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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노 준위 보석 석방 규탄 성명 

담 당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숙경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끝도 없는 가해자 봐주기, 노 준위 보석으로 풀어준 군사법원 
- 故 이 중사 사건 무마, 협박 혐의 노 준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공군 故 이예람 중사가 강제추행과 부대원들의 2차 가해, 군사경찰, 군검찰의 부실수사로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놓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사의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보복협박한 노 준위는 주요 피의자 중 구속 기소된 몇 안 되는 가해자 중 

하나다.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되었다가 사망한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 준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황당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일 진행을 지연시키는가하면, 신청한 증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증인을 철회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아 불러달라고 떼를 쓰는 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어처구니없게도 구속 만료 기간에 

이르러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차일피일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 전 구속만료로 석방 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남겼던 

재판부이기에 노 준위 재판에 대한 결과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구속된 피고를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엉망으로 끝난 군검찰의 수사에 이어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 역시 평시 군사법원·군 수사기관 폐지의 오래된 당위를 입증하고 

있다. 매 재판마다 이 중사의 부모님과 유가족이 방청을 가고,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도대체 바뀌는 

것이 없고 실망스럽기는 해가 갈수록 더하다는 한숨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다.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을 어찌 할 것인가?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칠 

것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1심 유죄 선고로 노 준위를 다시 법정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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