 위치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행위)’, ‘영상통화 점

호’를 실시하고, 수신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를 카카오톡과 함

께 제보받아 사실 확인 후 해당 사단에 공문을 통해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무지와 주거지역이 떨어져있으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근예비역 병사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을 근거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서도 엄연한 사생활 침해임을 알렸습니다. 부대 회신 결과 인권침해 사항임을 

인정하였으며 셀카 점호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성폭력, 성희롱 주요사건

§ 경북 경주방범순찰대 공연음란(음란물상영) 사건 : 2018. 2월  / 언론대응  

성주 소성리 사드 집회 현장 경력 지원 출동 과정에서 경주방범순찰대 소속 소대장이 버스 이

동시간 및 집회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동시간 및 휴식시간 이용하여 버스에 설치된 대

형 TV로 음란동영상을 수 회 상영하여 대원들이 강제로 시청하게끔 하고, 소속 대원들의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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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치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전역자를 통해 제보 받았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발 #metoo”의 일환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를 인지한 경

북지방경찰청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군인권센터로 발신하여 신고

자 색출에 대하여 항의한 바 있습니다.

§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 2018. 4월

해군 소속 여군 대위가 2010년 경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부서장, 함장에게 연이어 성폭력을 

당한 사건으로, 2018년 3월 ‘군대 미투’사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당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의 상담을 접수하여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1심 재판 모니터링, 의

견서 제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

며, 강간·강제추행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부서장 징역 10년, 함장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돌연 가해자 둘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대중의 분노를 샀고, 2018년 성평등 걸림돌 사건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법률 지원 중에 있습니

다. 시민단체로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함께 공동대응위원회를 결성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대상 남생도 불법촬영사건 은폐 : 2018. 11월

지난 2018년 9월, 군인권센터는 해군사관학교 3학년 남생도가 1년에 걸쳐 여생도 숙소에 잠

입·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생도를 불법촬영하였고, 심지어 이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학교 측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언론에 보

도되기까지 피·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받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진행되자 해군사관학교는 부랴부랴 보도 다음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를 퇴교시켜버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 군인의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군대 내에서 격리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군사관학교는 상습범인 가해자를 그대로 학교에 둔 채 방치하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자 

얼른 책임회피형 퇴교를 결정지어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 후 확인된 바로는, 해당 생

도들이 불법촬영 이전에는 여생도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까지 자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 이외에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여성가족부를 통해서도 3군 사

관학교 전체에 대한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땅한 사후 대책 없이 2018. 11월, 해군사관학교 내에 성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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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을 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5)  군 사망사고 주요사건

§ 해병1사단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 유가족 지원 : 2018. 7월.

2018년 7월 포항 해병1사단에서 발생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에 해병대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유가족측의 승인을 받아 유가족 – 해병대 – KAI 간 장례 절차 중재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결과 사고 발생 3박 4일 만에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성되어 

사고 조사가 진행·완료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과는 장례 후에도 사고 이후 절차 등과 관련하

여서도 지속 상담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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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1) 군인 기본권 증진

➀ 병사 핸드폰 사용

(ㄱ) 개괄

군인권센터의 숙원 사업이었던 병사 핸드폰 사용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병사 핸드폰 

사용이 현실화되기 까지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뛰었습니다.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실시

되었고, 핸드폰 사용에 따른 일각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들과 함께 

시범 부대 현장 방문도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핸드폰 사용 허용이 최종 의결된 것입니다. 2009

년 설립 당시만 해도 병사들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자고 하면 ‘미친 소리’라 욕을 먹었

지만 굽히지 않고 꾸준히 주장해 온 결과입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병사들은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며, 4월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사용 시간은 일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이며, 사용 가능 지역은 생활관 일

원으로 제한됩니다.

병사 핸드폰 사용 통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입니다. 군이 병사를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

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핸드폰 사용 허용은 통제 일변도의 낡은 병영 정책이 청산되고, 장

병 인권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ㄴ) 진행 경과

- 2018년 04월 :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병사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

- 2018년 08월 : 육·해·공군 및 해병대 36개 부대 확대 시범 운영

- 2018년 11월 : 병사 핸드폰 사용 민·군 토론회

- 2018년 12월 :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 (핸드폰 사용 허용) 

(ㄷ) 현장 방문 결과 요약

- 부모, 친구와의 소통 증가로 심리적 고립감 감소한다는 의견 다수

- 병영 악습 관련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휘관의 지휘 부담이 줄어 듦

-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 공유를 통해 병사 간 결속력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감소, 다른 여가 및 취미 시간과 분산

- 단순 지시의 경우 단체 카톡방을 통한 전파로 부대 내 의사소통 효율 증가

- 규정 위반은 사용 장소 위반 등 수칙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보안 사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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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향후 과제

- 사용 시간 고려 합리적 병사 요금제 책정 추진

- 병사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병영 내 변화 양상 조사

- 사용 시간 확대 방안 등 연구

➁ 의무경찰 핸드폰 사용

(ㄱ) 개괄

의무경찰은 2018년부터 모든 대원이 일과 후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사용 시간이 너무 적다고 판단, 이를 확대할 것을 경찰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에 경찰청은 사용 시간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3개의 시범 운영

안을 마련하여 일부 부대에 적용하였습니다. 

- 1안 : 사용시간 일과 후 4시간 확대 + 통합 보관  

- 2안 : 사용시간 일과 후 4시간 확대 + 자율 보관

- 3안 : 근무, 취침 시 제외 자율 사용 + 자율 보관

군인권센터는 12월 경찰청과 함께 시범 운영이 시행 중인 10개 부대를 방문, 지휘요원과 

의경 대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무, 취침 시 제외 사용 시간 전면 확대+통합보

관’이 지휘요원과 의경 대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 시간 확

대 방안은 경찰청 내부 논의를 통해 조율 중입니다.

(ㄴ) 현장 방문 결과 요약

- 시간 확대로 대원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절대적 시간이 더 줄어듬

  (2시간일 경우 내내 핸드폰만 사용했으나, 시간 확대 후 개인 여가 중 자연스러운 사용)

- 사용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사용하며, 외부인과의 연락이 용이해짐.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여가 선용 확대 

- 일과 후로 사용시간을 정할 경우 대원 간 근무 형태 차이에 따라 아예 핸드폰을 사용하

지 못하는 경우 발생  

➂ 병사 평일 외출

(ㄱ) 개괄

군인권센터가 19대 대선 당시 「군인권 10대 공약」중 하나로 제시하였던 병사 외출·외박 

확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일 외출 실시를 의

결하였고, 2019년 2월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위수 지역도 확대하여 외출,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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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ㄴ) 향후 과제

- 평일 외출 가능 인원 확대

- 격오지 고려, 평일 외박 제도 도입

- 장병 주민등록 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➃ 초급 간부 사생활 침해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이후 하사, 소위, 중위 등 초급 간부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불필요한 영내 대기가 법률로 금지되고, 사생활 보장 등의 권리 보장이 명문화됨에 따라 

부당하게 참아 온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군인권센터로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확

인 된 사생활 침해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중, 일과 후 위치를 번개통신, 영상통화,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불시 확인

- 초급 간부 영내 숙소 사용을 강요

- 퇴근 후 숙소 복귀 시간 설정, 퇴근 후 심야 숙소 이탈 금지

- 미혼 간부 부모에게 ‘음주 운전 하지 않게 지도 바랍니다.’문자메세지 발송

- 미혼 간부 부모에게 ‘밤 늦게 다니지 않게 지도 바랍니다.’전화

- 독신자 숙소 무단 침입, 검열

- 개인 숙소 청소 상태 점검

- 운전 금지, 차 키 압수

- 개인 통장 거래 내역 검열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 부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 상황을 시정하고 있으나, 일

선 부대의 신고가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2018년 6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각급 부대에 초급 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지시를 하달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지원 및 군형법92조의6 폐지

(ㄱ) 개괄

군인권센터는 2017년 초 발생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법률지원금 6,300여만 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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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을 진행한 결과, 14명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

판정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경우 $11,000에 달하는 OSF 재단 기금 출연을 통해 추

가적인 법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1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별

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판사 양상윤)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92조6 제정 이래 70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무죄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해당 피해자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ㄴ) 사건 피해 현황 (2019. 2 기준) 

구분 인원 현역 간부 인원 헌법소원

재판종료
집행유예 3 -

10건

선고유예 1 -

재판진행
상 고 심 4 4

항 소 심 1 -

기소유예 11 4

무혐의, 공소권없음 3 3

(ㄷ) 향후 과제

- 군형법92조의6 위헌 심판 촉구 운동

- 색출 피해자 지속 지원 : 대법원 상고심 지원 

➅ 양심적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ㄱ) 개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함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징벌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

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태훈 소장이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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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

10. 04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1차 국방부 공청회 

11. 02 대체복무 입법 국방부 간담회 

11. 07 대체복무 입법 국회 토론회 

12 0.4 주한EU대표부 대체복무제 간담회 

12. 13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2차 국방부 공청회 

현재 정부는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복무, 현역의 대체복무 전환 불가능’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고, 복무 가

능 기관 역시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역의 대체복무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라 부적절하게 

부르기로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불

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ㄴ) 향후 과제

- 정부입법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

- 대체복무지 도입 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모니터링, 의견 개진



- 31 -

(2) 국방 개혁

➀ 軍 촛불 무력 진압 계획 폭로, 기무사 개혁

(ㄱ) 개괄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이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

압하기 위해 위수령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최초로 폭로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7월 6일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문건까지 폭로, 

우리 군이 시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

에 알렸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

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

를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대통령 전화까지 도청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

고, 민간인 사찰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까지 설치해 세월호 유가족 등 수많은 민간인을 불

법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흑막 뒤에 숨어 불법을 저질

러 온 기무사의 조직도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 설치를 지시하였고, 9월 

1일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되었으며, 9월 11일 68년 만

에 위수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주동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

재수 씨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자살하여 사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

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역시 임무나 권한 등이 기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설치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여 군이 시민을 적으로 돌려 

총을 겨누고자 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북미민주포럼 등 미

주 한인단체들과 함께 현상수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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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촛불 무력 진압 사건 진행 경과

일시 활동

03.08 군인권센터, 軍 촛불 무력 진압 위해 위수령 검토 최초 폭로

03.09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위수령 검토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임태훈 소장 고소(명예훼손)

03.21 국방부, 조사 결과 촛불 무력 진압 사실 확인 어렵다고 발표

07.02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의 임태훈 소장 고소 건 무혐의 처분

07.06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07.10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관련자 고발 (조현천, 소강원)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특별 수사단 설치 지시

07.23 군인권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고발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

07.24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시행계획 추가 폭로

07.26 계엄령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 설치

09.11 「위수령」 폐지

11.07 합동수사단, 조현천 기소중지,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장준규 등 참고인 중지

12.03 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ㄷ) 기무사 개혁 진행 경과

일시 활동

06.28 군인권센터, 기무사 개혁 TF에 기무사 개혁 의견서 전달

07.04 군인권센터, 기무사 8대 개혁안 발표

07.04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6명, 위원회 소집 요구

07.12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기무사 정치 개입 문제 논의

07.19 군인권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토론회」 개최

07.30 군인권센터, 기무사 적폐 폭로 및 조직도 공개

08.02 기무사 개혁TF, 기무사 개혁안 발표(기무사 폐지 후 안보지원사 설치, 임무/권한 비슷)

08.03 군인권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기무사 개혁안 비판 기자회견

08.10 군인권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졸속 처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규탄

09.01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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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토론회」 개최 (20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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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군 상부 조직 효율화

(ㄱ) 개괄

군인권센터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대한 군 상부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장군 정원이 

76명 감축되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며 장군 정원 76명을 감축하기로 하였

습니다. 당시 군 내에서는 장군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덜 줄여보기 위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

습니다.

(ㄴ) 향후 과제

76명 감축은 비대한 군 상부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전투와 관계없는 직무를 

맡아 자리를 축내는 장성 수를 추가로 감축함은 물론, 4,000명에 육박하는 대령의 숫자도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문민 통제의 실질화를 위해 민간 개방직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비전투 

분야를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국방장관의 문민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부 조직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영관급 이하 계급정년은 폐지하여 군인의 직업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➂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ㄱ) 개괄

2018년에도 임태훈 소장이 위원으로 위촉 된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활동에 조력

하였습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설

치 된 법률기구로,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며,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ㄴ) 경과

일시 활동

07.04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민간위원 6인 전원 요청)

- 의제1 :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제2 :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의 군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07.12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집,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의결

12.07 군인복무정책 2019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각 군 실무자-군인권센터)

12.20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집,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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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현안 대응

➀ 1987년 전두환 내란 음모 고발

(ㄱ) 개괄

2018년 8월, 1987년 6월 민주 항쟁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친위 쿠

데타를 감행, 시민을 학살하고 군부 독재를 연장하고자 한 ‘작전명령 제87-4호’가 언론

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문건은 당시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민병돈이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는 작전 투입 부대 지휘관을 별도로 불러들여 비밀리에 문

건을 전달하였습니다. 문건 내용에는 육군 7개 사단, 특전사 6개 여단과 4개 연대, 해병대 

2개 연대 등의 배치 명령과 세부 작전 지침을 포함하고 있고, 발포 요령 등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러

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란 음모에 해당합니다.

(ㄴ) 고발 경과

군인권센터는 2018년 8월 2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문익환 목사 가족, 박종

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4월16일의약속국민연

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작전명령 제87-4호’의 책임자인 전두환, 박희도 등을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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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호 의경 철수

(ㄱ) 개괄

전두환·노태우의 사저에는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저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노태우 사저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 받았으나 납

부하지 않고 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을 선고 받은 범죄자입니다.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에 따라 경호 및 

경비는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 질서

를 짓밟은 범죄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경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경 대원들에

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제38주년 5.18 광주항쟁 기념일

을 맞이하여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  https://goo.gl/2chjCu (17,413명 청원)

(ㄴ) 경과

경찰청은 2019년 연내로 사저 경비에 투입 된 의경을 모두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접 경호 중인 직업경찰관은 상급 기관에서 경호 업무 해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으로 경

찰청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호에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2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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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ㄱ) 개괄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6월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로 수립 된 민주 정부를 전복한 뒤 

권력을 찬탈한 ‘정치군인’의 원조이며,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협약의 주역으로 일제의 식

민지배에 굴욕적인 면죄부를 준 김 전 총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일은 부

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ㄴ) 경과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

였습니다.

➃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ㄱ) 개괄

7월 3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임태훈 소장을 비난하며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으면서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 ‘화장을 많이 한 그 모습으로 기무사 군 개혁을 이야

기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

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국민을 모욕하고 선동과 거짓말을 일삼

는 행태를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성태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민·형사 고소하였습니다. 

(ㄴ) 경과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 사건 수

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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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 대응

자유한국당은 군인권센터의 촛불 무력 진압 폭로 이후 군인권센터가 군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며 사

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갖가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를 통해 임태훈 소장을 인신공격하는가 하면, 군인권센터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유한국당은 백승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태훈 소장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목은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

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 신문이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임태훈 소장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임태훈 소장은 출석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군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명목으로 

임태훈 소장을 재차 증인으로 2번이나 소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하면서 참고

인이 아닌 증인으로 반복하여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임태훈 소장은 역시 출석하지 않

았습니다. 백승주 의원 등은 임태훈 소장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

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점을 군인권센터가 

밝힌 뒤로, 혐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인권센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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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및 논평 발표

일시
종류 제목 비고

월 일

2 22 논평 법원,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무죄 선고

3 21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수사로 엄단하라

6 25 성명 쿠데타 일으켜도 훈장 주는 나라 -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6 26 논평 한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 GD 특혜 입원 관련

7 4 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7 9 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

7 10 성명 계엄령 문건 책임자 고발 및 독립 수사 지시 관련

7 27 논평 인권 중심의 선진 강군을 기대한다 - 국방개혁2.0 환영

7 31 성명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김성태 규탄

8 14 성명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11 7 성명 범죄자 동원 계엄령 문건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12 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12 9 성명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군인의 인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5)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참석

일시
종류 제목 (주최)

월 일
1 16 토론회 군 내부고발자 포럼 (호루라기재단)
3 28 토론회 KIDA 아젠다 포럼 (한국국방연구원)
4 25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혁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5 26 토론회 한국 법과 인권 교육학회 학술 발표회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5 31 토론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6 1 토론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7 19 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 (군인권센터 등)
8 8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법 간담회 (국가인권위)
9 19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사관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평가 (국가인권위)
10 4 공청회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1차 공청회 (국방부)
10 29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사업계획 간담회 (국가인권위)
11 2 간담회 대체복무 입법 간담회 (국방부)
11 7 토론회 대체복무 입법 토론회 (군인권센터 등)
11 21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사관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평가 (국가인권위)
11 21 공청회 병사 스마트폰 사용 관련 공청회 (국방부)
12 4 간담회 주한EU대표부 대체복무제 간담회 (주한EU대표부)
12 5 토론회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 (국방부)
12 8 토론회 인권운동포럼 (정보공개센터)
12 13 공청회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2차 공청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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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1) 외부 강의

시기
교육명 대상자 강의자

월 일

1 18 정책배틀 징병제vs모병제 일반 시민 임태훈

7 7 ‘모두의 페미니즘’ 군인권 강연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 김형남

10 29 ‘고려대학교 인권주간’ 군인권 강연 고려대학교 학생 김형남, 방혜린

11 27 ‘강원대학교 인권특강’ 기무사/계엄령 강연 강원대학교 학생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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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 참여 사업

(1) 후원 현황

■ CMS전체회원 : 866명  (2018. 12. 31. 기준)

     ▪ 계좌이체 : 853명 /  카드결제 : 13명

     ▪ 가입연도별 현황(현 지점 유지 회원 기준) (단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9 27 24 32 14 128 54 60 246 231

       

■ 2018년 후원회원 월별 변화 추이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645 10 11,003,250 220,000

2월 650 5 11,053,250 50,000

3월 665 15 11,293,250 240,000

4월 672 7 11,423,250 130,000

5월 687 15 11,653,250 230,000

6월 697 10 11,793,250 140,000

7월 723 26 12,203,250 410,000

8월 761 38 12,838,250 635,000

9월 776 15 13,088,250 250,000

10월 803 27 13,543,250 455,000

11월 837 34 14,103,250 560,000

12월 866 29 14,648,250 545,000

계 231 3,8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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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훈련소 캠페인 

더 많은 입대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기 위하여 9월부터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앞에서 

매 주 월요일 입영식을 전후로 입대장병과 입대장병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

행하고있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상근활동가 1인, 비상근활동가 1인을 채용하였고, 신규 채용자는 전문 펀드레

이징 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신규 활동가 채용 및 펀드레이징 교육은 OSF재단의 기금에

서 출연하였습니다.

    ▪ 펀드레이징 교육 : 7회 실시 ( 8.28. / 8.29. / 8.30. / 9.5. / 9.6. / 9.7. )

       - 교육기관 : IMPACT WORKERS

    

    ▪ 육군훈련소 현장답사 : 2회 실시 ( 9.10. / 9.11. 논산 육군훈련소 )    

    

    ▪ 편드레이징  시작 : 9. 17.(월) 총 28회 거리캠페인 실시

       - 1차 With IMPACT WORKERS 펀드레이징 : 9. 17.(월) ~ 11.15.(목) / 10회 

       - 2차 18.11.19.(월) ~ : 임상열, 이상면  

       - 3차 18.12.03.(월) ~ : 임상열, 이상면, 이인섭, 박에디 

       - 4차 19.03.11.(월) ~ : 임상열, 이상면, 박에디

    ▪ 캠페인을 통해 가입한 신규 후원회원

       

18년09월 18년10월 18년11월 18년12월

4 21 16 12  

  

[ 육군훈련소 캠페인 진행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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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 보고 

1  수입

관 항 금액(원) 비율(%) 세부내용

전기 이월액 5,988,324 　1.7 　

기부

수입

정기기부 148,861,856  42.8 　

일시기부 27,055,775 7.8 　

사업기부 8,572,245 2.5 조현천 현상수배 사업 모금

소계 184,489,876 53.0

사업

수입

연구사업 0 0.0

열린사회재단 프로젝트 108,755,027 31.3

소계 108,755,027 31.3

기타

수입

보조금 0  0

잡수입 6,991,686 2.0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선납세금 737,860 0.2 사무국 연말정산

소계 7,729,546 2.2 　

자산

수입

예금이자수입 15,308 0.0

장기차입금 11,000,000 3.2 사무실 이사비용 차입

단기차입금 0 0.0

기타자산수입 30,000,000 8.6 舊사무실 보증금 반환

소계 41,015,308 11.8

수입계 341,989,757 98.3 　

수입계 (전기 이월액 포함) 347,978,0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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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관 항 금액(원) 비율(%) 세부내용

인건비

급여 127,029,044 36.5
상여금 5,890,000  1.7
당직수당 4,062,500  1.2
법정부담금 17,658,380  5.1
퇴직금 0 0.0
세금환급 737,860  0.2
미지급급여 6,700,000  1.9

소계 158,877,784 45.7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20,461,200 5.9
사무실 관리비 700,000  0.2
제세공과금 2,600,718  0.7
통신비 1,629,070  0.5
발송비 0 0.0
지급수수료 9,267,506  2.7
복리후생비 300,000  0.1

소계 34,958,494 10.0

물건비

구매비 12,353,348 3.6 新 사무실 비품
제작비 108,900  0.0
인쇄출판비 0 0.0

소계 12,462,248 3.6

사업비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지원 8,678,687 2.5
입법 및 제도 개선 2,793,360  0.8
인권 역량 강화 및 교육 68,000  0.0
후원관리 및 홍보 8,611,152  2.5
육군훈련소 군인권 캠페인 27,421,360  7.9
새 사무실 내부 공사 6,320,000  1.8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8,800,000  2.5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연구사업 0 0.0
홈페이지 개편 0 0.0
회의비 3,421,100  1.0 총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소계 66,113,659 19.0

기타

지출

연대비 1,328,840 0.4
예비비 0 0.0
잡지출 1,476,800  0.4

소계 2,805,640 0.8

자산

지출

퇴직기금 적립 0 0.0
활동기금 적립 0 0.0
기타 자산 지출 30,000,000  8.6 新 사무실 임차보증금

소계 30,000,000 8.6

지출계 305,217,825 87.7

후기 이월액 42,760,256 12.3

지출 계 (후기이월액 포함) 347,978,0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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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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