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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 보고 

I  주요 활동 지표

1. 상담

§ 상담 접수 : 1,708건

상담 창구 2020 건수 2021 건수

아미콜 상담전화 763 866

홈페이지 상담실 887 790

이메일 48 42

카카오톡 7 -

서신 3 7

기타 2 3

합 계 1,710 1,708

 *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 상담 효과성을 위해 접수창구가 아닌 2차 상담용으로 활용 중입니다.

2. 후원

§ 후원회원 : 1,336 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1,218 ▼24 20,670,050 ▼397,000 

2월 1,215 ▼3 20,665,050 ▼5,000 

3월 1,238 ▲23 21,029,550 ▲364,500 

4월 1,256 ▲18 21,328,900 ▲299,350 

5월 1,267 ▲11 21,516,900 ▲188,000 

6월 1,296 ▲29 22,022,900 ▲506,000 

7월 1,302 ▲6 22,237,900 ▲215,000 

8월 1,303 ▲1 22,322,900 ▲85,000 

9월 1,340 ▲37 22,904,900 ▲582,000 

10월 1,344 ▲4 22,987,650 ▲82,750 

11월 1,345 ▲1 22,947,650 ▼40,000 

12월 1,336 ▼9 22,712,650 ▼235,000 

계 1,336 ▲118 22,71,650 ▲2,042,600

  ※ 2021년 결산 ('21년 1월과 12월 비교) : ▲118명 / ▲2,04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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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

§ 언론 노출 : 8,690 건

월 빈도

1월 384

2월 277

3월 650

4월 769

5월 462

6월 1,850

7월 897

8월 568

9월 638

10월 651

11월 805

12월 739

※ 2021년 6월은 공군 이예람 중사가 부대 장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직

후입니다.

(참고: 본 통계에는 원칙적으로 뉴미디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언론사가 개설한 채널의 경

우에는 반영하였습니다.)



- 8 -

§ 군인권보호관 입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

2014년 故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이후 오랜 숙원이었던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사법원법 개정 

문제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재차 화두가 되어 국회에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

방부의 방해로 군인권보호관의 주요 권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고, 평시 군사법원, 군수사기관 

폐지 역시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 전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누더기 입법되

었습니다. 두 입법 과제가 온전한 개혁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년, 故 변희수 하사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소송 수계로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갔으며 마침내 승소 확

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한편, 위법한 처분을 내린 국방부와 육군의 사과

를 받아내고 고인이 순직 결정을 받아 명예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군 성폭력 사건 지원

2021년에는 유독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센터는 故 이예

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유가족을 지원하며 군 수사당국이 부실하게 수사, 기소한 사

건의 진실을 밝히고,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 외에도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 기관으로써 역량을 쌓아가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 지속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기무사가 생산한 정보보고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

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최초로 군 정보기관 내부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

다. 비공개가 유지된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확인된 정보를 바

탕으로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II  2021년,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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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 현황

부서 직책 성명 비고

사무국 사무국장 김 형 남

기획정책팀 간사 조 규 석

상담지원팀

팀장 방 혜 린

간사 윤 선 주

간사 함 성 현

참여홍보팀 팀장 임 상 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 숙 경

2. 사무국 활동

일시 활동

2/8 (월) 상반기 워크숍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사무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활동

5/22 (토) 하반기 워크숍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점검 및 ESG 세미나를 위한 하반기 워크숍을 

사무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인원의 재택근무(2인 일근, 2인 당직, 2인 재택)를 2021년 10

월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영입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년 나눔과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기존 3명의 임상심리 전문가에 더하여 1명의 심리학 전공자를 추가로 초빙하여 실행위원으

로 위촉하였습니다.

III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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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상

(1) 제2회 청년의날 청년정책유공 국무총리 표창 

 2021년 9월 17일 제2회 청녕의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청년정책 유공 포상을 실시했고, 군인권센터

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포상 사유는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및 법률지원 등 군 

청년 권익 개선에 대한 공로가 꼽혔습니다. 이번 포상에서는 표창장과 수치가 함께 수여되었습니

다.

(2) 서울변협 제27회 시민인권상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군 내 가혹행위, 구타, 강제추행, 성소수자 차별,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한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그 결과 최근 영창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북한 군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 코로나-19 과잉 방역 및 부실급식 사태 등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11월 29일 열린 창립 제114주년 기념행사에서 ‘시민인

권상’을 수여했습니다.

(3) 대한성학회 제1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대한성학회는 성의학, 성교육, 성상담 등 성 전문가들의 학술단체로서 2021년 11월 28일 열린 추

계학술대회에서 2020~2021년 고 변희수 육군하사 사건 지원 및 2021년 고 이예람 공군중사 유족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성적 소수자를 도와 성평등 및 성인권에 기여한 점을 들어 ‘성건강

사회혁신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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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상담 및 사건 지원

1. 상담 분석

① 상담 창구별 분석

§ 상담 접수 : 1,708건 (2020년 1,710 건)

상담 창구 건수 비율(%)

아미콜 상담전화 866 50.7

홈페이지 상담실 790 46.3

이메일 42 2.4

서신 7 0.4

기타 3 0.2

§ 전년까지는 모바일 또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홈페이지 상담실 사용량이 전화상담을 능

가하였으나, 올해는 상담전화를 통한 상담접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병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과거 대비 자유롭게 통화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 내담자 소속 군별 분석

소속 2020년 2021년 증가율(%)

육군 1,072 1,095 2.14

해군 106 90 -15

공군 157 219 39.4

해병대 55 61 10.9

전환
복무

의무경찰 75 26 -65

의무소방 2 5 150

사회복무요원 164 139 -15.2

기타 보충역, 대체복무역
(전문산업요원, 공보의 등등)

6 5 -16.6

기타 73 68 -6.8

총계 1,710 1,708

* 증가율은 총 상담증감분을 고려한 보정치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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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상담결과 대비 전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해군의 경우 다소 줄어들었고, 해병대의 경

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매해 큰 폭으로 상담이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올해 공군에서 연달아 발생한 성폭력, 가혹행위 사건과 연관이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조종사를 중심으로 특기 / 전문화된 간부 위주로 군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병영 관리의 중요도가 육군 등 병력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곳에 비해 떨어지

는 경향이 있습니다. 

§ 또 공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대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성과제 외박 등 출타에 있어 타군에 

비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어 긴 복무기간에도 불구 인기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점

이 사라지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복무염증과 불만이 급증한 부분도 다소 관찰됩

니다. 

§ 해병대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상담의 수는 육군에 비해 낮으나, 타군에 비해 전

근대적 폭력 및 ‘이빨’로 대표되는 기수문화, 가혹행위 등 악성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계속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의무경찰의 경우 2021년 마지막 모집이 종료됨에 따라 상담의 절대

적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② 피해자 · 가해자 유형별 신분 분석

§ 피해자 파악 사건 : 1,628건 

피해자 신분 건수 비율(%) 2020년 비율

현역 1,196 73.4 74

예비역 160 10 9.7

보충역 143 8.8 10

상근예비역 17 1 1.6

민간인 98 6 4.2

기타(제1국민역 등) 14 0.8 0.5

 * 대체복무역은 접수된 사건이 없었음.

§ 가해자 파악 사건 : 771건

 * 대체복무역은 접수된 사건이 없었음.

가해자 유형 건수 비율(%) 2020년 비율

현역 617 80 76.7

예비역 34 4.5 5

민간인 (사회복무 근무지 등) 100 13 15.3

보충역 2 0.25 0.5

상근예비역 2 0.25 0.5

기타 (공무원 등) 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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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보충역, 예비역 등 현역이 아닌 피해자의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피·가해자 

모두 현역에 다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의 피해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피해자 중 민간인은 군인이 가해자인 (성)범죄 피해자 또는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공

무직, 민간근무원 등) 이 해당합니다. 병력구조 개편 및 징모혼합제 확대, 모병제 이슈가 계속하

여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전투분야의 민간인 채용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와 관련한 고충 접수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다루고 있는 기능이 미비하고, 

노동조합 등의 결성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정비 및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➃ 피해자 · 가해자 관계 분석

피해자 신분 건수 비율(%)

지휘관(상관) 244 31.1

상급자(준상관) 202 26.2

선임 163 21.1

동기 21 2.7

후임 8 1.2

정부기관(국방부, 병무청 등) 41 5.3

민간인 18 2.3

하급자 10 1.3

군무원 2 0.3

기타, 알수없음 62 8

§ 파악된 가해자 771건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지휘

관 또는 상급자(준상관) 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상담이 영내에서 발생하는 병사 간 가혹행위

나 폭행, 병영부조리 보다 지휘관계에서 오는 병영부조리나 부당지시, 고충이 많음을 의미합니

다. 후술할 가해자 계급별 분석에서도 부사관 중 상사(행정보급관 계급), 중령(대대장 계급)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한편 가해자를 하급자라고 지목한 10건 중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였습니다. 이는 군의 전통적인 계급질서가 성별이 개입되는 순간 쉽게 역전되는 경

향이 있고, 이것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중요 기저 중 하나임 알 수 있습

니다. 현행 성폭력 관련 징계, 형사처벌 규정은 계급이 역전된 ‘하극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

분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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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피해자 · 가해자 계급별 분석

§ 피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  사

훈련병 56 5.7

986

(60.6%)

이  병 32 3.2
일  병 170 17.2
상  병 172 17.5
병  장 206 20.9
병(전체) 350 35.5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16 - 16(1%)

간  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65 29

224

(13.8%)

중  사 53 23.6
상  사 29 12.9
원  사 7 3.1
준  위 3 1.4

부사관(전체) 67 30

장  교

소  위 7 7.1

98

(6%)

중  위 32 32.7
대  위 29 29.6
소  령 7 7.1
중  령 5 5.1
대  령 - -

장교(전체) 18 18.4

장  성

준  장 - -

0
소  장 - -
중  장 - -
대  장 - -

군무원 32 - 32 (2%)

기타
근무원(계약직) 5 - 5 (0.3%)

기타 266 - 266 (16.3%)
1,627

* 의경, 의무소방은 각각 군 계급으로 환원하여 분석하였음.

* 계급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자와 예비역은 출신 분류(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서 전체로 분류하였음.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민간인 및 계급 미응답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 전년도 상담 분석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병사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가해자 관계에서 가해자가 선임인 경우보다 지휘관 혹은 상

급자인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저계급자보다 상, 병장들이 상대적으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고, 더불어 중간지휘 계층과의 마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한편 전체적으로 장병들의 고충 사안이 전통적인 가혹행위, 부조리 고충에서 휴식권 등 사회권

적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병장 계층의 상담이 증가한 

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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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사와 중사, 중위 및 대위가 가장 높은 비율로 피해를 호소하

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은 작으나 병력관리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분대장, 부소대장, 중대장)을 담당하는 점, 그리고 연차가 낮은 간부로서 겪는 

근무 고충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초과근무, 주말 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

약 등 노동권과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 매해 1 ~ 2건 정도 접수되던 사관후보생의 경우 2021년 한해 16명으로 늘었고, 이 중 1명을 제

외하고는 모두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 신분이었습니다. 엄격한 교칙과 규율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생활 중의 고충을 다수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

례적인 일인데, 한편 고급장교 양성 과정인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규율보다도 인권침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세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가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  사

훈련병 1 0.6

172

(22.3%)

이  병 - -
일  병 22 12.8
상  병 45 26.2
병  장 35 20.3
병(전체) 69 40.1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 3 (0.4%)

간  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32 18.6

172

(22.3%)

426

(55.2%)

중  사 28 16.3
상  사 59 34.3
원  사 31 18
준  위 6 3.5

부사관(전체) 16 9.3

장  교

소  위 4 1.7

230

(29.8)

중  위 18 7.8
대  위 51 22.2
소  령 35 15.2
중  령 62 27
대  령 15 6.5

장교(전체) 45 19.6

장  성

준  장 3 12.5
24

(3.1%)

소  장 13 54.2
중  장 3 12.5
대  장 5 20.8

군무원 13 - 13 (1.7%)

기타
근무원(계약직) 1 - 1 (0.1%)

기타 156 - 156 (20.3%)
계 771

* 계급 분류 및 통계 방식은 피해자 계급 분석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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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을 상호 분석하였을 때 피, 가해자 관계에서 나타난 것과 마

찬가지로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침

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계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피해

자 계급과 달리 가해자 계급에서는 상, 병장 비율이 높고, 피·가해자 관계에서도 가해자가 선임

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병영 내 부조리,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

니다.

§ 마찬가지로 전체 가해자 중 대위(중대장), 중령(대대장), 상사(행정보급관) 계급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피, 가해자 관계 분석에서 나타나듯 해당 계급이 일선 부대에서 실

무를 도맡을 뿐 아니라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지휘관, 관리자 직책

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 피·가해자 계급 분포 비율 비교]

구분
2020년 1순위 2021년 1순위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병 병장(20.3%) 병장(30%) 병장(20.9%) 상병(26.2%)

부사관 하사(30.4%) 중, 상사(각 30.2%) 하사(29%) 상사(34.3%)

장교 대위(40.2%) 대위(26.7%) 중위(32.7%) 중령(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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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피해유형 별 분석

피해유형 2020년 2021년 증감률(%)

가혹행위(고문/악폐습) 82 85 7.7

구타(상해/폭행) 96 106 14.8

언어폭력(모욕/폭언) 273 296 12.7

자의적구금(영창) 24 6 폐지

그린캠프(블루캠프) 1 2 122

피구금자 권리침해 2 0 -

보훈/보상
보훈/보상(유공자/배상/공상) 73 77 9.6

순직/공상 23 17 -23

사망(자살/의문사/사고사) 24 47 104

의료사고/분쟁 3 6 114

진료 미보장 등 112 130 21.4

디지털성범죄 10 16 66.6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 16 17 11.1

성추행(강제추행 등) 44 83 96.2

성희롱 55 62 17.2

차별
성차별 4 7 84.2

성소수자 차별 5 9 87.5

군형법92조6 2 1 -47.9

병역거부/대체복무 5 2 -58.3

병영부조리
(불법명령/부당,사적지시/부패비리/왕따)

545 455 -13.2

복무부적응
부적응 58 59 5.7

부적합 41 52 31.9

인사불이익 85 57 -30.2

부당징계 59 58 2.29

군수지원/복지 87 110 31.4

사생활침해/통제 282 147 -45.8

적법절차(피의자, 피징계자 권리) 23 19 -14

단순문의/의견개진 434 462 10.6

기타 152 124 -15.1

계 2,620 2512

* 피해유형은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성폭력 관련 통계는 집계 및 보고 방식이 여성가족부 기준과 달라 상담지원팀 – 군성폭력상담소 상호 값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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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매해 접수율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도 큰 폭으로 상

승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부터는 가벼운 단계의 추행보다도 다른 범죄가 수반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악성 성폭력 접수 건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한 해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전반적인 신고율이 상승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병영부조리 상담은 감소한 대신,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혹행위와 폭행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병영관리에 있어 허술함과 해이함, 전반적인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보다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의 재정비와 대

대적인 점검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사망의 경우 2021년 한 해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여러 건 보도되면서 상담 

접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 되었습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군 20전투비행단 성

폭력 피해자 사망사고가 보도되기 전 5월까지는 월 1건, 과거사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다가 6월

부터 11월까지 급격히 증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담 중에는 과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

사 요청 및 문의와 관련한 상담이 여전히 많지만, 국방부 통계에서도 2021년 전체 군 사망사고

가 102건, 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83건에 달하여 센터와 마찬가지로 두 배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년 사이에 사망, 가혹행위, 폭행, 성폭력 등 악성사고의 상담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2021년은 방역상황에서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여건이 열악한 격리 시설을 억지로 운영하거나, 

붕괴 직전의 막사를 고쳐 쓰거나, 또 급식 문제가 불거지는 등 장병 복지와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불만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시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듯 군수지원/복지와 

관련한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한편 전년 대비 취사병에 대한 상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단기

적인 개선 조치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겠습

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초기 혼선이 많았던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지침이 안정기로 들어

온 2021년은 사생활침해나 인사불이익 등과 관련한 상담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였습니다. 

※ 코로나 직접 관련 상담 2020년 352건 → 2021년 268건으로 감소



- 19 -

➅ 침해 권리별 분석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2년 정도 유지됨에 따라 격리지침 등과 크게 관련이 있는 주거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침해권리 항목에 대한 상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된 병영환경 및 생활패턴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과 같이 

진료, 질병과 관련한 상담은 여전히 증가 중인데, 피해 유형 중 진료권 침해 항목이 증가한 것

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폐쇄된 병영과 군병원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빠른 일상 진료 

/ 외진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호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해권리 2020년 2021년 증감률(%)

인격권
(행복추구권)

존엄 및 인격권
(행복추구권)

552 562 8

생명권(안전) 187 216 22.5

건강권(보건/진료) 226 231 8.5

양심의 자유(종교/사상) 16 9 -40

표현의 자유(언론/출판/학문/예술) - 1 -

정보권(접근/비밀/통신) 69 66 1.5

신체의 자유(거주/이전/구금) 101 71 -25.3

사생활의 자유 211 94 -52.7

참정권(집회/결사/정치적중립) 6 5 -10.7

평등권 149 108 -23

청구권(수사/재판/보훈 등) 243 271 18.3

노동권
(휴식/복지/인사/근로)

노동권(복지/인사/근로) 217 185 -9.5

휴식권 175 187 13.4

경제권(임금 등) 11 3 -70.8

재산권(사유재산 등) 31 23 -21.2

문화권
(교육/환경/의식주)

문화권(교육, 여가 등) 16 11 -26.6

환경권 47 60 35.7

주거권 25 9 -61.7

단순문의/의견개진 394 443 19.3

기타 133 92 -26.5

계 2,809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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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권은 노동권적인 의미에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지만, 상담분류 과정에서는 

대체로 휴가와 관련한 상담이 접수될 경우 부여하는 침해 코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

가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져 휴가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

이므로 당분간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휴식권의 경우 직업군인은 초과근무의 

강요, 당직 이후 퇴근 미보장 / 병사의 경우 잦은 당직 근무, 오침 미보장, 교대 근무자 고충 상

담이 많은데, 대부분 부대 운영 및 지휘와 많은 연관이 있고, 또 고질적인 인력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청구권은 수사, 재판, 보훈, 징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고충, 혹은 문의에 관한 권

리 항목입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수사,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 정당성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

으며, 한편 가해자 상담도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훈 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전역 

이후에 진행되는데, 군 생활과는 별개로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군에서 대부분 안내받지 못하고, 당사자가 직접 민원 등을 통해 물어물어 문

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훈제도를 통해 군 생활 이후에도 군에서의 노고과 부상 등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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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지원 평가

§ 상담지원팀은 2021년 팀장 1명, 간사 2명으로 운영되었으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협조하여 함께 성폭력 상담지원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간 상담회의 진

행, DB 관리 및 분석을 통해 개별 사건의 상담 외에도 중점 모니터링 과제를 선별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정책 발굴 및 제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전년도 상담에 비해 올해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상담이 접

수되었고, 특히 장병들이 군 급식 문제, 시설 문제 등 일반적인 인권침해 상담 외에도 규정과 

절차에 관한 문의, 복지와 문화 등 사회관과 관련한 상담들을 다수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혹행위, 폭행,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악성 사고와 관련된 상담은 증가

하고 있어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성폭력 사건 공론화 등의 여파로 접수율이 높아진 것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병영인권 문화의 혁신 및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작년과 같이 폭발적이진 않았으나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병영이 예전과 다른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편 호소도 적지 않게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건강권(진료권침해) / 

휴식권 침해 등 비상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병원 시스템으로 인해 이어지는 진료 지연과 휴

가 사용에 대한 불편에 대한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올해

에도 비슷한 비율로 접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규모 대비 여군 내담자가 지속하여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공론화 된 2021년 5월 말부터 9월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2021

년에는 여군 피해자가 세 자리 수에 육박하였습니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자체보다 사

건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크게 호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군 내 문제 해결 시스

템이 무너져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군 피해자 수 20 34 62 95

비율(%)
(전체 피해자)

1.9%
(1,061명)

2.3%
(1,490명)

3.8%
(1,643명)

5.8%
(1,6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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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원 사건 (언론 보도, 법률 지원, 인권위 진정, 공문 대응 등) 

케이스 시기 소속 사건 유형 지원 방식

1
해병 ○사단 구글맵스 이용 병사 

사생활 감시 중단 요청
2021. 1. 해병대 사생활침해

인권위진정
(인용)

2
육군◇◇사령부 PCR 검사 
대상자 공가 처리 요청

2021. 1. 육군 기타 공문대응

3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2021. 4. 육군

병영부조리
사생활침해

언론대응
인권위(긴급구제)

4
공군 ○여단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 관련 개선 요청 
2021. 4. 공군

군수지원/복지
(정보권)

공문대응

5
육군 □사단 병사 항고권 행사 

방해 및 협박 관련
2021. 6. 육군

병영부조리
적법절차침해

언론대응
법률지원

6
다자녀부(父) 에 대한 당직면제 

규정 신설 및 개정 요청
2021. 6.

국방부
(전군)

군수지원/복지
인권위진정

(인용)

7
공군 ◇비행단 병사 집단 

가혹행위, 감금, 폭행
2021. 7. 공군

폭행, 
가혹행위

언론대응
법률지원

8
공군 □비행단 영내 간부숙소

무단검열 금지 요청
2021. 7. 공군 사생활침해 공문대응

9
육군 ☆사단 간부 대상 복지명목

금전거출 중지 요청
2021. 8. 육군 병영부조리 공문대응

10
해군 □부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 2차 가해
2021. 9 해군

병영부조리
인사불이익

언론대응

11
해군 ○○함 병사 가혹행위 및 

괴롭힘 피해 후 사망
2021. 9. 해군

폭행,
가혹행위

언론대응
법률지원

인권위진정

12
육군사관학교 추석 연휴 생도

휴가제한 완화 요청
2021. 9 육군 기타 공문대응

13 훈련병 스마트폰 사용 허용 요청 2021. 9.
국방부
(전군)

기타
인권위진정

(기각)

14
육군 ◇사단 영내 간부 숙소 

무단 검열 금지 요청
2021. 10. 육군 사생활침해 공문대응

15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성별정정 

완료 트랜스젠더 제외 요청
2021. 10. 병무청 성소수자

공문대응
언론대응

16
해군 ○○사령부 고충 병사 대상 

간부 역고소 및 2차가해
2021. 10. 해군 병영부조리

법률지원
언론대응

1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폭행

2021. 11. 병무청
폭행,

가혹행위
언론대응
법률지원

18
간부 임용 시 반흔 및 흉터

관련규정 개선 요청
2021. 12.

국방부
(전군)

기타 공문대응

* 내담자 및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케이스만 한정적으로 공개    ** 성폭력 사건은 <군성폭력상담소> 순서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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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연구

1. 장병 기본권 증진 사업

§ 군인권센터는 장병 기본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 되는 반인권적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사업 및 토론회 등

1) 북한군인권실태조사 및 발표 토론회

 군인권센터는 2018년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의 기금사업에 선정되어 전인미답

의 영역이었던 북한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독립연구자(이기찬 박사, 사회인류학)를 객원으

로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연구는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표를 2021년 3월 3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북한 

군 인권 상황을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은 한계가 있으

나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복수의 진술과 타 문헌 등으로 확인되는 정보만을 추려서 객관

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보고서 구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와 경제·사회·문

화적 권리 실태로 나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독일대사관, 호주

대사관 등에서도 참석하였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에서는 생명권, 고문금지, 강제노동금지, 피구금자 처우, 사생활의 비

밀, 통신의 자유, 평등권, 입당, 성폭력, 신소제도 등을 다루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

태에서는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경제권(월급)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시민적·정치

적 권리 실태로는 공개처형 집행, 통제수단으로서의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 군인 간 구타, 비군

사적 작업 동원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열악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0년 복무간 공

식·비공식 휴가의 미보장, 뇌물수수 및 성상납, 우편 분실 및 검열, 분대장급 인원의 휴대전화 

사용, 성폭력과 낙태, 형식적 신소제도(소원수리)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주요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 실태로는 정량 배급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영양실조 등)과 그에 따른 식량 자체조달(도

둑질 등), 상하수도 등 위생 및 편의시설의 결핍과 냉난방 및 숙식시설의 부족, 여군 위생용품 

보급 부족, 담배 1갑 정도에 불과한 월급 및 횡령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찬 박

사는 북한 군의 수준을 인권의 최저 준칙으로 볼 수 있는 넬슨만델라 규칙에 준하여 평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을 유념하여 감군 및 복무기간 단축 등 개선책이 실질적으로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3월 30일 개최된 발표회에서는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북한군 – 북한체제 – 분단체제와 

같은 복합적 연구의 틀을 형성했다는 점, 북한군 인권실태에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함을 증명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성 북한군, 병사, 이산가족 관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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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취약계층의 군 인권실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또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국방연구

원의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평화권, 자결권, 연대권까

지 나아가야 함을 재확인하고, 더불어 북한과 북한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한국 사회가 

인권의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인권 소프트파워를 늘려감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

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으로 북한군 인권 실태가 북한 주민 일반의 인권 상황과 어떤 구조

로 맞물려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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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정부 4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군인권센터는 2019년부터 언론사 뉴스톱의 ‘문재인미터’ 작업(문재인 정부 2주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군 인권관련 공약을 공약집을 토대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인권 관련 공약은 책임국방 5번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에 따라 1)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2) 공무

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3) 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취득 등 군복무중 자기계발기

회와 지원확대, 4) 군장병 인권보호 강화(의문사 진상규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5) 우리 농산

물로 군대급식 질향상, 6)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주년을 기점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공약 영역은 3주년 평가 때보다 후퇴하고 있

는 등 부족한 지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은 양적인 측면에서 목표

치를 상회하거나 일부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개혁이 있었으나 정책의 실천 현장에서 정책 수혜

자들에게 끝까지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특히 문제가 대

두되었던 군 성폭력 및 급식 개선의 경우가 그러했으며 치료비 지원의 경우 오히려 병가 사용

에 제약이 생기고 보험 지원대상을 공상으로 한정지어 공약했던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

으로 법률이 마련되면서 후퇴하였습니다. 

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군인권센터는 2019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군 교정시설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고, 2020년에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군사법원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영국,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였고, 주로 군사

법체계가 일반형사법체계로 편입되는 경향을 확인하고, 군사법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각 국

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수사·기소·재판이 군 지휘관으로부

터 독립되도록 여러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아예 군사법원이 

폐지되어 일반형사법체계가 군사범죄까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등에 따라 지휘관의 개입권이 대폭 소멸하였습니다.1)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사법연감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형사법 이론 외에 실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군사법제도만이 가진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전자는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을 통솔하고 군판사 등 임명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는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판결

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조인이 아닌 군인을 군판사로 개입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런 예외적 제도

의 존재 이유를 군은 군사범죄가 일반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고,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다르다

1) 참고로 미국은 ‘바네사 기옌의 죽음’을 포함해 2020년 연이어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 살인 사건으로 2021년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체계의 개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21년 살인, 강간,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를 군사법체계에서 일반형사법체계로 이관하려는 논의가 하원에서 추가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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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볼 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순정군사

범죄는 고작 8%에 그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실제 군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는 군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군사법원 개혁 방안’을, 미시적 관점에서 ‘군사법원 제도 보안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 군사법원을 대법원 산하로 이전하고, △ 각급 고등법원과 지방법

원의 군사부로 형태를 전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보안책으로는 △ 심판관 제

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등을 폐지하고, △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 군사법

원의 물리적 소재지를 부대 밖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

 2021년, 故 변희수 하사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변희수 하사의 복직

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유가족의 소송 수계로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강제로 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공대위와 함께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트랜스젠더 등 성소

수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추동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국방부와 육군의 사과를 받아내고 고인이 순직 결정을 받아내기 위

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에 협력하는 한편, 계속하여 국방부와 육

군을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

력하겠습니다.

[2] 제도 개선 사업

1) 군사법원법 개정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사망의 원인이 된 군검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국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의 재판,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

는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랜 시간 여러 피해자를 양산해 온 평시 군사법체

계 폐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6월 10일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

의의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에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진술인으로 발언했습니다. 최 부소장은 현행 제도가 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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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반하고, 비교법적으로도 폐지 흐름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

의한 개정안의 항소법원 민간 이양 및 군검찰 독립성 확보를 유지하되, 비순정군사범죄는 1심도 

민간이 수사,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변호사는 군사기밀 유출이 우려되

므로 고등군사법원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김 교수는 전시전환 고려, 적의 법원 장악을 통한 

역공 가능성, 법원의 다양성, 사건관계인 출석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예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토론회 참석, 언론 기고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설득,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방부를 압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사망사건, 성폭력,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 및 수사관할만 민간으로 이전되는 누더기 타협 입법이 이루어

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개정 법률에 따른 변화된 군사법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평시 군사

법체계 폐지의 완성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가겠습니다. 

2) 군인권보호관 설치

 2014년 육군 제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국회가 설치를 결의하였던 군인권

보호관이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전담 상임위원 증원, 불시

부대방문조사권 등 군인권보호관의 실효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반쪽짜리 입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 낸 제

도입니다. 센터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견인 등을 통해 

온전한 형태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군인권보호관 설치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간의 

문제를 살펴 재차 법률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의 논의 결과에 부서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추후 군인권보호관의 실효적 설치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개정 입법까지 완수함

은 물론,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감시,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3) 군 급식 체계 개편 추진

 2021년은 군에서 벌어진 부실급식으로 국민의 공분이 크게 일었던 한 해였습니다. 군인권센터

는 땜질식 정책을 남발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늘리면 된다 주장하는 국방부의 말대로라면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판단하여 보다 근본적인 급식 조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이 꼭 필요

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기고 등 여론화 작업, 관련 

급식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모델로 지

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공공조달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 28 -

 국방부는 현재 책임을 방기하고 부실급식의 원인을 농가에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여러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올

바른 군 급식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 토론회

 군인권센터는 2020년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에 참여한 바 있

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 토론

회’를 2021년 5월 25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군인권센터 김형

남 사무국장은 ‘2020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

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서는 단기 과제로 (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 공백 대체, (2) 만성질환자 

의료관리 정책, (3) 군병원 진료 대기 단축, (4)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해소, (5) 장

병 건강권 교육 패러다임 변화, (6) 군 장기 전문 의료인력 수급 개선, (7) 감염병 대응 체계 정

비, (8) 정신의학 주도하 위기 및 부적응 병사 관리·치료 포섭, (9) 병원급 군 의료시설 민간 개

방, (10) 사회복지제도 내 맞춤형 보훈·보상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장기 과제로는 (1) 

1차 의료 기능(관문 역할) 집중, (2) 군 의료 특화 투자, (3) 보훈·보상의 실질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방 개혁 및 공익 증진

1)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대선 정국에서 붉어진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가산점제’ 등 여러 병역제도에 

대한 모순 지적과 해결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논의가 깊이감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

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평화와 인권을 기치로 한 새로운 병역

제도 정립을 위한 자리를 5월 11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형식의 좌담회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강인화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광식 박사, 그리고 군인권센

터 김형남 사무국장,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여성·평화학 연구자 정희진 박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좌담회에서는 현재 병역제도와 그를 둘러싼 논의 환경이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식’이거나 안

보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면밀한 분석 없이 이어지고, 군 구조 개혁은 논외로 하는 등 문제에 공

감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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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 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군인권센터·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한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

블에 이어서 후속작업으로 새로운 병역제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 11월 10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 방

안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인구 감소에 따른 환경적 요인,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 

2021년 재확인된 열악한 군 인권 실태 등을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1) 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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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30만으로 감군, (2) 징모 혼합제 도입, (3)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4) 군 구조 효율화, 

(5) 군 인권 개선 등의 개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참여연대

[3] 국방 인권정책 감시 - 정보공개 청구

§ 군인권센터는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국방부와 군이 헌법과 우리 법률의 가치

와는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각 

군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및 2020년 군 급식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에 이어서 

2021년에는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보고서의 공개 현황을 파악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비공개되

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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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자살사고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군인권센터는 2021년 1월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2019년 실시한 「자살사고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연구」 보고서가 온나라정책연구(www.prism.go.kr)에 ‘국방관련 사항으로 비공

개’되어 있어 군인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월 22일 해당 보고서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향후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라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3월 16일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동월 24일 답변서를 송부하여 동법 

제5호 외에 연구에 참여한 인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군인권

센터는 8월 12일 당시 로스쿨 실무수습생 등의 검토를 거쳐 보충서면에서 동일성이 없는 행정

처분 사유의 변경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FGI 등에 첨여한 인원의 의견이 「개인

정보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동월 24일 45~61쪽을 제외

한 보고서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

법」이 규정한 ‘전부공개원칙’ 및 ‘부분공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었기에 군인권

센터는 재보충서면을 9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2일 심리기일을 갖

고,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중앙행심위원회 2021-03792). 

다만, 국방부는 여전히 45~61쪽을 제외한 채로 해당 보고서를 화질이 낮은 스캔본 PDF로 공개

함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이번 부분공개에 대해서 재차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12월 24일 청

구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동월 31일 답변서를 송부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다

만, 화질 문제에 관하여는 전자파일로 해당 보고서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인쇄물로 공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육군본부,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 보고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군인권센터는 「다문화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가 2013년 실시되고 2019년 6월 이후 

공개 검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책결정 중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시 정책 수립 및 추진’

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어 있어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2021년 1월 11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동월 20일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및 「국방정보공

개운영훈령」 제10조(별표1 제2호)를 들어 해당 보고서가 국방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3월 16일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월 26일 육군본부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송부하였고, 군인권센터는 8월 12일 당시 로스쿨 실무수습생 등의 검토를 거

쳐 육군본부의 처분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밝히어 처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여전히 부분공개 의무가 있음을 환기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16일 심리기일을 

갖고 군인권센터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3729). 육군본부는 12월 9

일 보고서를 전부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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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연대 

1. UN 인권체계 등 국제협력 사업

1)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군인권센터는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에 대하여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들에게 긴급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UA KOR 2/2017). 

군인권센터는 이후에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하여 변화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UN에 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 역시 2020년 UN에 긴급청원한 바 있

습니다(AL KOR 4/2020). 2021년 2월말 변 하사가 사망한 후 3월 15일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가 

보낸 공식 애도 서한을 변 하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10월에 나

온 승소 소식 또한 UN과 공유하였고, 12월 13일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

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한 육군의 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직권조사하기로 한 소식 또

한 알렸습니다. 

2) UN 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

 한편 군인권센터는 2020년 5월과 6월 각 2012년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두 분과 

2014년 발생한 민간인 군사재판(감치) 피해자 두 분의 사건에 대해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에 UN 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21년 6월경 예비

심사를 진행했고, 12월 30일자로 상관모욕죄 사건을 위원회 규칙 제99조제(c)항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하고, 심의 절차 개시를 통보해 왔습니다.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는 6개월 이내에 반론서를 제

출하게 됩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해당 사건의 희망 구제방법을 2004년 일반논평 제31호와 2016년 

「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

3) UN ECOSOC 협의지위 신청

 군인권센터는 2012년에 이어 2019년 6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신청한 바 있

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종 국제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2021년 5월 NGO위원회 

정기회기에서 중국 대표와 쿠바 대표로부터 전체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민간부문 수입에 대한 소

명과 전체 지출의 65%에 해당하는 경상운영비의 세부내역 소명을 요청받아 답변하였고, 8월 개최

된 회기에서 중국 대표로부터 여성지위위원회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받아 답변하

였고, 이어서 열린 9월 회기에서 중국 대표로부터 전체 수입의 2%에 해당하는 정부 지급금(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아 답변하였습니다. 

2) 각 국제인권조약은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조약기구(Treaty Body)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구는 조약 해설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조약이행 감시(국가보고, State reporting)를 담당하며 선택의정서 등을 통
하여 개별 시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의한 후 가해 국가에게 권고(견해, View)를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에 
관하여 수 차례 개인통보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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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대 활동

1) 미합중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협조 등

 미국 국무부는 2020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2021년 3월말 발표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주한미국대

사관 국문번역본을 원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고서에서는 군형법상 추행

죄(제92조의6)에 대한 지적이 2008년 이래 이어졌고, 공군 간부의 병사 성추행 사건,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재판 소식 등 또한 다뤄졌습니다. 한편, 예년과 같이 8월에는 군 

인권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막바지에 발생한 각종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자료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2) UN 인권규범 문헌 한역

 군인권센터는 필요에 따라 UN 등이 채택한 국제인권규범 문헌을 번역하여 누리집 자료실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UN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보고서(A/HRC/46/37/Add.6)가 발표되

어 군인권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UN 특보는 2019년 7월 15일

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이라도 「군

형법」제92조의6의 적용과 집행을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LGBTI 개인들이 폭력과 차별없이 군 복

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적 다양성과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교육·훈련을 우리 군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무사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에 우려를 표하며 

책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UN 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1]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군인권센터는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심의를 앞두고 2020년 1월 단독보고서와 2월 시민사회

단체 연합보고서를 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5월 사전쟁점사항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을 채택했고(CAT/C/KOR/QPR/6),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서

(CAT/C/KOR/6)를 2021년 7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2일 공청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대국민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극히 일부만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2]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군인권센터는 UN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심의를 앞두고 2019년 4월 단독보고서와 시민사회단체 

연합보고서를 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UN 자유권위원회는 8월 사전쟁점사항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을 채택했고(CCPR/C/KOR/QPR/5),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서(CCPR/C/KOR/5)

를 2020년 9월 17일 제출하였고, 위원회가 2021년 8월 24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절

차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보고서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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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활동

 

 2021년 2월 초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목도하고 군인권센터는 2017년 계엄령과 위수령을 

우리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희망계획’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연초와 연말에 열리는 전체회의 등에 참여하고, 연대기금 분담금을 납부

하여 미얀마 현지 활동가들과 연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인

정하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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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인권교육

1. 내부 연수 및 외부 강의 등

§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화에서 2021년 군인권센터는 외부 강의와 시민 대중 강좌에 주력하였

습니다.

시기
교육명 대상자 강의자

월 일

3 2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강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김형남

4 7 <나눔과꿈> 사업 자문 조규석, 함성현 장숙랑

4 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특강: 군 
성소수자 건강권

협회 소속원 김형남

5 22 2020 하반기 워크샵: ESG 세미나 군인권센터 사무국원 조규석

5 25 인하대학교 교양강의 특강: 군 인권 인하대 학생 김형남

6 3 성공회대 MAINS 재학생, 기관방문 특강 MAINS 석사과정생 조규석

6 22 인권치유119 특강: 군인권과 건강권 보건의료인 김형남

6 23 대전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강연 대전충남지역활동가 김형남

7 22 정의당 대표단 및 의원단 특강 정의당 국회의원 등 임태훈

8 12 베를린자유대 여름특강: 군 성소수자 인권 한국학 석·박사과정생 등 조규석

9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라인 농성 특강 시민 김형남

9 14 KAIST 여군 인권 강의 KAIST 학생 방혜린

9 15 KAIST 소수자 인권 강의 KAIST 학생 김형남

9 15 세계시민선도교사모임 특강: 여군 인권 모임 소속원 방혜린

10 1 제주대학교 교양강의 특강: 군 인권 일반 제주대 학생 방혜린

10 30 초등 성평등 교육회 특강: 군 성폭력 소속 회원 방혜린

11 17 서페대연 특강: 여군 인권 소속원 방혜린

11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 
성찰과 과제-한국 민주주의 현 위치를 묻다

초청 시민 등 방혜린

12 21
홍익대 미술대학 학생회 특강: 군 인권과 
군 성폭력

홍익대 학생 방혜린

※ 내부 연수는 모두 군인권센터 예산으로 진행하였으며 4/7자 자문은 <나눔과꿈> 예산에서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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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권 교육홍보 자료 배포

§ 군인권센터는 각종 군 인권 문제가 붉어지던 2021년 여름(6~8월) 동안 군 인권의 기준을 국제인

권규범에서 찾아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5가지 주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공식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였습니다. 

시기 주제 세부내용

6월 자유권: 자유권규약
성소수자 차별, 군인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자 보호, 대체복무제

7월

성평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성폭력 가해자 처벌, 신고와 상담 

보장, 성소수자 차별

군사법: 고문방지협약
군사법 독립성, 민간인 군사재판, 

영창 폐지

문민통제: 고문방지협약
국방감독관제 도입, 민-관-군 

거버넌스 역사, 제복입은 시민

8월 군폭력 및 보훈: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군 폭력 근절, 침해구제, 인권교육



- 37 -

VIII  시민 참여 

1. 후원 현황

1) CMS전체회원 : 1,336명  (2021. 12. 31. 기준)

  ▪ 계좌이체 : 1,154명 /  카드결제 : 182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42 25 21 24 10 103 46 44 181 151 327 127 216

<표> 후원개시 연도별 현시점 계속후원 중인 회원 수 (단위: 명)

2) 2021년 후원회원 월별 변화 추이

월
회원 수 약정 후원금액3)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1218 ▼24 20,670,050 ▼397,000 

2월 1215 ▼3 20,665,050 ▼5,000 

3월 1238 ▲23 21,029,550 ▲364,500 

4월 1256 ▲18 21,328,900 ▲299,350 

5월 1267 ▲11 21,516,900 ▲188,000 

6월 1296 ▲29 22,022,900 ▲506,000 

7월 1302 ▲6 22,237,900 ▲215,000 

8월 1303 ▲1 22,322,900 ▲85,000 

9월 1340 ▲37 22,904,900 ▲582,000 

10월 1344 ▲4 22,987,650 ▲82,750 

11월 1345 ▲1 22,947,650 ▼40,000 

12월 1336 ▼9 22,712,650 ▼235,000 

(1월)−(12월) 1,336 ▲118 22,712,650 ▲2,042,600

  ※ 2021년 결산 ('20년 1월과 12월 비교) : ▲118 명 / ▲2,042,600 원 (코로나-19 前 회원 수 회복)

    

3) 약정된 후원금액이므로 실제 입금된 후원액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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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1. 상담사업

■ 총 866건 2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4)

2019년 5월 군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한 이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전년도 대

비 2배 이상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군성폭력 상담은 총 200명, 866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

다. 한 내담자 당 평균 4.33번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상담이 이어진다는 것은 

군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것입니다. 

년도 2020년 2021년

건수 386 866

명수 127 200

(1) 피해 내용에 따른 분류

피해 내용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는데 총 429건으로 107명의 피해자 중에 여

성이 37명, 남성이 70명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 강간·유사강간이 239건으로 총 18명의 피해자 

중 여성이 14명, 남성이 4명입니다. 불법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디지털성폭력 

상담이 총 125건, 20명 중 여성이 17명, 남성이 3명에 이르고 네 번째로 성희롱 상담이 총 72건, 

여성이 15명, 남성이 39명입니다. 

강간·유사강간의 경우 1인 당 평균 13회 이상의 상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안의 심각성

으로 인해 추가상담과 긴급성을 요하는 법률 및 의료지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년과 달

리 디지털성폭력이 성희롱보다 높은 상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유포 등 사안의 심각

성으로 인해 추가상담과 지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간·유사강간과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여

성 피해자의 비율이 다른 상담에 비해 특히 높습니다. 여군(21년 현재 여군 비율 8.2%)이 적은 

군대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할수록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여전히 낮은 군의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강제추행과 성희

롱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군인의 절대 다수가 남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 조직의 낮

은 성인지 감수성과 달리 피해자들의 성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강제추행과 성희롱 

상담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내담자가 경험한 신체접촉이 강제

4) ‘1건’은 상담 1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아미콜 통계에서 사용하는 사건 개수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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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건수
피해자 성별

합계 여성(명수) 남성(명수)
강간·유사강간 등 239 18 14 4

강제추행 429 107 37 70
디지털성폭력 125 20 17 3

성희롱 72 54 15 39
기타 1 1 - 1

합계(건) 866 200 83 117

(2) 가해자 소속에 따른 분류

가해자의 소속이나 신분 별로 보면, 육군이 429건으로 49.5%를 점하고 있으며 이어 공군이 225

건, 26%, 해병대 145건, 16.7%, 민간인이 32건, 3.7%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

로 해군 23건, 2.7%, 사회복무요원 7건, 0.8%, 의무경찰 1건, 0.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과 신분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사법원 등 (군)사법체계가 가해자 관할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소속과 신분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민간인이라

도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가해자 소속 별로 주목할 점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비롯해 공군의 군성폭력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공군 가해자 사건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것은 현 병력체계(2020년 12

월 기준, 55.5만 여명의 군인 중 공군 6.5만 여명, 육군 42만 여명, 해군 4.1만 여명, 해병대 2.9

만 여명)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

로 촉발된 것인지, 공군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구체적인 분석이 가

능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교적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던 공군 또한 성폭력에서는 다

른 군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군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구분 건수 비율(%)

민간인 32 3.7

육군 429 49.5

공군 225 26.0

해군 23 2.7

해병대 145 16.7

사회복무요원 7 0.8

의무경찰 1 0.1

미파악 4 0.5

합계(건) 8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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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계급 및 가해자 유형에 따른 분류

군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군성폭력의 특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체적으로는 선임 및 상급자(지휘관 포함)가 가해자인 경우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파

악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동료가 16명, 후임 및 하급자가 15명 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여군일 경우 동료나 후임·하급자가 가해자인 사례가 남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계급역전된 사례의 15명 중 남군은 2명에 불과합니다. 민간에서는 대부

분 성폭력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반해 여군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하급자가 가해자인 경우

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성폭력의 특수성을 보여 주는 지점입니다. 군성폭력 또한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달리 여군 대상 성폭

력에서는 계급이라는 권력관계 못지않게 성별 권력관계 또한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가 군 조직 내의 여군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문화로 이어졌

기 때문입니다. 여군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 자체에 더불어 소수 인원이라는 점 탓에 악의

적 소문에 더 쉽게 노출되고,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고, 직업군인으

로서의 경력단절 위험 등을 추가로 직면합니다. 결국 군에 있는 한 꼬리표처럼 소문을 달고 다

녀야 하기에 여군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침묵하거나 죽음으로 호소하거나 군 조직을 떠

나는 사례를 상담 현장에서도 접하게 됩니다. 여군이 신뢰하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

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여군 친화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강군의 전제조건은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구축입니다. 

구분

총계

(명)

부사관 위관급 병사 군무원
기타, 

미파악

합 여 남 합 여 남 합 합 여 남 합 여 남

179 46 39 7 10 7 3 99 7 5 2 17 9 8

동료 16 3 3 - - - - 12 1 1 -

선임 및 상급자 124 29 24 5 7 4 3 73 6 4 2 9 5 4

후임 및 하급자 15 8 7 1 3 3 - 2 - - - 2 1 1

기타 지인 등 - - - - - - - - - - - - - -

미파악 24 6 5 1 - - - 12 - - - 6 3 3

(4) 가해자 유형에 따른 분류 (민간인 피해자)

군성폭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민간인 여성 대상으로 한 군인들의 성폭력입니다. 총 25명의 민간

인 피해자 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 피해자입니다. 그중 다순대면인·모르는

사람 4명을 제외하고 민간 성폭력처럼 지인관계에서 다수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군사법체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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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22년 7월 이후에는 군성폭력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인 피해자의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

에서 군 조직의 협조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여성 남성

전·현 애인 7 -

동료 이웃 후배 2 -

직장관계자 3 2

기타 지인 2 -

채팅상대자 2 -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4 -

미파악 3 -

합계(명) 23 2

(5) 내담자 유형에 따른 분류

군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 유형을 보면, 본인이 498건, 57.5%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자지원기관이 176건, 20.3%이며 가족친인척이 106건, 12.2%, 동료이웃지인이 36명, 4.2%, 기타 

42명, 4.9%, 마지막으로 수사사법기관이 8건, 0.9%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인터넷 등 비교적 높은 접근성과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법률지

원과 의료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서 

가해자 상담은 ‘성폭력피해상담소’로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1회성 상담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건수 비율(%)

본인 498 57.5

가족친인척 106 12.2

동료이웃지인 36 4.2

수사사법기관 8 0.9

피해자 지원기관 176 20.3

기타 42 4.9

합계(건) 866 100.0
 

(6) 지원 유형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수사법적 지원이 727건, 84%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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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64건, 7.4%, 의료지원 40건, 4.6%, 심리정서지원 22건, 2.5%이며 기타가 13건, 1.5%입니

다. 

피해자가 처한 당면과제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법적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상담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담소 설립 2년이 넘어가면서 의료지원이 40건으로 대폭 증가했

습니다. 상담소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 지원에서 의료지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유형 중 기타 건은 주로 가해자가 상담을 요청해왔을 때 가해자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유형 건수 비율(%)

심리정서지원 22 2.5

수사법적 지원 727 84

의료지원 40 4.6

정보제공 64 7.4

기타 13 1.5

합계(건) 8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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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사건 

(1)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총 24건,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으로 전역을 하여 타 관할법

원으로 이송한 경우와 피해자 한 명에 형사와 민사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직접적인 가해

자뿐만 아니라 2차 가해자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 등입니다. 21년에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무

고죄 등으로 역고소된 여군 피해자도 2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지원사건은 상대 가해자가 아닌 군

검사가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도 있었으며 소위 여군 길들이기 과정 중에 먼지털이식 조사 끝에 추

행으로 역고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젝트 사업 나눔과꿈 기금 6건,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

원 법률기금 5건, 국선변호인 4건,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1건으로 공익지원 18건이며, 사선 피해자

법률대리인 6건, 선임하지 않고 상담소 단독 지원한 2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유형 별로 보면, 강간/ 유사강간 피해 사건의 경우 총 9건, 6명입니다. 그중 민사 2건, 헌법소

원 1건을 제외한 6건은 모두 형사 사건입니다. 피해자 소속 및 신분을 보면, 육군 3명, 공군 1명이

며 부사관 2명, 위관급 장교 2명, 민간인 2명입니다.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법률지원의 경우 총 11건, 7명으로 모두 형사 사건입니다. 소속은 육군 2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 1명으로 그 신분은 병사 2명, 부사관 3명, 위관급 장교 1명, 민간인 1명입니다. 하

급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1건이 접수되어 여군 대상 성폭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총 4건, 3명입니다. 민사 1건을 제외한 3건이 형사 사

건입니다. 피해자 소속 및 신분을 보면, 공군 2명, 해군 1명으로 부사관 2명, 군무원 1명입니다. 피

해자는 군인인데 가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2건은 징역 4년으로 종결되었으며 2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2건의 경우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 사건이 병합되

어 있고 피해자 또한 피해자 약 25명에, 몇 년간 지속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군사법원 

징역 5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처벌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 성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용감한 신고도 증가하는데 반해 

군 당국의 처벌 속도와 정도가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증거물의 압수

수색을 통한 불법유포를 조기 차단하는 등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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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피해자 가해자 관할법원 사건 종류 법률기금 진행 상황 비고

강
간,

유
사
강
간

중사 상사
제7군단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형사 국선 항소심 진행중 징역3년(1심)

중사 상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나눔과꿈 진행중

중사
제7군단
보통검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태평양 

공익지원
진행중

하사 하사
고등군사법원/

대법원
형사 사선 집행유예 역고소(무고)

대위 준위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형사 사선 징역6년

항소심 (고등군사) 
예정

대위 소령 춘천지방법원 민사 여성가족부 진행 중 2차 가해

대위 근무원 수원고등법원 형사 국선 징역3.5년

민간인 병장
해병대제1사단
보통군사법원

형사 여성가족부 집행유예
항소심 (광주고법) 

예정

민간인 대위 제2군단보통군사법원 형사 사선 군검찰 수사 중 고소장 제출

강
제
추
행

상병 병장 
해병대제1사단
보통군사법원

형사 나눔과꿈
이** 징역3년/ 

김**, 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3인

상병 병장 고등군사법원 형사 여성가족부 징역3년 해병1사단 항소심

상병 병장 대전고등법원 형사 비 선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해병1사단 항소심

상병 병장 서울고등법원 형사 비 선임
징역2.6년 

집행유예5년
해병1사단 항소심

상병 병장 청주지방법원 형사 나눔과꿈 진행중 해병1사단 전역

병장 중사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형사 나눔과꿈 징역1.6년

항소심(서울고법) 
예정

중사 중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형사 사선 징역9년

항소심 (고등군사) 
진행중

하사 준위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형사 사선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하사 중사 수원지방법원 형사 국선 진행 중

중위 중사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형사 사선 진행 중 역고소(무고등)

민간인 하사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형사 여성가족부 군검찰 수사 중 고소장 제출

디
지
털

중사 하사 대전고등법원 형사 나눔과꿈 징역4년

군무원 하사 대전고등법원 형사 나눔과꿈 징역4년

하사 민간인 평택지방법원 형사 국선

하사 민간인 평택지방법원 민사 여성가족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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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 모니터링 

2021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례로 관련 공판 모니터링을 총 57회 진행

했으며 가해자 신분 별로 보면, 민간인 공군 20회, 해병대 18회, 육군 15회, 민간인 4회 순입니다. 

대부분 군사법원이었지만 가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가해자의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경우에

는 민간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소속 합계(회) 관할법원 횟수 비고

민간인 4 민간법원 4 피해자 해군

육군 15
군사법원 11

민간법원 4

공군 20
군사법원 19

민간법원 1

해병대 18
군사법원 6

민간법원 12

총계 57
군사법원 36

민간법원 21

(3)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지원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 관할법원인 군사법원 6회, 민간법원 4회, 대법원 1회로 총 11회 

제출했습니다. 피해 상황과 사건의 특수성 및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 등을 관할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하여 군성폭력의 위중성을 알려내고 피해자 지원을 꾀했습니다. 

피해유형 피해자 가해자 관할법원 종류 비고

강간,

유사강간

중사 상사 제7군단보통군사법원 형사

대위 준위 제3군단보통군사법원 형사

대위 근무원 수원고등법원 형사

하사 하사 고등군사법원 형사 역고소(무고)

하사 하사 대법원 형사 역고소(무고)

강제추행

상병 병장
해병대제1사단

보통군사법원
형사 가해자 3명

상병 병장 고등군사법원 형사

상병 병장 대전고등법원 형사

상병 병장 서울고등법원 형사

병장 중사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형사
디지털

성폭력
민간인 등 하사 대전고등법원 형사 불법촬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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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지원

그 외 지원을 보면, 내방상담 총 23회, 방문상담 총 5회, 의료지원 40회와 군검찰과 해바라기센터

에 동행지원 2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신분 내방상담 방문상담 의료지원 동행지원

민간인 10 - 18 1(공군본부보통검찰부)

육군 4 3 22 1(해바라기센터)

공군 6 1

해군 2 1

해병대 1 -

합계(건) 23 5 40 2

2. 상담소 조직 사업

전문가들로 상담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서 보다 민주적인 상담소 

운영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 사안의 경우 긴급 논의를 통해 상담소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만 진행하여 아쉬움

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상담소 운영위원회를 보다 안착시키고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

에 앞서는 토대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정책 사업 

특히 2021년에는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시민사회를 충격에 몰아 놓으면서 군성폭력에 대한 인식

과 위중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소는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결

성된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의 성폭력 개선 담당 분과인 2분과에 속하여 장관 직속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2차 피해에 대한 징계 진행, 양성평등업무로부터의 성폭력 독립 등 군대 내 성폭력 문

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정당 여

성의원 및 국회부의장 접견을 통해 현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 제

출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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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사업 

2021년에는 공론회를 통한 사건 지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사건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N번

방 성착취사건과 관련한 군사법원의 선고와 관련한 논평과 국방부에 반복되는 군성폭력에서 피해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있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직후 기존에 준비하던 군 성폭력 상담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공식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부설 상담소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군 성폭력과 여군 대

상 성폭력의 실태를 통계자료와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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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사업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조직으로 서울·인천 권역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대 의견서 제출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에 이어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회의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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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안) - 군인권센터

1  수입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관 항 목

사업 수익 441,379,644 139,800,000 0 0 581,179,644 99.9%

기부금 수익 435,042,644 0 0 0 574,842,644 98.8

일반 기부금 386,244,832 139,800,000 0 0 386,244,832 66.4

지정 기부금 48,797,812 0 0 0 188,597,812 32.4

보조금 수익 0 0 0 0 0 0.0

국고 보조금 0 0 0 0 0 0.0

기타 사업 수익 6,337,000 0 0 0 6,337,000 1.1

교육 사업 0 0 0 0 0 0.0

연구 용역 사업 5,000,000 0 0 0 5,000,000 0.9

기타 공익 사업 1,337,000 0 0 0 1,337,000 0.2

사업 외 수익 325,564 29,987 65,657 0 421,208 0.1

기타 사업 외 수익 325,564 29,987 65,657 0 421,208 0.1

예금 이자 54,025 29,987 65,657 0 149,669 0.0

잡수익 271,539 0 0 0 271,539 0.0

전입금 0 0 0 0 0 0.0

전입금 0 0 0 0 0 0.0

부설기관 전입금 0 0 0 0 0 0.0

차입금 0 0 0 0 0 0.0

부채 0 0 0 0 0 0.0

고정 부채 0 0 0 0 0 0.0

유동 부채 0 0 0 0 0 0.0

당기수입 총계 441,705,208 139,829,987 65,657 0 581,600,852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6,377,958 1,708,349 97,297,862 115,384,169

자금수입 총계 458,083,166 141,538,336 97,363,519 0 696,9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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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관 항 목

사업 비용 267,663,369 137,780,096 43,934,734 0 449,378,199 77.7

일반 사업 수행 비용 183,915,942 0 0 0 183,915,942 31.8

인건비 108.086.643 0 0 0 108,086,643 18.7

인권침해피해지원 60.883.627 0 0 0 60,883,627 10.5

제도개선 5,218,710 0 0 0 5,218,710 0.9

인권교육 0 0 0 0 0 0.0

국제연대 0 0 0 0 0 0.0

사업홍보 8,287,362 0 0 0 8,287,362 1.4

대외협력 1,439,600 0 0 0 1,439,600 0.2

열린사회재단 배분사업 수행 비용 0 0 43,934,734 0 43,934,734 7.6

인건비 0 0 26,464,798 0 26,464,78 4.6

LGBTI군인색출

사건 법률지원
0 0 2,200,000 0 2,200,000 0.4

트랜스젠더강제

전역 법률지원
0 0 11,100,000 0 11,100,000 1.9

예비입영자 상담 0 0 4,169,936 0 4,169,936 0.7

나눔과꿈 배분사업 수행 비용 0 137,780,096 0 0 137,780,096 23.8

인건비 0 44,400,000 0 0 44,400,000 7.7

트라우마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용
0 73,236,116 0 0 73,236,116 12.7

맞춤형 상담지원 강화 0 2,225,250 0 0 2,225,250 0.4

피해자지원프로그램 

내실화
0 17,788,730 0 0 17,788,730 3.1

원스톱지원체계 홍보

캠페인
0 0 0 0 0 0.0

자문 및 회의비 0 130,000 0 0 130,000 0.0

모금 비용 15,244,984 0 0 0 15,244,894 2.6

인건비 12,573,608 0 0 0 12,573,608 2.2

시민 참여 캠페인 706,446 0 0 0 706,446 0.1

후원 회원 소통 1,964,840 0 0 0 1,964,840 0.3

관리 비용 68,502,533 0 0 0 68,502,533 11.8

인건비 0 0 0 0 0 0.0

시설관리 47,500,000 0 0 0 47,500,000 8.2

사무지원 21,002,533 0 0 0 21,002,533 3.6

사업 외 비용 0 1,708,349 0 0 1,708,349 0.3

자산비용 0 0 0 0 0 0.0

유형자산 매입 0 0 0 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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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결산보고

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고, 직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국세청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회계부터는 자산 5억, 수입 총액 3억 원 

초과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은 아니지만 공익법인 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관 항 목

유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 0 0.0

유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 0 0.0

유형자산 재평가 손실 0 0 0 0 0 0.0

무형자산 매입 0 0 0 0 0 0.0

무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 0 0.0

무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 0 0.0

기타 사업 외 비용 0 1,708,349 0 0 1,708,349 0.3

잡비용 0 1,708,349 0 0 1,708,349 0.3

전출금 119,162,016 0 0 0 119,162,016 20.6

전출금 119,162,016 0 0 0 119,162,016 20.6

부설기관 전출금 119,162,016 0 0 0 119,162,016 20.6

상환금 8,116,853 0 0 0 8,116,853 1.4

부채 8,116,853 0 0 0 8,116,853 1.4

고정부채 8,116,853 0 0 0 8,116,853 1.4

유동부채 0 0 0 0 0 0.0

당기수입 총계 394,942,238 139,488,445 43,934,734 0 578,365,417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63,140,928 2,049,891 53,428,785 118,619,604

자금지출 총계 450,083,166 141,538,336 97,363,519 0 696,9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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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안)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1  수입

과목

일반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관 항 목

사업 수익 5,130,700 0 5,130,700 4.1

기부금 수익 0 0 0 0.0

일반 기부금 0 0 0 0.0

지정 기부금 0 0 0 0.0

보조금 수익 0 0 0 0.0

국고 보조금 0 0 0 0.0

기타 사업 수익 5,130,700 0 5,130,700 4.1

교육 사업 0 0 0 0.0

연구 용역 사업 0 0 0 0.0

기타 공익 사업 5,130,700 0 5,130,700 4.1

사업 외 수익 222,476 0 222,476 0.2

기타 사업 외 수익 222,476 0 222,476 0.2

예금 이자 2,623 0 2,623 0.0

잡수익 219,853 0 219,853 0.2

전입금 119,162,016 0 119,162,016 95.7

전입금 119,162,016 0 119,162,016 95.7

본기관 전입금 119,162,016 0 119,162,016 95.7

차입금 0 0 0 0.0

부채 0 0 0 0.0

고정 부채 0 0 0 0.0

유동 부채 0 0 0 0.0

당기수입 총계 124,515,192 0 124,515,192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45,799 945,799

자금수입 총계 125,460,991 0 125,4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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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과목

일반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관 항 목

사업 비용 121,661,397 0 121,661,397 100.0

일반 사업 수행 비용 118,228,997 0 118,228,997 97.2

인건비 113,222,407 0 113,222,407 93.1

성폭력 피해지원 4,781,590 0 4,781,590 3.9

제도개선 0 0 0 0.0

인권교육 0 0 0 0.0

국제연대 0 0 0 0.0

사업홍보 0 0 0 0.0

대외협력 225,000 0 225,000 0.2

관리 비용 3,432,400 0 3,432,400 2.8

인건비 0 0 0 0.0

시설관리 1,100,000 0 1,100,000 0.9

사무지원 2,332,400 0 2,332,400 1.9

사업 외 비용 0 0 0 0.0

자산비용 0 0 0 0.0

유형자산 매입 0 0 0 0.0

유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0

유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0

유형자산 재평가 손실 0 0 0 0.0

무형자산 매입 0 0 0 0.0

무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0

무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0

기타 사업 외 비용 0 0 0 0.0

잡비용 0 0 0 0.0

전출금 0 0 0 0.0

전출금 0 0 0 0.0

본기관 전출금 0 0 0 0.0

상환금 0 0 0 0.0

부채 0 0 0 0.0

고정부채 0 0 0 0.0

유동부채 0 0 0 0.0

당기지출 총계 121,661,397 0 121,661,397 10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799,594 3,799,594

자금지출 총계 125,460,991 0 125,4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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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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