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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    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시설로 독신자숙소 활용 관련 후속 보도자료

일    시 :  2020. 12. 18.

담    당 :  상담지원팀장 방혜린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

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

구했다.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

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

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

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

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

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

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

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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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