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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일 자 2021. 8. 4. 

제 목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 나눔 운동’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보도자료 (총 5매)  

담 당 상담지원간사 함성현 (02-7337-119, 내선 2번) 

.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강요하는 육군 8군단 

- 육군 제8군단, ‘충용 감사나눔 운동’ 강제실시로 장병 양심의 자유 침해 -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5일,  육군 제8군단에서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 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1개의 선행을 하며,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운동이다. 해당 군단은 이 중 ‘5 감사 나눔 운동’을 반강제로 진행하고 있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8군단은 예하 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감사 나눔 노트’(사진자료 참조)까지 배부하며 감사나눔운동을 

강요하고 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다. 장병들에게 노트를 배부하여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이를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지시에 일부 장병들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등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일상을 위해, 혹은 1000번의 감사 나눔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기에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장병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자에 한하여 이뤄진 캠페인이 아니란 것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가 군 복무와는 무관한 감사나눔운동에 매일 동참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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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눔운동을 실시하라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감사 나눔 운동을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하였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위헌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며 노트 

작성과 발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9조 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하여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8군단장은 부대의 지휘체계와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 나눔 운동을 벌였다. 설사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이를 권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적 지시이며,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다. 장병들이 매일 감사를 

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군단장이 강제로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 상 군단장의 전파 사항을 접수한 예하 부대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령으로 인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지휘관이 발하는 지시의 무게와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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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