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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국회 운영위, 유가족 읍소에도 누더기 군인권보호관 법안 의결
- 상임위원 증원없이 불시 부대 방문권 등 조사권 대폭 축소 -

□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회의에는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방청인으로 직접 참석하였습니

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설치 논의

가 시작되었으나 7년 간 국방부 등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 유가족들은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가인권위원화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안으로 상정된 법안이 국

방부의 요구 사항을 대거 수용한 누더기 법안임을 강조하며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상임위원 

증원,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보장, 강민정 의원(열린민주

당, 비례)이 상임위원 증원의 수정안을 현장 발의하였으나 운영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오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이 

같은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7년을 기다린 법입니다. 수없이 강조한 군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조직 보장, 실효적 조사권 부여 등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국방부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실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유가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출된 이수진, 배

진교 의원안 등이 있었고, 끝까지 여러 의원들이 노력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직접 회의장까

지 방문하여 읍소하였음에도 국방부와의 황당한 타협안을 고집하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국회는 제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향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

니다.



관련 보도자료

2021-06-18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민주당 '군성범죄TF'에 의견서 제출 [Press] Civil 

Societies Submit Opinion Joint-Letter to the Democratic Party’s Military Sex Crime TF 

2021-10-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

니다” 

2021-11-24 [보도자료]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

관 설치 호소  

2021-11-25 [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2021-11-30 [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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