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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문  

담 당 사무국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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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

군사경찰단장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장관은 6월 12일에 이미 보고 받았다. 

- 감사관실 수사 필요 의견에도 묵묵부답, 군사경찰단장은 보직 유지에 입건조차 안돼 -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허위보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

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제보를 공개하였다. 구체적 상황이 추가로 제보되어 이를 밝힌다.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5월 23일 일요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사건과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중앙수사대장은 이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5월 24일 월요일,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앙수사대장도 더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허위보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허위보고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가 가졌어야 할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수

사대장이 상관인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차상급 상관인 군사경찰단장

이 국방부에는 허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공군참모총장과 군사경찰단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셋째, 교감이 없었다면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한 다른 이유는 무

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

경찰단장을 입건, 소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수사가 이루어졌다

면 그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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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는 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 무마 의혹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국방부 감사

관실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

다.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

부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

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지난 6월 3일, 피해자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

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6월 12일에 

보고를 받고도 6월 21일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

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되었을 지도 모른다.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

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 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

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전체가 수

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

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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