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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 일병 5주기, 故 윤승주 일병을 추모하며

- 당시 축소 ․ 은폐 가담자들은 처벌 받지 않아 -

 오늘은 육군 28사단의 故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과 간부의 구타,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지 5년 째 되는 

날입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들은 5주기를 맞이해 지난 5일, 윤 일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

원 충혼당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 7일 사망 이후 군당국은 집단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이 

냉동 만두를 먹다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했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7

월 31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여 윤 일병 사망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고 병영의 끔찍한 실태에 온 국

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한 간부들은 하나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당시 28사단장이었던 이순광 소장은 보직 

해임 되었지만 사건이 잦아든 뒤 다시 새로운 자리에 보임되어 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은폐에 관계

된 실무자들도 모두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해에는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이뤄진 일입

니다. 그 동안 윤 일병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 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국가는 항

소까지 해가며 국가유공자로 등록 할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때려 죽이고 감춘 것으로도 모자랐던 모양

입니다. 다행히 유공자로 등록되었지만 국가가 유족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입니

다.

 윤 일병의 사망 이후 우리 군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 들었고, 병영 혁신

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부터는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선임들에게 가혹하게 

폭행 당하고도 고통스럽다는 말 한마디 호소할 수 없었던 윤 일병에게 핸드폰이 있었다면 윤 일병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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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우리 곁에서 꿈 많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뀌어 가는 군과 돌아오지 않는 윤 

일병을 떠올릴 때면 매 년 마음이 착잡해 집니다. 

 군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 잘못

된 것이 있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여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승주 일병을 기억하며 국군 징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2019. 4.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