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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해병대 집단구타가혹행위성고문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가해자 부모  

담 당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김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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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병대 성고문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했다고 들었다'는 가해자 부모 

- 2차 가해 횡행하는데 해병대/해군은 불구속 수사 고집 - 

 

해병대 집단구타 성고문 사건피해자가 용기 내 해병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식고문 피해를 밝

히고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였다. 

 

가해 선임병 중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었던 B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인 4.26.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B상병 어머니는 전화를 걸자마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피해자에게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물었다. 이어 B상병 어머니는 “지

금 언론이고 어디고 엄청 해 놨던데”라며 피해자를 탓하듯 따졌다. 이에 처음에는 B상병 어머니의 전화에 한숨을 쉬

며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던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B

상병 어머니는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가 되게 슬퍼하고 힘든 건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거든”이라 말했다.  

 

그러더니 B상병 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도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

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기수가 낮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랑 ‘알겠습니다’ 밖에 없거든요”라 말했다. 선임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당할 때 ‘감사합니다’라

고 말하는 것은 해병대의 오래된 악습이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넘긴 거 잖아요”라며 

반박 했는데, B상병 어머니는 “지금 조사 중이지, 인정하고 넘어 간 건 아니죠”라며 B상병을 두둔하며 혐의를 부인하

고 나섰다. 피해자는 분한 마음으로 털을 민 게 “합의해서 한 것 같아요?”라며 반문했다. 그러자 B상병 어머니는 황

당하게도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미친 거고, 밀어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장난도 정도가 있지”라며 합의 하에 음

모를 밀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심한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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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둘이서 저 많이 때렸어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B상병어머니는 “00가 누굴 때리고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맞을 짓을 하여 맞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책임을 돌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저

는 그렇게 매일 맞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맞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맞았잖아요”라며 절규했다. 

 

사건 전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인은 보다 못해 B상병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손만 살짝 대도 깜짝깜짝 놀

라고 해병대 갔다가 이상해져서 나왔다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B상병 어머니는 “미안하다

고 하지 않았냐, 너무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거듭해도 부족한 상황에 가해자 부모가 스스럼없이 피해 사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란 가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행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2차 가해로 피해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B상병 어머니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떠보기 

위해 전화하여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고, 가해자들의 행위 역시 장난 정도에 

불과했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는데도 해병대와 

해군은 여전히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신고 전부터 지인들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피해자는 오늘도 분노와 절망 속에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병대/해군은 지금이라도 

속히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구속하여 2차 피해 상황을 중단시키고 엄히 수사하라. 

 

 

2022. 4.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