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의 초헌법적인 감치과태료처분을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14. 9. 26.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하 군사법원)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  시민법정감
시단’(이하 감시단)의 신분을 확인 과정에서 감시단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검사하고 휴대
폰을 강제로 끄는 등 부당하게 검색 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결
국 법정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13:30 경 법정 밖이 소란스럽자 주심 군판사 김송이는 임태
훈 소장을 입정시킨 후 휴대폰을 끌 것을 명령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이 부당함을 들어 거부
하자 주심 군판사는 퇴정과 함께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의 명령에 동조 항의하
던 시민법정감시단 한 명 한모씨에게도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심 군판사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두 사람의 사지를 들어 법정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태훈 소장
은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부당한 감치명령을 거부하고 감시단들과 함께 
귀가하려던 두 사람에게 군사법원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당한 것이며 초헌법적인 것입니다. 첫째, 군사법원은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68조의 4 
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
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이나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20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군사법원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
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
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68조의4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며, 임태훈 소장과 감시단 한모씨에게 내린 군사법원의 과태
료처분은 있어서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권리남용입니다. 둘째,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심군판사는 재판장의 위임을 받지도 않았
을 뿐더러 설령 받았다면 이를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주심군판사가 월권행
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 위에 서 있는 군사법원법과 그 군사법원법을 금과옥조로 초헌법적 권리남용 및 
일탈행위를 일삼는 군사법원은 임태훈 소장과 한모씨에게 공개적인 사죄를 해야 합니다. 나
아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군사법원법이 헌법 위에 서 있고자 한다면 
군인권센터는 가능한 조치를 다해서 초헌법적인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을 바로 세울 것입니
다.

2014년 10월 7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