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故 윤 일병 어머니의 입장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4년 4월, 제 금쪽 같은 아들, 윤승주 일병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

위로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사건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

들의 싸늘한 주검 속에 남은 수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사

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집

단구타와 가혹행위의 형태가 너무나 심하고 엽기적이어서 아들이 선임들에게 당한 

성추행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 아들 또한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에 떨었었습니다.

 최근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

다. 추행 당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부대가 조직적인 은폐를 하던 모습이 생

각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와 민관군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보면서 “그래,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있는데 설마 그때와는 다르겠지”라

고 제 자신을 다독여 가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군대 내에는 성폭력은 물론이며 억울한 죽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면 지금 보다는 나을 것

입니다. 전쟁 중이 아니라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능력도 없는 군사법원이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동안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아들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군의 결사적인 반대로 군사법원은 없

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폭력이나 군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겁니까?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

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

체 국회의원은 뭐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 의지

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편의 사기극을 연출했던 겁니까?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은 윤 일병과 오대위, 죽음으로 호소한 공군 중사와 해군 

중사, 자살을 시도한 육군 부사관, 그리고 지금도 숨죽이며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습니다. 

다시 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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