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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은 군 인권 운동이 해야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그 활동이 

시민사회라는 영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까지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차갑고 딱딱하고 거창한 담론 앞에서 무시되었

던 군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군인권센터로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출범당시 문제

의식을 계승·발전시킬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은 지금까지 군인권

센터의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분야를 집중

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08년 설립준비모임을 세우고, 대표적으로 군악대 스토킹 피해자 역고소(항명) 

사건에 연대함을 시작으로, 2011년 해병대 대령에 의한 운전병 성추행 피해자 지원, 2012년 

육군훈련소 뇌수막염 노 훈련병 꾀병취급 등 연이은 사망사건 진상규명, 2013년 노 소령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추행으로 사망한 오 대위 사건 진상규명, 뇌종양 방치 신 상병 사망사건 

지원, 2014년 한 달간 지속된 집단 고문·성추행으로 사망에 이른 윤승주 일병 은폐·축소 수사 

진상규명, 22사단 총기사망 피해 유가족 지원, 2015년 공군 20비 부사관 불고문 및 성추행 피

해자 지원, 2016년 국군청평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2017년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

건 진상규명, 육군 사격장 총기사망 진상규명, 2018년 헌정사 최초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 

선고(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지원), 201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집단 성희롱 사건, 승선근무

예비역 성추행 사건, 육군사관학교 900명 연좌제 피해자 보호, 2020년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복직 지원,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은폐·축소 2차 피해 사망사건에

서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의 일만으로도 이전까지는 전혀 우리나라에서 회자되지 못했던 문제를 

발벗고 나서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10년만에 수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권센터의 개입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규명

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출, 악성소문, 회유와 

멸시, 협박 등으로 피해자는 힘겨워했고 지쳐갔습니다. 어느정도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통 속에 놓인 피해당사자와 가족 분들을 보면서 군인권센터의 마음 한 켠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군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거나, 외상사건 상처로 타인을 두려워하게 되

어 두문불출하거나, 사회생활 중 유사한 사건을 당해 위축되거나, 세상의 냉혹함에 자연 속에

서 위로를 찾으시거나, 그리움과 쓸쓸함에 술로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위급한 

경우 의료적 개입을 권유하고 꾸준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자원을 이용하시도록 안내

하고 연계하였으나 인적, 물적 한계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건해결 이후 일상의 회복은 피해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창립 

초기부터 이를 고려해 10개년 발전계획에서 군 트라우마 치유를 세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

습니다. 다만, 군인권센터 설립 이전부터 많은 고통이 누적된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이를 실

현하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의 3년이 지금까지 부족했

던 부분을 메꾸어 이 한계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누구도 외상(trauma)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조건으로서 이런 

고통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최현정, 2015).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외상 후유증을 겪는 ‘환자’를 ‘치료’하여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드

는 일이 아니라 외상사건의 ‘생존자’로서 권리주체인1 피해자가 시민사회와 다른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치유’ 과정을 통해2 외상사건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길 바랐습니다. 즉, 아픔이 있지

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일상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

업의 핵심가치를 진실규명을 통한 ‘사회정의’, 치유·지지를 함께하는 ‘시민연대’, 개인적 수준

에서의 안녕인 ‘일상회복’(외상후 성장)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외상과 그 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체성은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

히 군 인권침해 사건은 단순히 불운했던 일이라거나 자신이 부족해서거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겪는 후유증은 자신이 나약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

다. 게다가 군대란 기본적으로 ‘엄격한 위계질서’, ‘단결을 위한 기율’, ‘승전을 위한 남성다움’

을 강조하며 군인의 시민다움은 무시하였고, 결국 종종 폭력을 용인하고,3 대물림했습니다. 거

기에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 군은 특유의 권위주의로 구성원간 민주적 의사소통이 간과되곤 

합니다(김용주 외, 2018: 7-8).4 나아가 징병제를 운영함에도 특권층의 병역면탈로 평범한 시

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고위 장성의 지위를 위한 소모품으로서 병사를 취급, 시민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병역을 징벌적으로 사용한 역사도 있습니다. 한

편으론 그런 ‘공동의 벌’을 받지 않은 (혹은 못한) 사람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성, 장애

인, 보충역 등등을 ‘2등 시민’으로서 배제해 나갔습니다. 병역이 공동체 수호를 위한 신성한 

의무라는 주장을 스스로 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에 순종적 인간을 양산하는, 주어진 현

재를 체념으로, 체제에 순응하기만을 강요하는5  군대를 만들어 왔습니다(오동석, 2021: 102-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14조는 

피해자의 배상권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985년 UN 총회 결의안 제40/34호「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과 2005년 결의안 60/147호 「인권침해 피해재상 권리장전」에서 각 피해 배·보

상, 원상회복, 재활, 만족을 위한 조치, 재발방지 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2 외상 피해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지적 환경이 필요함. 외상 반응 자체는 생리적 기전에 의할 수 

있으나 개인의 해석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이 해석은 다시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외상과 그 고통

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임(Yehuda, 2004; 최현정, 2015: 183에서 재인용). 

3  우리 군의 ‘왜곡된 군인의식’에는 전범인 일본군의 ‘무사도 군인정신’(소위 정신력을 강조하고[윤대

석, 2014: 201], 자살폭탄 테러를 찬미하는 등 극단적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태도)은 “’폭력을 찬미’하

고 전쟁 자체를 찬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극단적 “불퇴” 정신이 자신이 보호하는 시민을 향해서

도 발휘될 수 있는 것임(이형숙, 2020: 57).  

4  김남국(1995)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관이 “’자신이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한다며 이로 인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우선하게 된다고 지적함(이형숙, 2020: 56

에서 재인용). 

5 강인화(2019)에 따르면 병역의 보편화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105). 

다시 말하지만 군 인권침해는 공권력의 방임, 과실, 결함, 묵인, 교사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자신의 동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의무로써 혹은 직업으로써 국방을 수

행하는 제복입은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외상사건 후 겪게 되는 후유증은 결국 인간존엄, 자유, 

평등, 연대라는 준엄한 헌법의 인권 가치에 따라 시민으로서 자신과 다른 동료 시민들을 위

해 자신의 몫을 국가가 정한 방식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입니다.6 물론, 피해당사

자와 가족들 스스로도 이 고통을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

지만, 그 주변에서 이를 긍정하고, 보듬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온전히 치유로 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상처를 흉으로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거나 다가가기 꺼려하며 못 

본 채 하는 사회가 있다면 상처가 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7 더구나 우리 삶이란 끊임없

는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 개인이 입은 사회적 상처는 쉽사리 아물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회복은 실질

적 문제해결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8  실질적 사건해결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한 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상처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이어지

는 한, 상처가 아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의 피해자로서는 이

러한 진실규명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외상 후유증이란 근본적으로 외부 사건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 그 사건을 만들어 낸 사회와 그 후유증을 지속시키는 사회

에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Herman은 “외상은 

‘힘없는 자의 고통’이다” 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외상 회복’이란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약

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위치에 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최현정, 2015: 184). 즉, 사건의 진

상규명이야 말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상담보다는 사회운동 영역에서 주로 해 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군인권센

터는 이 두 영역을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맞춤형 상담 역량 → 

실질적 피해 지원 → 군 트라우마 치유 → 군 인권 의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업 경로를 구

 

젠더화된 시민권과 군사화된 남성성을 정상화함(오동석, 2021: 105에서 재인용). 

6 이때 그 의무를 징병되어 수행했다고 해서 그 숭고함이 덜 할 수 없음. 또한,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

하였다고 해서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앞서 말한 국방이라는 일의 본질적 가치가 가

벼워지지 않음. 국가와 우리 시민들이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함. 

7 인간의 생물생태학적 발달에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공동체의 중요성은 브론펜브레너의 이론

을 참고(Eggen, & Kauchak, 2011: 111-116). 

8  트라우마 치료는 법적 보호, 의료적 치료, 사회 및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합돌봄모형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함. 특히 각 영역에서의 요구는 다른 영역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호 관

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야 함(Katona, & Robjant, 2017: 2).  



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인권침해 피해자를 상담자나 병원에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담자의 심리상태와 활동가 스스로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조절된’ 

대응 방식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사건 특

성상 ‘누적적’인 외상 경험을 갖게 됩니다(Becker, 1995; Butler, & Critelli, 2019: 35에서 재인

용). 그리고 외상 경험과 인권침해의 교차점에는 국가의 작위 및 부작위, 대인관계 파괴 및 

제도적 배신의 경험이라는 고통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실존적’으로 부상을 입는, 즉 ‘비인간

화’ 되는 경험을 합니다(ibid.: 40). 군인권센터는 이런 지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

족을 포함한 군 인권침해 피해자이자 생존자의 인간성, 혹은 시민성을 회복하는 것을 ‘일상의 

회복’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식 1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 가치 

 

  



   

2009년 군인권센터는 창립 당시 ‘군 인권침해 사건지원’, ‘군 성폭력 상담’, ‘군 트라우마 치유’

라는 3가지 주요 발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아미콜 상담 개시, 2015년부터

는 야간 상담을 개시하면서 제1과제를 달성했고, 2019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면서 

제2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일상회복까지도 피해자 지원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구타, 각종 따돌림과 부조

리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 쉽사리 일상으로 돌아오시지 못하는 현실을 수년

간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세

분화되어 발전했습니다. 심리상담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근거기반 트라우마 치유를 원칙

으로 개발한 ‘마음결’ 상담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에 따라 최종

적으로는 <마음봄 → 마음결 → 마음통>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모형을 고안했습니다. 이때 

‘마음봄’ 자조모임은 초기 1개 사업에서, 핵심참여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향에서, ‘마음

곁 추모동행’과 ‘마음닿 함께걷기’라는 두 세부 활동으로 분화시켜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군 유가족은 ‘마음곁’ 추모동행을 통하여 군인권센터와 심리상담자를 처음 

만나면서 상호 신뢰를 형성합니다.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 다른 군 유가족과 추모를 같이 한

다는 뜻깊은 활동에서 나온 믿음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마음결’ 심리상담을 이수하는 마

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마음통’ 힐링여

행을 가게 됩니다. 또한 상담을 하진 않으시더라도 그 사이사이 다른 군 유가족과 연대하고

자 하는 분들께서는 ‘마음닿’ 함께걷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혼자만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

이 아님을 인식하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와 자책감에 시달리는 스스로

의 정서상태가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정서상태임을 타당화·정상화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 안정화 기법을 터득하며 힘든 

시간을 지내는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편, 다른 시민들과 군 장병은 군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군인권센터를 접하고, 군인권센터의 사업을 통해 일상을 회복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를 응원하게 됩니다. 또한, 군 인권침해 생존자나 목격자가 된 경우 

군인권센터가 함께하는 실질적 피해지원을 통해 군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 그 과정에서 상처

를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얻게 된 상처는 마음결 심리상담으로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을 되찾게 해 드리는 차원에 더하여,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군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동력을 유지·보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군 인권침해는 사건

이 1년을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고, 기초적 사실 조사 단계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2차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것이 피고인 측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군이 이제까지 그 과정에서 고통을 덜어 드리기 보다 오히려 더 상처를 후

벼 파고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직’과 ‘개인’이라

는 구도에서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불필요하게 자신이 일을 키웠다는 죄책



감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9 이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군 트라우마 치유’는 여기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심적 안정을 도모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손에 쥐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0 

 

도식 2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 경로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시 군인권의식 개선의 선순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핵심참여자)은 시민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대

와 인권 감수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나 다른 인권침해 피해자들과의 

연대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한편, 개인이 홀로 싸운다면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에서, 진실을 알기 어려운 사건에 스스로가 소진되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족이 일상을 되찾음과 함께, 인권침해 사건을 공

론화하거나 공익신고한 후에도 안전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선례를 수립하고, 미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겪을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꾸준히 이

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뚜벅뚜벅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의 원천이 사회적으로도 마

 
9 최근 군 간부 자살 연구(권해수, 2018: 121)에 따르면 “‘좌절된 소속감’, ‘남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 

그리고 ‘높은 자살 잠재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부들은 직장문제 내 업무

과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이나 경제적 문제, 법적 문제, 신체·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도 이러한 문제

들이 타인이나 부대에 누를 끼친다는 ‘남에게 짐이 되는 느낌’, 그리고 혼자서 외톨이가 되었다는 ‘좌

절된 소속감’으로 연결될 때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10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11년 펴낸 지침서(p. 4)에도 “트라우마 생존자들로부터 정보

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며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시정조치를 행할 때, 트라우마의 영향을 고려함

으로써 업무에서 트라우마 감수성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각 사업의 이름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봄과 같이 신

롸의 싹이 트라는 의미에서 자조모임 전반을 가리켜 ‘마음봄’이라고 하였고, 추모를 옆에서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마음곁’이라고 했고, 주로 산책을 하는 활동을 하므로 오솔길을 걷는 

핵심참여자와 군인권센터 활동가, 심리상담자의 마음이 언젠가 서로 닿기를 바란다는 의미에

서 ‘마음닿’(중의적으로 자조모임이 핵심참여자의 지지기반이라는 의미의 ‘닻’과 동일한 발음

을 내는 형태소 ‘닿-’을 채택)이라고 명명한 것이고, 이후 혼란하거나 지친 자신의 마음을 돌

보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여러 갈래의 감정과 생각을 살핀다는 의미에서 ‘마음결’, 이 모

든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맥락과 처지에 있는 유가족들이 인권적 연대의 가치를 느끼고 마

음이 통(通)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음통’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건강 회

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이상으로 사회에 이로움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돌봄과 마음챙김을 포함한 치유 과정과 노력은 핵심참여자 개인 차원에서 건강상 이점을 

안겨줍니다. 이는 병원 진료의 장기화 등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나

아가 제대로 된 진실의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지금까지의 소모적 법률 분쟁을 줄여줍

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2, 3차적 외상 또한 줄여줍니다. 

이와 함께 이뤄지는 심리치유는 피해자가 자칫 상처를 입더라도 전문적으로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밝혀진 구조적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제2의 피해 발생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각종 인권침해와 외상사건으로부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선순환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용기를 북돋

아 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초행길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꾸준히 나아가고자 애써 

보았던 시간이 바로 ‘원스톱지원’ 체계로의 여정이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지칭할 때 “생존자”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로 지칭하

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상사건’을 ‘군 인권침해’로 설정한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사업 성격상 ‘피해자성’에 대해 짚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라우마 생존자’라는 어휘가 그 주체의 의지, 존엄성을 잘 담고 

있고, 피해 회복의 권리 측면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들을 필요에 따라 혼용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피해당사자”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상사건 피해자’에는 

사실 가족, 지인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피해 사건의 직접 연관성을 좀 더 부

각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주로 핵심참여자가 군인인지 아니면 그 가족인지를 구분하는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다만, 적절히 ‘권리주체’, ‘생존자’라는 

표현을 병기하여 피해자라는 단어가 가진 수동성을 완화하고자 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에서 “외상”과 “트라우마”는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트라우마 혹은 PTSD를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임재호, 2019: 16), “외상 후유증”의 하나인 PTSD는 주로 ‘과각성’과 

‘회피’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이고, PTSS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외상적 사건 이

후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증후군을 포괄합니다(21). 한편, 가장 광의의 개념은 트라우마인데, 

“‘장애’ 수준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의미”(17)합니다.  

덧붙여 이 사업에서는 광의로서 ‘트라우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유증”은 PTSD로 진

단되지 않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용하였습니

다. 한편, 인권침해와 PTSD의 교차성을 고려할 때, 역사적 외상, 초세대적 외상, 복합PTSD, 

세계관 및 도덕적 부상, 제도적 배신 등을 특징적인 외상 경험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Butler, & Critelli, 2021: 17-19).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는 사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서 국방부·보훈처의 처

분과 별개로 모두 ‘순직군인’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성별은 생물학적 지정 성별이 아니라 젠더 개념에 기초합니다. 

다만, 핵심참여자 중에서 탈성별이분법적 개념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바 없어 이 보고서에는 

남/녀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생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출생연이 아니라 해당 출

생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목적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역량을 갖춘 군인권센터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받고 나아가 외상 후유증없이 일상을 회복까지 할 수 있다. 

◼ 성과 목표 

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②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스톱지원체계를 완성해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③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원스톱지원체계를 홍보하여 정책화한다. 

◼ 방법 심리/정서 지원 사업 / C-SDGs: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예산  

군인권센터는 3개년 동안 422,924,000원(배분금, 이자소득 외) 규모의 군 트라우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인권기반 복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총 사업비는 전체 배분금의 72.39%). 

(단위: 천원) 

목 세목 2020 2021 2022 

인건비 급여등 43,200 44,400 45,600 

사업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31,200 75,220 52,228 

맞춤형 상담체계 프로그램 24,920 2,250 25,222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22,000 17,800 31,250 

원스톱 홍보 캠페인 1,000 - 4,325 

자문·회의 480 130 1,240 

관리비 관리운영비 - - 459 

계 122,800 139,800 160,324 
  







 

◼ 배경 군 복무중 크고 작은 신체·언어 폭력, 안전사고 및 부조리 등을 경험한 후 적절한 

치유과정 없이 바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장병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가가 차별적인 보

훈 요건을 내세우거나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에게도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명예회복(순직/공상, 보훈/보상)을 위한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민단체로서 군인권센터도 피해자의 회복 차원까

지 지원해 드리기에는 물적, 인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목표 “군 복무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 검증, 운영함으로써, 핵심참여자가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 방법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팀을 통하여 군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적절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했고, 세부 구성은 1) 마음결 심리상담, 2) 마음통 

힐링여행, 3)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향 & 마음닿 함께걷기]으로 구성됩니다.  

(※ 단, 마음통, 마음곁, 마음봄은 우선 유가족 대상 사업으로 기획·실행되었습니다.) 

 

도식 3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세부사업 

군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별도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은 국가행위의 작위 혹

은 부작위에 의한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성에서 오는 우울감, 고립감, 좌절감, 무력감 및 

울분 등에 대한 심리적 타당화 및 사회적 문제해결의 동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권

력을 상대로 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오는 우울감, 죄책감, 부채감, 분노에 대한 심리적 이해 

또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당사자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한

다는 점, 유가족의 경우 중년 이후 시점에서 막 ‘성인’이 된 자녀의 진실과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과업을 마주한다는 점에서 권리주체이자 생존자로서의 정체성 획득에 기반한 외상후 성

장 또한 주요 과제이겠습니다. 민간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바, 기존 군 심리치유의 통상 목표

인 ‘계속복무’와는 차이가 있으며, 인권침해라는 외상이 ‘과거 한 시점’이 아니라 누적적 진행

이라는 점은 일반적 외상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   

◼ 기대 “핵심참여자는 인권침해 후 경험하는 신체·심리 반응을 정상화·타당화하여 수용하고, 

안정화기법을 습득해 불편감을 줄이고, 개인·사회적 자원을 발견하여 자기돌봄을 실천, 

삶의 가치를 재탐색하여 건강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유가족은 고인과의 경험을 

반추하며 새로운 애착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 대상  ※ 성별·계급은 상관없으나 군무원/근무원/공무원 인 경우는 제외함. 

(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현역, 대체역, 보충역 등 포괄) 중 또는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등  

(나) (가)에 따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Type Ⅰ 단순트라우마(simple trauma) Type Ⅱ 복합 트라우마(complex trauma) 

일회성 사고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건들 

(예, 자연재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사람이 고의성을 지니고 반복적, 장기적으로 

행한 폭력으로 인한 사건들 

(예, 아동학대, 난민 경험, 참전 경험 등) 

두려움, 공포, 극심한 나약함, 삶을 예측, 통

제한다는 자신감 결여 등 

지속적인 자기 부정, 절망, 불안, 두려움, 세

상에 대한 부정적 성향, 수치심 

(Terr, 1992; 박철옥, 안현의, 2016: 64 에서 재인용) 

◼ 내용 

마음결 심리상담은 1회기 50분을 기준으로 1:1로 진행되는 군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기획 자문을 거쳐, 개발팀을 구성하였고, 근거기반 심리상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매주 개발회의와 함께 중간중간 전문가 자문 및 감수를 거쳐서 

2021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가) 피해당사자의 경우 기본 6회기(사전면담 1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나)

피해자 가족의 경우도 피해당사자와 같이 6회기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기

본 15회기(사전면담 1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8회를 실시했으

나 기간이 부담될 수 있어 단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였습니다. 모든 경우 마음결 상

담이 종료되고 1개월 후 후속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추가회기 운영으로 당

사자는 11회, 유가족은 18회 상담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구분 2020 2021 2022 

세부사업 

기획 자문 

개발진 발족 

개발·자문·감수 

시범운영 

워크시트·안내서 제작 

자문·수정 

모집 및 운영 

상담자 교육 

 

예산 

(단위: 천원) 

28,000원 개발 

3,200원 운영 

 

60,800원 개발 

14,420원 운영 

 

 

25,198 운영 

5,666 교육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군인권센터는 기초적 수요조사 및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2020. 6. 29. 군인권센터 운영

위원이신 이영문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 <나눔과꿈> 사업 관련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7. 20.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기관견

학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8. 7. 부로 김소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11 군인권센터 실행

위원으로 위촉하여 ‘군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9. 4.

부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시던 박신영,12 차성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13 추가로 실행

위원(2022. 3.부 박사수료)으로 위촉, 개발팀을 꾸렸습니다. 이외 심리학 전공자(석사)인 

김수민, 우재연 실행위원이 각 2020년과 2021년 개발에 함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개

발은 근거기반 트라우마 치유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표 1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1단계 구성 

 

 
11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상담프

로그램 ‘심심’ 실행위원. 

12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13  현) 일랑심리상담센터장,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여

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3급. 

단계별 주제 회기 별 주제 

 사전 탐색 0  사전면담 

1  

외상 및 사별 반응에 대한 이해 

안정화 및 자기돌봄을 통한  

적응적 대처 증진 

 

1~5회기:  

외상 경험 내담자에게도 적용 가능 

1  
상담 목표 탐색 및 안정화 

(안정화기법: 호흡이완법) 

2  
심리교육 및 정상화 

(안정화기법: 착지기법) 

3  
SUDS 교육 및 안정화 기법 

(안정화기법: 안정한 장소 찾기) 

4  자기돌봄 활동 증진 Ⅰ 

5  자기돌봄 활동 증진 Ⅱ 



표 2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2단계 구성 

 

이상 개발팀은 2020. 9. ~ 12. 그리고 2021. 1. ~ 9. 거의 매주 2시간가량 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총 49차례 회의(운영·자문·평가회의는 제외)를 통해 <마음결 군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진은 모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한편, 2022년에는 6회에 걸쳐서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회의를 개최, 핵

심참여자도 참석해 상담운영 원리와 방향 등을 함께 결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상

단계별 주제 회기 별 주제 

2  

고인과의 기억탐색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 

기념일 반응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안 탐색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탐색 및 

강화를 통한 적응적 대처 증진 

6  
고인과의 유대감 갖기 

(안정화기법: 나비포옹법) 

7  

기념일 반응 & 

사별로 인한 이차상실 이해하기 

(안정화기법: 자비 호흡 명상) 

8  개인적 자원 발견 및 강화 

9  사회적 자원 탐색 및 강화 

유가족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명료화 및 조절 방안 탐색 

 

사별과 관련한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촉진 

10  

군유가족이 경험하는 감정 

인식하기 

(안정화기법: 바디스캔) 

11  
분노감정 다루기 

(안정화기법: 빛줄기 명상) 

12  
마음 내려놓기 

(안정화기법: 마음챙김) 

삶의 가치와 목표 탐색 

13  삶의 가치와 의미 탐색 

14  프로그램 종결 및 마무리 

 1개월 후 상태 관리  후속상담 



담 회기 조정, 상담 예약 후 ‘결석[no show]’ 처리 방안을 정했고,14 워크시트 오·탈자 

수정이나 서술 표현을 개선하고, 디자인 변경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 개발된 상담

자를 위한 마음결 안내서는 총 96쪽이며 핵심참여자용 활동지(워크시트)는 유가족용 

기준 총 74쪽, 당사자용 기준 56쪽으로 제작되었습니다(표지 포함). 

 

군인권센터 마음결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실행위원 위촉식 

많은 분들께서 개발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사람마음 최현정 임상

심리전문가, 15  아린정신건강의학과 이선혜 원장, 16  전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장 김의연 

교수께서17  기획단계에서 자문을, 2020-21년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주혜선 원장께서 

개발과정에서 자문해 주셨고,18 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회장 노경선 박사와19 현 

 
14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 해당 회기는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충하지 않기로 함. 

15 국가폭력 유가족의 특성 설명, ‘피해자성’없이 병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하고, 유가족

이 개발 전문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고, 유가족 자신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는 상담사가 연대하는 가운데 신뢰가 쌓임을 강조하시면서 참여자 선별기준을 섬세히 정하고, 검사 시

점도 시작 전에 하는 것은 우려하였고, 복합비애 개념이 서구 노년기 사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군 유가

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 ‘치료’, ‘고인’ 등에 대한 용어 재점검(유족 심정 반영)을 조언함. 

16 회기 수 조정(단축)에 대한 의견, 설명지문의 간소화 의견, 자살위험에 대한 병원 연계, 프로그램 참

여 가능한 내담자 건강상태 고려, EMDR 등 여러 치료법 참고를 조언함. 

17 현) 인하대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현) 미사교심리연구소 소장/ 군 유가족과 실제 접촉한 경험

이 있는 분과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 특성, 욕구를 개발에 반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실수요자의 규모 등 현장의 문화 이해 필요를 짚고, 상담자에 대한 교육도 고려할 것을 조언함. 

18 회기 순서 조정, 모듈 구분, 회기 유연화, 사회적 자원 강화, 노출치료 포함해 이차상실, 적응적 방

식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기간(6개월)을 조언함. 이후 구체적 개발단계에서 계속해서 안내서상 표현의 

수정(간단한 술어 수정부터 지문 내용 예시등)을 조언하며 안내서와 활동지 개발에도 자문함. 

19 전) 강북삼성병원 소아정신과장.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께서20  개발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외 2021년 2월 군 

피해치유센터 ‘함께’에 방문하여 군 유가족 분들로부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과정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정책현안자료 「군

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국자

살예방협회(2007) 자료집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군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2008) 연구용역보고서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자살

자 유족을 중심으로」와 2011년 자료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위원회 활동과 조사결과」, 김광진의원실(2013) 정책자료집「2013년 국정감사 정책보

고서: 의무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자료집」, 국회사무처(2016) 정의

당 연구용역보고서 「군복무 중 상해 사망 군인의 가족 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방부(2020) 연구용역보고서 「자해사망 군인의 예

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20) 연구용역

보고서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등등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조로운 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 서적 또한 구매하였습니다. 개발 실무

자가 개인적으로 구한 것을 제외하고,『안전기반치료』(Lisa M. Najavits 지음, 이은아 

옮김),『조용한 마음의 혁명: 심리학으로 본 한국사회 마음의 건강』(최현정 지음), 자

유함6HA원칙 시리즈1:『자살 유가족 매뉴얼』(장창민, 최의현, 최지영, 홍인숙, 정윤정, 

김경숙 함께 지음), Complicated Grief Treatment Manual (M. Katherine Shear, 

M.D. 지음),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Robert A. 

Neimeyer 지음), Trauma and Human Rights: Integrating approaches to address 

human suffering (Lisa D. Butler, Filomena M. Critelli, Janice Carello 지음), The 

Impact of Human Rights Law on Armed Forces (Peter Rowe 지음), “The Long-

term Effect of Military Conscription on Personality and Beliefs” (Gabriela Ertola 

Navajas, Paula A. Ló pez Villalba, Martín A. Rossi, & Antonia Vazquez 지음)를 각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개발에 참고한 문헌 등은 ‘안내서’과 ‘워크시트’에 각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두었

습니다. 이중 Complicated Grief Treatment Manual은 김소명 실행위원께서 우리말

로 완역하여 개발에 참고했습니다(단, 예산상 한계로 출판에 이르지는 못함). 

  

 
20 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2020년 기초 상담(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를 개발하였고, 2021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통해 2단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덧붙여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활동지(워크시트)를 

피해당사자용, 유가족용 각 1부 제작하였고,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에는 사전면담부터 14회 마무리 회기 지침을 포함하여 상담자가 판단하여 대체·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법 4가지를 더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자가 군 인권

과 애도과정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당사자가 개발주체로까지 참여하도록 하기에는 모집이나 참여 유지 등 

어려움이 있어 자문을 받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대신 이를 보완하고자 3차년도에 부

속 프로그램을 추진, 군 유가족의 경우는 추모와 모임을 통한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당사자의 경우, 사건지원 종결 혹은 상담 후 거주지에서

의 거리, 학업이나 생활 문제, 개인 기질적 차이 등등에 따른 제약에 따라 조직적 활동

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다만 활동가가 사례관리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꾸준한 외상후 성장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매뉴얼)는 ‘더로드’에서 표지와 간지 디자인을, 내담자용 

활동지(워크시트)는 'G.De자인’이 표지와 내용 식자를 맡아 제작했습니다. 

  



안내서 예시 1 

 

 



안내서 예시 2 

 

 



안내서 예시 3 

 

 



워크시트 예시 1 

 

(장창민, 최의헌, 최지영, 홍인숙, 정윤성, 김경숙, 2017: 203)21 

 
21  Mecca(1984)의 “자살유가족 권리장전”을 옮긴 생명존중시민회의(2021) 자료에서는 구조적 측면

이자 권리 주체로서의 내용을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가족이나 당국으로부터 정직한 답변을 들을 

권리, 다른 사람들이 내 슬픔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나를 속이는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 가족의 자살로 

인해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워크시트 예시 2 

 

 



워크시트 예시 3 

 

 



워크시트 예시 4 

 

 



2)    

2021년과 2022년 일부 상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핵심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비대면(zoom, 자부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면담에서 라

포를 쌓기 위하여 첫 만남은 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마음결 사전면담시

에는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배석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상담수칙 등을 안내하

였습니다. 한편, 유가족 상담의 경우는 모두 대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신 거주지가 

대체로 지방이셨던 바, 일부 회기를 통합하여 1회 2시간씩 상담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렸습니다. 참고로 유가족 상담의 경우 기본 1시간이나, 대체로 초반엔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마주하면서 군인권센터로서는 다시금 너무 

늦게 찾아 뵙게 된 것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시범운영 중에는 유가족의 경우 총 18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전

문가 자문 및 감수, 핵심참여자 피드백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6회기, 유

가족 15회기를 기본 회기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2년 본격적 사업에서는 필

요에 따라 피해당사자에게 11회기나 유가족의 경우 18회기까지도 연장하여 추가 실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22  마음결 심리상담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

담학회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발급

한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1단계

의 경우 심리학/상담학 석·박사 및 수년의 상담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의 슈퍼비전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 마음결 프로그램 자문(주혜선 원장) 

 
2021 마음결 개발 실행위원 

 

 
22 참고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마음 – 마음 플러스 – 허그> 총 3단계로 회복패키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음은 5~10회기, 마음플러스는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해 10회기, 허그는 EMDR 등 전문 치유

법을 사용하여 10회기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마음결 심리상담에서는 내밀한 내용이 오갈 수 있으므로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윤

리 준수 등에 유의하였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 상담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고, (나) 핵심참여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상담신청서/ 비대면동의서, 자살예방서약

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 사전, 사후 검사지로서 ‘생활사건 점검표(LEC-

5)’, ‘외상후스트레스(PSTD점검표)’, ‘수면(ISI)’, ‘성인상태불안척도/불안(STAI)’, ‘우울

(PHQ-9)’, ‘자살사고(P4)’, ‘유가족의 심리정서 상태(K-ICG)’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에 피로도 및 거부감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상기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를 미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유가족 분들께서는 대

체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

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핵심참여자와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출장상담의 경우 상담실 공간상 안전을 해당 시설이 갖춘 것 외에 별도 안전장치를 강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시 행동조치 등을 정하여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회기를 모두 마치신 핵심참여자 분께는 아래 문구가 적힌 수료증을 

발부하였습니다.  

 

  



     

마음결 군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2021년과 2022년 실시되었으며 총 50

명의 잠재적 핵심참여자(문의자)에게 참여를 독려, 최종 37명이 신청, 26명이 소정의 

회기를 모두 이수하셨습니다(74%, 70%). 각 연도별로 문의자 중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비율인 상담율과 상담 신청자 중 소정의 상담회기를 모두 이수한 비율인 이수율을 살

펴보면 2개년 총합시 당사자 상담율 81.3%, 이수율 73.1%, 유가족은 64.3%, 66.7%였

습니다.  

표 3 마음결 심리상담 실시 현황 

구분 
2021 2022 

계 당사자 유가족 가족 계 당사자 유가족 가족 

완료 12 9 2 1 14 10 4 0 

중단 6 3 2 1 5 4 1 0 

신청 소계 18 12 4 2 19 14 5 0 

미신청 4 2 2 0 9 4 3 2 

총합 22명 14명 6명 2명 28명 18명 8명 2명 

 

구분 
2021 2022 계 

당사자 유가족 가족 당사자 유가족 가족 당사자 유가족 

상담율 86% 67% 100% 78% 63% 0% 81.3% 64.3% 

이수율 75% 50% 50% 71% 80% - 73.1% 66.7% 

 

유가족의 경우를 보면, 2021년에 비하여 상담율은 낮아졌으나 이수율은 높아진 것으로, 

군인권센터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라포를 쌓아 오신 것이 마음결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것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상담문의에서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

이 66.7%였고, 상담을 모두 이수하는 비율도 50.0%로 피해당사자에 비해 상당히 저조

했습니다(동년 피해당사자는 각 85.7%, 75.0%를 기록). 그러나 2022년에는 상담 신청

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2.5%, 이수율은 80.0%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동년 피해당사

자는 각 77.8%와 71.4%). 다만, 피해당사자의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모집이 몰리면서 

2022년 마음결 상담이 시작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이탈이 많이 발생하여 2022년 상

담율이 8%p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마음결 상담을 신청한 유가족 중 3명은 ‘마음통’ 힐링여행과 ‘마음곁’ 추모동행을 

통해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상담자와 ‘라포’를 쌓는 경험을 먼저 하신 후, 마음결 상담

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음결 상담을 경험하신 후, 마음곁 추모동행을 신

청한 사례도 4건 있었습니다. 이외 2021년 마음결 핵심참여자가 소개하여 마음결 상담

을 문의한 경우도 2건 있었으나 이 경우 실제 상담신청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

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와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

에 대한 실질적 신뢰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들 

간 기존 관계를 고려하면 사건해결과 함께 라포도 쌓이겠으나 어떤 종지부가 있는 ‘해

결’과 달리, 정서적 공감과 지지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 4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문의 배경(피해당사자, 유가족, 가족) 

구분 구타 폭언 
성 

폭력 

따 

돌림 

부 

조리 

부당

징계 

불 

처벌 

신고

보복 

외상 

목격 

업무스

트레스 

사

고 

건강 

진료 

개 

인사 

사례 3 4 3 6 10 2 3 1 3 8 3 3 1 

비율 

(%) 
6 8 6 12 20 4 6 2 6 16 6 6 2 

(단, 위 사례는 ‘중복’을 허용하여 집계한 것이며, 미파악된 경우는 제외하였음.) 

한편, 마음결 심리상담의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피해사건)은 대체로 병영 부조리(암기

강요, 사적지시, 협박·강요 등등)였으며 업무 스트레스(직무 고충, 대인관계 및 직장내 

괴롭힘 등등)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류의 또래폭력이 그 뒤를 이

었고, 구타, 폭언, 성폭력 등 중대 인권침해도 있었습니다. 이외 부조리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당했거나, 신고 후 전혀 상황변화가 없거나(무력감 등), 가혹행위를 제3자

에게 가하는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불안감 등)에 직면하게 된 경우도 있

었습니다. 이외 훈련중 사고나 의료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소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이 마음결 상담을 신청한 동기를 살펴보면 현재도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겹쳐 보여 상담을 신청한 경우, 

10여년 전에 군생활을 마쳤으나 아직도 군 관련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 수치심을 느끼

고, 괴로워서 신청한 경우, 오래 믿었던 조직으로부터의 배신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막막함 등으로 결국 우울, 불안에 따른 위축감과 좌절감 등이 지배적 심리 상태가 되어 

신청한 경우, 현재도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괴로워서 신청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 23  이와는 정반대로 가족 핵심참여자의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당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신청한 경우 등등이 있었습니다. 

표 5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문의 배경(유가족) 

구분 구타 부조리 사고 성폭력 의문사* 의료 

사례 1 7 2 1 2 1 

비율(%) 7 50 14 7 14 7 

(*구체적 사망경위를 보고하지 않아 더 이상의 세부분류가 어려운 경우.) 

군 유가족의 경우를 따로 떼어내 살펴보자면, 많은 경우 스스로 삶을 마감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살’ 사별의 원인은 언어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병영 부조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외 ‘사고사’ 및 드물지만 소수 ‘타살’도 있었습니다. 한편, 군 유가

족이 상담을 신청한 구체적 동기는 대체로 아직도 이어지는 신체·정신적 고통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게다가 긴 세월 심신이 지쳐 계셨습니다. 때문에 상담 도중 기존 질환으로 

혹은 건강상 악화로 1단계만 수료하시고 종료된 경우가 왕왕 발생했습니다. 

 
23 혹은 가족들이 “군대에 가야 남자가 된다”고 하여 입대한 경우, 이에 대한 분노 등. 



  
출장 상담 모습 비대면 상담 모습 

한편, 유가족에서 상담율이나 이수율이 대체로 저조했던 주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

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공통 사항으로 1) 이미 정신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 경험이 

많아 다시 상담을 시작할 동기가 부족했거나,24  고령층의 경우 이미 2) 장기간 스트레

스 등에 노출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동시에 

3-1) 사별 후 약 10~20년 세월간 나름의 일상에 정착하여 상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감정이 재현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3-2) 사별 10년 내외의 경우 특히

나 직업활동을 하시거나 각종 다른 일정을 일부러라도 많이 계획하시어 상담에 시간을 

낼 틈이 적었습니다.25  나아가 4) 한국사회의 문화 그리고 상담방식 및 인식간 괴리로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데 초반에 거리낌(자기 감정에 대한 소홀함 혹은 정신의학에 대한 

편견 등)이 있으시거나,26 5) 상담자에 대한 신뢰/ 라포 부족 등을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젊은 상담자에 대해 실력을 의심하거나, 자식

이 없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위 4)와 5)와 관련하여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이 기본적으로 군의 폐쇄성 등에 

따른 트라우마를 유사하게 경험하시며 진실을 알 수 없고, 국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서 오는 분노, 무력감, 좌절 등 공통점이 있지만,27 각 사망의 경위가 다름에 따라 심리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는 개별화된 돌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4 개발 초기부터 기존 상담에서의 불만이나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나, 이

번 개발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5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들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26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심리적 장애와 그로 인해 치료받는 것이 알려

지는 것을 꺼리는 등 특성과 문화가 있음(Choi, 2017: 542). 

27 이런 특성을 두고 PTED(외상후울분장애)라고 규정할 수도 있음(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는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연구가 2014년 세월호 희생자 돌봄 과정에서 축적되었는데, 

군 인권침해는 유사한 맥락이 존재하나 ‘개별적 죽음’으로 다뤄지는 탓에 군 유가족이 

경험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사후 국가의 대응, 행정처리 맥락 등은 상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상담 보다는 단독 상담의 형식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상담 사업을 실행하

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 고인을 기억하거나 죄책감 및 부채감으로 

고통을 덜어내는 것을 사치스럽게 인식하면서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을 앞세운 부모라는 꼬리표가 붙는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삶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자기 돌봄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결 상담만으로는 외상후 성장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

니다.28 다시 말하면 유가족 분들이 전통적 모습의,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1:1 대화형 상

담에 임하시기에는 넘어야 할 마음의 문턱이 꽤나 높다는 점을 기획단계에서 간과하였

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2022년부터는 1:1 대화기반 상담에 더불어 상담 운영에서 

핵심참여자가 함께하고, 외상후 성장에 초점을 맞춘, 마음통과 마음봄 등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이로써 군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 다면화되었고, 자연스

럽게 상담자, 활동가, 핵심참여자의 접촉을 늘리게 되면서 유가족과의 거리감은 다소간 

개선되었습니다.  

  
내방 상담 모습 1 내방 상담 모습 2 

 

한편, 피해당사자 상담율에 부정적 요소로는 1) 20대로서 학업 재개/ 취업 준비 등 코

 
28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외상사

건을 경험한 이후 이에 대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

다(Tededschi & Calhoun, 1995, 2004). 또한 외상사건 이후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심리기능이

나 적응 수준을 넘어선 발달과 이를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말한다(Maercker & Zoellner, 

2004). 이러한 성장의 개념은 단순히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 

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Tededschi & Calhoun, 1996).”고 함(한정민, 장정은, 

전종설, 2020: 12에서 재인용).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한 부담, 2) 심리상담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주관적으

로 필요성을 부인, 3)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을 시점인 ‘피해직후’에는 외부에

서의 심리상담 접근이 쉽지 않은 영내생활 환경(카메라 사용 불가, 사적 공간 부재) 등

을 꼽을 수 있습니다.29 즉, 상담이 절실하다고 느낄 때에는 군인권센터 상담 접근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막상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1)과 같이 당장에 닥친 현실의 문

제를 해결해야 하면서 상담을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 우리나라

의 문화적 맥락상 마음의 장벽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도 정신건강 측면에

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끄러움, 진로[career] 방해, 부대원 신뢰 상실, 지휘관의 차별 

대우, 개인 귀책 및 유약함이라는 낙인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20~30대 남성이라는 집단 특성, 입대 전 신체검사를 한다는 사실, 금욕적이고 자제력 

있고 독립적(self-sufficient)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와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

애를 강조하는 병영문화 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Acosta et al., 2014: 12).30 다만, 실제 군인권센터 마

음결 ‘문의’한 경우, 대체로 그런 문화적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5)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소수 관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를 살펴보면, 핵심참여자 1명이 마음결 상담 초반에 ‘군인권센터가 제공

하는 상담라서 군대에 대해 잘 아는 상담자인 줄 알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31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2) 마음결 심리상

담자 교육’을 제공한 바 있지만, 다시금 군대 경험이라는 것이 각 부대마다, 시기바다, 

선후임 관계마다 달라 매우 개별적이고 맥락화 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참여자 또한 이

해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특정 군대용어를 모른다는 것이 군인권에 대한 혹은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오인은 예방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핵심참여자는 상담을 계속하면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

를 쌓을 수 있었고, 마무리할 때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인권센

터는 사전면담시 활동가가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 점에 대한 안내 또한 

할 수 있도록 하여 내담자의 상담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29  이와 관련하여 핵심참여자중 1명은 만족도 설문에서 “병영상담전문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연계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답함. 

30 군인권센터 아미콜 내담자에게 마음결을 권유하였을 때 부정적 반응(취업 불이익 걱정 등)을 보이신 

경우를 볼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편견이 잔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군 자살사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전홍진 외, 2019: 55-56)를 보면, 면접대상자들

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 위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가 인식이 나빠지진 않을까. …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듣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심리상담이라든지 … 불이익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 그리고 “조사 받으면 쟤가 문제가 있나 생각하게 된다. 아무 문제도 없어

도”라는 걱정, 구체적으로는 “진급을 하고 군생활을 잘하는 것이 … 관심병이 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없게 될 것”과 “장기선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31 ‘여성’ 상담자에게 상세불명 ‘불만’ 및 ‘거부감’을 보인 경우가 각 1명씩 있었음(상담은 중도중단됨). 



이상의 걸림돌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편견이 분명 저변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32 국가의 도움이나 주변의 지지없이 혼자 해결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기방어기제로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일에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자신의 건강을 후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힘

겹게 일상을 일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걸림돌 상호간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원인분석은 조금 더 심층적 면담과 별도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과제이고, 어

떤 걸림돌이 어떤 피해유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당사자인지 유가족인지에 따라 

그 영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은 추적관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 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군과 민간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상담 및 치유 프

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해결과 심리치유를 

제공하는 조밀한 지원체계 구축에서 유의미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2020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1차 자문 자리에서 나온 김진숙 교수의 자문대로 ‘목표달성척도’

를 활용하였습니다.33 이는 각 핵심참여자의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자 상담 

초반에 정서, 사회(대인관계), 신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34 이를 상

담과정에서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주관적으로 보고하고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평가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된 결론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억

이 정리가 된다’, ‘분노나 감정이 한결 가벼워진다’, ‘내가 느낀 감정이 타당함을 알았다’

와 같은 반응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특히나 이야기를 통해 분노하더라도 

고통이 덜 하다는 경험을 보고하였고, 피해당사자의 경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되었고,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일상복귀가 수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최기홍 외, 2020: 

89-103)에 따르면 ‘정서, 사회(대인관계), 신체, 삶의 만족도’ 등의 영역에서 군 유가족

은 주로 1) 건강상 우울감, 자살사고, 알코올 사용, 무쾌감, 무망감을 경험했으며 인지

기능 저하, 자해행동, 사회적 철수, 화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대인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상 부정적 변화(가족해체, 소원, 불화, 원망)를 보고했고,35 지인관계상 가족과 마찬

 
32 미군의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과 심리치유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이때, ‘낙

인’은 과정으로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 요소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적 태도를 모두 가리키며, 

정신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낙인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남. 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의료보험 상실 우려와 친구/가족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믿음이 작용함(Acosta et al., 2014). 

33 수혜자가 계획 시 세운 변화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함.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통

해 사회복귀 능력이 배양됨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함. 

34 트라우마 치유 효과는 1) 기능 개선과 2) 미래 외상에 대한 취약성 감소로 가늠할 수 있음(Katona, 

& Robjant, 2017: 1). 

35 권자영(2015: 155-156)에 따르면 가족불화는 실종아동 가족에서도 나타나는데 역시 어떤 ‘문제사건’

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한 의견차이, 책망, 죄책감 등이 작용함.  



가지로 사망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게 됨에 따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고, 자신

의 심정을 이해받지 못한 불만감이 있었습니다. 3) 이외 애도과정과 회복이 충분히 진

행되지 못함에 따라 직장 및 사회생활에의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지기능 저하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의미있는 변화로서 가족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게 되거나, 대외활동, 법제 수정 등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도별 핵심참여자의 영역별 목표달성 평균치는 아래 표 6과 같습니다. 이는 목표달성 

정도를 ‘변화없음(1)’, ‘기대이하(2)’, ‘기대수준(3)’, ‘기대이상(4)’, ‘최적향상(5)’로 임의

적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평가하였을 때 별도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을 낸 결과입니다

(단, 2022년 10월말 진행중인 유가족 상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각 핵심참여자의 목

표가 다 다르고, 여건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화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으나, 피해당사자와 유가족으로 구분할 때, 자기보고식의 평가이고 표본이 많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피해당사자가 편차도 더 적고(최대/최소값 차이는 당사자가 더 큼) 효과에 

대한 평가 평균도 더 높게 보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서 사회 신체 삶의 만족도 목표달성 

당사자 
평균 3.75 3.5625 3.5 3.5625 3.9375 

표준편차 0.57735 0.629153 0.730297 0.512348 0.57373 

유가족 
평균 3.571429 3.571429 3.428571 3.285714 3.714286 

표준편차 0.534522 0.9759 0.534522 0.48795 0.48795 

 

  
 

표 6 마음결 심리상담 목표달성 평가 결과 

연번 정서 사회 신체 삶만족 목표 종합 

2021-1 3 2 3 3 대화, 스트레스조절 3 

2021-2 3 4 4 3 자기돌봄 증진 4 

2021-3 4 3 3 3 정서조절, 진로고민 4 

2021-4 4 4 4 4 자기돌봄, 스트레스 대처 5 

2021-5* 3 2 3 3 대화, 정서안정 3 

2021-6* 3 3 3 4 대화, 추억정리 3 

1
2
3
4
5

당사자

최대값 최소값 평균

1
2
3
4
5

유가족

최대값 최소값 평균



연번 정서 사회 신체 삶만족 목표 종합 

2021-7* 4 3 4 3 정서조절, 자기돌봄 4 

2021-8 3 4 2 3 대화, 감정돌봄 4 

2021-9 4 3 3 3 불안감소, 자기돌봄 증진 4 

2021-10 4 4 3 4 규치적 생활, 자기 자비심 4 

2021-11 3 3 4 3 자기돌봄 3 

2021-12* 4 4 3 3 수면, 대화, 정서조절 4 

2021-13* 4 4 4 3 자원탐색, 정서조절 4 

2021-14* 3 5 3 3 가족자원 소통, 운동 4 

2022-1 4 4 4 4 불안감소, 자기돌봄 4 

2022-2 5 4 4 4 자기비난 감소, 자기돌봄 5 

2022-3 3 3 3 3 문제해결 3 

2022-4 4 3 3 4 심리 안정, 자기비난 감소 4 

2022-5 4 4 3 4 자기돌봄증진, 목소리내기 4 

2022-6 4 4 5 4 대인관계대처 4 

2022-7* 4 4 4 4 분노표현, 추억정리 4 

2022-8 4 4 4 4 자기돌봄, 정서조절 4 

2022-9 4 4 4 4 자기돌봄, 스트레스 대처 4 

2022-10 4 3 4 4 무기력, 긴장감 감소 4 

(단, 연번은 임의부여됨. 시범운영 중 유가족(*)은 1·2단계 2회 평가함(2명). 2022. 10. 기준) 

다음 표 7은 2021년 마음결 상담 시범운영에 문의, 신청, 이수하신 분들의 기초적 정

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에서 성별 옆에 ‘*’ 표시는 상담시 현역이었던 분들입니다. 

표 7 마음결 심리상담 핵심참여자 목록 

연번 생년 성별 소속/신분 주호소 배경/ 인권침해 수료 비고 

2021-1 1970 여 육군 모/가족 아들의 괴롭힘 피해 3회 중도중단 

2021-2 1960 여 육군 모/가족 아들의 성추행 피해 6회 완료 

2021-3 1990 남 육군/당사자 진료부실, 콤플렉스 6회 완료 

2021-4 1990 남 육군/당사자 부당처벌 6회 완료 

2021-5 1990 남 사회복무/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1회 중도중단 

2021-6 1990 남* 육군/당사자 중대장 직무 고충 6회 완료 

2021-7 1990 남 육군/당사자 모욕, 따돌림 6회 완료 

2021-8 1990 남 육군/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6회 완료 

2021-9 1990 남 의무소방/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2회 중도중단 

2021-10 1970 남 육군/당사자 구타, 가혹행위 6회 완료 

2021-11 - 남* 육군/당사자 군의관 직무 고충 미신청 

2021-12 - 남 공군/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미신청 

2021-13 1990 남 육군/당사자 따돌림 6회 완료 

2021-14 1980 남 육군/당사자 성폭력 6회 완료 

2021-15 1990 남 육군/당사자 가혹행위, 성희롱 1회 중도중단 

2021-16 1980 남 육군/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6회 완료 



연번 생년 성별 소속/신분 주호소 배경/ 인권침해 수료 비고 

2021-17 1940 여 육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4회 중도중단 

2021-18 1960 여 육군 모/유족 진료부실 사망 18회 완료 

2021-19 1950 여 육군 모/유족 구타 사망 2회 중도중단 

2021-20 - 여 해군 누나/유족 동생의 의문사 미신청 

2021-21 1950 여 육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14회 완료 

2021-22 - 여 육군 모/유족 사망 미신청 

2022-1 - 남 육군 부/가족 괴롭힘 등 부조리 미신청 

2022-2 - 여 특전사/가족 구타 미신청 

2022-3 1980 남 육군/당사자 폭언 2회 중도중단 

2022-4 2000 남 사회복무/당사자 근무지 스트레스 2회 중도중단 

2022-5 - 남 육군/당사자 부당징계(영창) 미신청 

2022-6 1990 남 사회복무/당사자 고충신고 보복 11회 완료 

2022-7 1990 남 육군/당사자 부조리, 개인사 5회 중도중단 

2022-8 1990 남 공군/당사자 모욕, 따돌림 11회 완료 

2022-9 1990 남 육군/당사자 대인관계 6회 완료 

2022-10 1990 남 사회복무/당사자 폭언 6회 완료 

2022-11 1970 남 육군/당사자 구타, 자해 11회 완료 

2022-12 1990 남 사회복무/당사자 업무 부조리 2회 중도중단 

2022-13 - 남 사회복무/당사자 욕설, 스트레스 미신청 

2022-14 2000 남* 육군/당사자 신체장애, 스트레스 6회 완료 

2022-15 - 남* 육군/당사자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미신청 

2022-16 1990 남 육군/당사자 업무 스트레스 6회 완료 

2022-17 2000 남 육군/당사자 폭언, 진료권 7회 완료 

2022-18 - 남 육군/당사자 폭언, 협박 미신청 

2022-19 1990 남 공군/당사자 부조리, 업무스트레스 6회 완료 

2022-20 1990 남 육군/당사자 따돌림, 불처벌 6회 완료 

2022-21 1960 남 육군 부/유족 인사부조리 사망 14회 완료 

2022-22 1940 여 해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미신청 

2022-23 1950 여 육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6회 중도중단 

2022-24 1960 여 육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미신청 

2022-25 1940 여 육군 모/유족 사고사 미신청 

2022-26 1970 여 육군 모/유족 훈련중 사고사 18회 완료 

2022-27 1960 여 육군 모/유족 부조리 사망 11회 완료 

2022-28 1970 여 공군 모/유족 성폭력 사망 11회 완료 

(단, 연번은 임의부여됨. 수료 회수에는 ‘후속상담’ 회기는 미포함됨.) 

참고. 군 유가족 상담의 경우, 11회(완) 표시는 ‘통합회기’로 운영한 경우를 말함.  



     

(1)    

다음은 마음결 심리상담을 신청하게 된 경위 중 일부를 추린 것입니다. 아래 포함된 사

례가 반드시 그런 유형의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적 인

권침해 유형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개인신상에 위해가 가지 않는 경우를 골라냈습니

다. 그래서 성폭행 등은 피해자 신상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으

며 유가족의 사례는 이 보고서 ‘나. 마음통 힐링여행’과 ‘다. 마음봄 자조모임’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사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위반사항의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즉, 군인권센터에 문을 두드린 분들은 모두 동협약 제14조에 따라 피해에 대한 배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6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사훈련 및 복무중 신체 부상을 입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영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추행 피해 등을 입고 자

해까지 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재차 조롱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 군 시절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 질타하는 상관으로부터 당한 모욕 피해를 입은 경우, 지휘

관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신병시절 지속적 괴롭힘에 노출되어 1303에 

신고하였으나 ‘가해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배치 받은 

부서에서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지속적 질책과 간섭, 무시, 감시를 받은 경우, 부모나 

주변인에게 자신의 군 생활중 어려웠던 점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

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지내 사고 발생 책임을 직원이 떠넘겨서 피해를 입거나, 

시설 이용자를 직원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에 대한 보복 피해를 입거나, 

시설 이용자를 직원이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이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에 혹은 그 개입이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점에 분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역 신분인 

경우에도 선임병 1명의 후임들을 괴롭혀 고충상담을 하였더니 도리어 핵심참여자가 피

해의식이 있다고 한 경우, 그리고 폭언을 신고하였으나 녹취가 없어 가해자가 불처벌되

면서 핵심참여자가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겨레S(김미향, 2021)와의 취재에 응해 주신 핵심참여자분들 중에는 “군대에서는 아파

도, 다쳐도, 치료가 오래 걸리는 질병에 걸려도 최대한 군 생활을 하게 하거든요. 군에

서 진술서만 한 스무 번 쓴 것 같아요. 간부들한테 복무를 기피한 병사로 찍히니까 작

은 것 하나라도 진술서를 쓰게 하고 그랬어요.”라는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

었고, “딱 그 풍경, 특정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납니다. … 저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억눌린 모습이에요. 군에서 딱히 가혹행위라고 할 만한 수준의 일은 겪진 

 
36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2017)는 제3-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에 비추어 심

리 및 의료지원을 포함한 재활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CAT/C/KOR/CO/3-5, para. 36(g)). 



않았는데, 당시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강도의 외상사건이든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장기간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참여자 특성을 분석하면 2개년 사업 기간 동안의 마음결 상담 문의를 기준으로 할 

때, 피해당사자 대부분은 1990년 이후 출생자였지만,37 1980년대생도 2명/1명, 1970년

대생도 각 1명씩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10년 이상 지난 분의 경우라도 사건 

성격(구타, 성폭력, 자해경험)상 여전히 고통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

고로 병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의 인적 구성상 2개년 동안 핵심참여자에 여성이 

피해당사자로서 모집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가족의 경우 거의 모두 어머님이셨

고, 아버님은 1명 계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문의한 사례가 2021년 1건있었으나 최종 상

담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상담 당시 현역 신분인 사람은 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면회, 

외출, 휴가 등이 장기간 제한되었던 상황과 더불어 영내생활을 해야 하는 병사의 특성

에 따라 외부 상담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육군 

소속이었으며 해군 1명/1명, 공군 1명/2명, 사회복무요원 2명/5명, 의무소방 1명/0명이 

각 사업연도별로 있었습니다. 의무경찰, 해병대, 대체역과 기타 보충역은 2개년 동안 

마음결 핵심참여자로서 모집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담 경험에 대한 공통점을 추려보면 우선 마음결 심리상담에 참여하신 핵심참여자들

(특히 유가족)은 대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방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시

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주변에 쉽사리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38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낙인, 막상 이야기를 

했으나 이에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는 경험 등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9 사

 
37 단, 2022년도에는 2000년대생이 3명 신청함. 

38 실제 이러한 경험을 겪었던 피해당사자가 있음. 일부 아미콜 사건지원을 통해 군인권센터로부터 지

원을 받으셨으나 마음결 상담을 거절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회복귀를 노력하는 도중 학교 동기생

이나 아르바이트 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모진 말(외상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피해자가 모자라거나 특이

하여서 그렇다거나 외상으로 입은 후유증에 대한 차별적 혐오 발언)을 들어야 했던 경우도 있음. 유가

족의 경우, 특히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편견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등등으로 친

인척으로부터도 ‘그만하고 잊으라’는 류의 말을 듣게 되면서 상처를 입는 경험이 있음. 즉, 군 트라우

마의 치유는 민간인 삶으로의 전환에서도 중요함(OSCE/ODIHR, & DCAF, 2021: 266). 

39 이 맥락에서 앞서 ‘마음결 심리상담 사업 결과 분석’에서 피해당사자의 여성 상담자에 대한 불신(각

주 31)을 보면, 그 불신의 기저에는 자신의 경험을 지식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읽

힘. 그러나 ‘예비군 갑질’이 꽤나 자주 회자되듯, 같은 경험이 꼭 공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이재근, 

2017). 오히려 예비군은 기존 군대논리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고 부조

리를 답습하거나 ‘나도 버텼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하거나, ‘나는 고생했는데 너는 꿀 빤다’며 빈정거

릴 수도 있음(신지인, 2021). 게다가 군 경험은 부대와 시기에 따라 다르기에 이는 선입견임. 



실 “PTSD 환자들도 약물치료에 비해 심리치료를 선호하고 자신의 외상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고 싶어”합니다(Simiola, Neilson, Thompson, & Cook, 2015; Choi, 2017: 542

에서 재인용). 

나아가 상담 운영 과정에서 정신건강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일부 

문의자의 경우 피해의식이 망상처럼 심한 분도 계셨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실제 상담 

진행에 있어서 상담자와 정한 상담일정 준수나 기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마음결 심리상담을 개발할 당시에도 이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

처럼 사용될 수는 없기에 다음의 최저기준을 정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문의자 분들

께는 타 상담기법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우선 권장 드렸습니다.40  

1.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정신증적 증상(망상, 환청, 관계사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2. 건강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3. 자살사고가 심한 경우 

4. 타인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5. 군 유가족의 경우 사별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추후 진행/ 권장: 6개월)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핵심참여자가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지만, 사

전면담 당시 이미 우울증이나 기타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했

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군 생활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이를 제때 돌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짐작됩니다. 참고로 마음결 상담을 모두 이수

한 분들 중 57.7%(15명)이 심신에 질환이 있으셨고, 상담을 문의한 분까지 포함하면 

44.0%(22명)가 병원을 다녔거나 다니고 계셨습니다.41  

핵심참여자의 건강상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정보는 구두로 핵심참여

자가 보고한 바를 기록한 것이므로 정확한 진단명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류 방식 또한 느슨하게 집계되었습니다. 즉, 상담자 판단에서 임상적

으로 해당 건강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가 소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

대로 증상의 호소가 있으나 임상적으로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 아니하고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으로는 우울증 등 기분장애가 있었으며 기타 정

신증, 불면증도 관찰되었습니다. 이외 인권침해 사건과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나 현재 유

병하고 계시다고 보고하신,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환(주로 신체)을 함께 정리하였

습니다. 

 
40 이러한 조건은 사전면담을 진행함에 앞서 구두로 설명하였고, 실제 이러한 조건으로 상담이 진행되

지 못한 경우는 1건, 상담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는 2건 정도가 있었음. 단, 2개년 동안 중도중단은 

모두 본인의사에 따른 중단임. 

41 다만, 이 수치가 해당 질환이 군 복무나 군에서 겪은 외상사건으로 기인한 것인지 혹은 입대전후로 

다른 외상경험이 있었는지 등 그 인과성이나 기타 관계성의 정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님. 



표 8 마음결 심리상담 핵심참여자 병력 

구

분 
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 

스트레스 
성격장애 발달 

수

면 
신체질환 

증

상 

우

울 

조

울 

불

안 

공

황 

강

박 

PT 

SD 

적응 

장애 

조

현

병 

망상 
경계선 

지능 

불

면 

심 

혈 

관 

뇌 

신 

경 

암 

자가

면역 

질환 

피

해 

관

계 

수 7 1 3 2 1 2 1 1 1 1 1 3 1 1 1 2 

계 8 6 3 3 1 3 5 

(단, 위 사례는 중복을 허용하여 집계된 것임.) 

다음으로 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주제의식 특성 중 하나는 

‘군 인권침해’라는 외상이 ‘부정의한 것’이라는 울부짖음, 그 정당한 요구가 사회에서 

외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와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새로운 개념이기는 하

나 독일 통일 후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동독인이 호소한 정신적 고통의 특성과 유

사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두고 Linden은 PTED(외상후울분장애)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PTED는 화, 허탈감, 부당함, 무력감을 호소하며 침습적 사고, 부정적 감정, 

불안, 회피, 의욕의 상실, 수면장애, 정동(affect)에 이상이 없는 우울 등을 주로 보입

니다. 특히, ‘부당함 및 불공정함’을 호소(복수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42  

이러한 심리·정서적 경험은 군 유가족 7명을 대상으로 한 최현정(2016: 22, 31-32)의 선

행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우선 “국가의 책임을 외침의 범주는 (1)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 (2) 사고 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변함의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의 회복 범주는 (1) 세상을 향한 불신과 분노, (2) 사회적 고립의 하위 

범주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상실을 경험한 가족을 향한 존중과 보호 체계 마련은 (1) 

가족을 존중하지 않음, (2) 부모/보호자로서의 고통의 하위 범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분

석되었습니다. 관련 경험의 추가 분석은 이 보고서 ‘나. 마음통 힐링여행’의 ‘(1) 참여

자 경험 정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 이를 한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기초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3 특히 

한국사회는 외상 후유증을 개인의 일이자, 내재적/ 생물학적 문제로 치부해 지나치게 

병리화시키고, 그 원인이 되는 ‘불의’는 규명되지 못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에 따

라 우리 사회에는 ‘분리’와 ‘부인’의 방어기제가 발달했습니다. 즉, 외상을 입은 당사자

가 ‘타자화’되고 ‘비인간화’되어 배척되고, 공권력은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부인’

합니다. 이 속에서 피해자는 주요 증상으로 ‘분노’와 ‘한’을 보여줍니다(최현정, 2015: 

186-7). 이러한 ‘부인주의(Denialism)’ 전략은 숨기려는 사실이 공개된 경우 더욱 적극

적으로 사용되며, Diethelm과 Mckee(2009)의 분류에 따르면 5가지 방법을 통해 구현

 
42  다만 이번 <2020 나눔과꿈> 핵심참여자들 중에는 복수심을 강하게 표하지 않거나 정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도 있었음. 이상 PTED에 대한 내용은 고한석, 한창수, 채정호(2014)의 논문 참고. 

43 근거기반 심리치료를 한다고 할 때에도 내담자 개개인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 전제임

(Choi, 2017: 542). 



됩니다: ‘음모적 공격’, ‘날조된 전문가’, ‘약한고리 결함 강조’, ‘입증불가능 강조’, ‘거짓

진술과 논리오류’(이형숙, 2020: 15, 19-20).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외상 후유증이 자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3)    

2개년 동안 운영한 마음결 상담은 그 자체로 국가나 시민사회가 돌보지 못했던 영역에

서 이뤄진 새로운 접근 시도였던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혜선 한국트라우마연구교

육원 원장께서는 “군대는 폐쇄된 공간적 특성, 대인 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경직된 의사

소통 구조, 다양성이 존중되기 어려운 상황,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수용되지 않는 곳”

이라며44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이었다면 취할 수 있는 저항, 도주 등 개인의 여

러 방어 행동들이 군대에서는 제한받게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져 제대 

후에도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특히 일정 연령의 성인에 병

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내 상황에서, 일상적인 군 심리 치

유 프로그램 필요성을 환기하신 바 있습니다(김미향, 2021). 기존 정부의 정책은 사후대

응적이고, 지나치게 의료적인데 일례로 육군 인사사령부의 유가족지원팀은 2015년 5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건 후 설치되었으나, 인력이 7명으로 부족하고, 정부 소

속이라는 한계로 행동반경이 자유롭지 않습니다(최기홍 외, 2020: 26-30).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의 경우도 2018년부터 재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력이 없어 

외부 심리상담사와 계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ibid., 31-32).  

군인권센터의 마음결 2개년 운영 결과를 되짚을 때 여러 보완할 사항을 발견할 수 있

었습니다. 일단, 잠재적 핵심참여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이 지리적 조건은 상담 문의에서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방해물로서 작

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멀어서 문제가 된 것을 넘어서 이에 따라 상담일정, 장소 

확정에 애를 먹었으며, 교통비나 출장 일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상 부담도 높

았고, 이에 따라 증빙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는 등 행정적 부담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50명의 문의자를 기준으로 할 때, 2년간 서울 ‘거주자’가 15

명, 경기남부권이 11명, 경기북부권 3명으로 수도권이 29명이고, 이외 지역 21명이었습

니다. 이때, 유가족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3명, 경기도 거주자가 3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의 43%에 불과했습니다.45  

특히 유가족에는 고령층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리적 거리와 이동수단의 유무 등이 과제

 
44 이에 대해 이형숙(2020: iii)은 군대는 1) 조직의 폐쇄성으로 내부고발없이 진실이 알려지기 어렵고, 2) 

정치적 사건은 상부책임이 명확해 더욱 은폐에 적극 가담했으며, 따라서 3) 조작, 은폐, 부인에 조직적

인 가담/담합이 있고, 4)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담자를 집단적으로 양산했고, 

5) 군사법제도가 은폐와 부인을 구조적으로 유지하도록 뒷받침한 구조가 있음을 지적함. 

45  단,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피해당사자의 경우 수도권 지역 분포(63.6%)가 유가족의 경우(38.5%)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고향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는 고향에서 비대면으로 상담하기도 함. 



로 떠올랐습니다. 이중 강원 철원 및 경남 산청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거나 거리는 비교적 가깝더라도 읍·면 지역이라 상담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난관

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비대면 상담과 출장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한 문화공간 등을 섭외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각 지역에 상담소와 MOU를 맺으며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관련 MOU는 

아래 ‘3. 홍보 캠페인’ 참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수도권(50%)보다 비수도권(75%)에서 

오히려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단, 비수도권 ‘미신청자’는 제외된 값임).  

표 9 마음결 심리상담 문의자 거주지 분포 

구분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세종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광주 

전라

남도 
대구 

경상

북도 
부산 

경상

남도 

가족 1 2            1 

당사자 11 7 2   1  3 1 2 1 2 1 1 

유족 3 2 1 2 1 1 1    1 2   

계 15 14 2 4 6 9 

 

한편, 주호소가 애초 상담을 신청하고 시작할 당시와는 달리 파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

다. 억압적 환경에 놓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

형입니다. 내담자 본인은 자신의 심적 고통의 이유를 군과 관련된 A라고 생각하였으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종합 판단할 때 그 이유가 복합적이라거나 전혀 다른 B나 C 등 기

타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기간 중 피해당사자 

중 1명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환경에 놓인 사람은 취약성

을 갖고 있어서(Butler, & Critelli, 2019: 41) 일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 국면에서 차별과 

피해를 입기 마련이라서 ‘군 트라우마’가 현재 증상의 주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그렇다고 군 인권침해가 없었다거나 

그에 의한 외상 후유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사업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46  즉 주호소 사항을 다루기 위한 과정에서 군 인권침해 등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면, 1단계 6회기 상담을 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의 단체 특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핵심참여자의 기대가 다른 경우입

니다. 이제까지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주된 목적은 ‘심리·정서’적 돌봄

보다는 ‘사건해결’에 더 큰 방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음결 상담을 권유하여도 이를 

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특성상,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가해

자가 단죄받고,47  국가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거나 보훈·보상·배상 등에서 마땅한 대

 
46 이번 3개년 사업에서는 ‘결혼’이라는 개인사적 문제가 보다 직접적인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이 된 경

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에도 핵심참여자 본인이 스스로 상담을 하면서 이를 깨닫고, 다른 방식의 상담

을 찾아보기로 하면서 종결된 것으로, 군인권센터가 중단시킨 것은 없음. 

47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피해자의 응보심을 충족한다는 이론과는 별개로, 인권침해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이 단순히 가해자를 ‘악인’으로 만드는 보복 차원은 아님. 어떤 ‘사람’이 문제의 전부가 되는 경우, 



우를 받는 것이 ‘외상후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만 어떤 사건의 경우, 물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

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즉, 현재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이나 마

음결 프로그램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건해결이 되

지 않으면 다른 도움은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이 경우 병원 진료나 상담을 

권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지원’을 들어가는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적 개입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마음결 상담을 곧바로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

램 구성상 해당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복무중인 경우 상담자가 

부대로 투입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외 부차적인 문제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능력이 문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결 심리상담 특성상 그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

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지원을 받는 분들께는 의료지원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과 처방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트라우마 치유’라는 

한 축과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다른 한 축이 완전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지는 못했

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전역 후 마음결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고(위 표 7의 

‘*’ 참고), 마음결 상담과 함께 후속으로 의료지원을 이어서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프로

그램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세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마음결’ – ‘피해지원’ 간 핵심참여자 연계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제2부 피해자

에겐 차갑고 가해자에게 따뜻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음결 심리상담에 참여한 피해당사자에게 실시한 만족도 평가를 종합할 때, 대체로 상

담 이전에 비하여 심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였고, 상담 초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담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참여자들은 “내가 나를 비난히지 않고 군

대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 “나의 행동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해주기,” “스스로의 감정을 더 이해하고 최우선으로 돌보기,” “과거의 부정

적 감정에 휩싸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기” 등을 상담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

다. 군인권센터는 부디 이번 만남이 마음결 핵심참여자분들께서 자신이 겪은 외상사건

이 완쾌될 대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부정의를 시정하고,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회복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일상’을 찾아볼 수 있는(최현정, 2015: 194) 

기회가 되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다만, 핵심참여자 1명은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음. 상담 기간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접근 경계대상임. 이는 회복적 정의를 위한 

운동 등에서의 통찰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다만, ‘화해’라는 이상향을 염두에 두더라도 어디까지

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문책은 ‘책무성’의 측

면에서도 필수적 요소임. 합의 등 형식적 화해를 근거로 불처벌이 만연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제

도가 있어도, 그 제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될 여지가 다분함. 



짧아 깊은 내용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쉬움.”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애초 

20-30대 피해당사자인 핵심참여자들의 특성상 복학, 취업 등 개인사적으로 일정이 많

아 장기간 상담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고려하여 자문 등을 거쳐 상담 기본 회기를 짧

게 두었으나, 좀 더 긴 상담을 원하는 수요도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마음결 심리상

담 1단계에서 채택한 치유기법에 권장되는 회기에 비하여 실제 구성이 절반 수준으로 

되어 있는 바, 기본 회기를 늘리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48 

대신 이런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2년에는 피해당사자도 11회기까지 연장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연장 회기의 경우 유가족용 워크시트 내용을 활용하였는데 

일부 표현을 제외하거나 내용을 뺀 후 안정화 기법을 다루는 부분만을 남겨서 사용했

습니다(피해당사자용 워크시트에도 총 14회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있음). 연장 회기를 실

시할 경우 일부 회기들은 한 회기에 같이 실시하게 되므로 실제 11회기를 운영하게 되

는 것입니다. 2022년 실제 11회기를 이수한 피해당사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핵심참여자분들이 남겨 주신 소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장 꽃다운 나이. 명예로운 군복무가 아니고 지옥같은 군대 

부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실상을 알려야 

가해자 [재범] 예방과 피해자 회복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48 실제 2022년 실시한 일부 핵심참여자의 경우 상담자의 판단 하에 11회까지 연장하여 진행함. 



“상담사님께서 정말 잘 공감해주시고 잘 이해해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덕분에 마음의 안정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늪이 없어지지

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은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나에 대한,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속마

음을 얘기하게 된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

서 시작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다.” 

“상담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내담자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

금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핵심참여자분들이 한겨레S와의 취재에서 남겨 주신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 소감은 다음

과 같습니다(김미향, 2021). 

“병원에서 의사와 짧게 대화한 것 외에 긴 심리상담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

죠. 7년 전 힘든 경험을 이렇게 자세히 말한 사람은 상담 선생님이 처음이

었던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때 진정시키는 호흡법도 알려

줬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부모 잃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식 잃은 고통은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내 감정에 대해 말했을 때,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란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지지받는 느낌

이 들더라고요.”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외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 과정 하

나만으로 일상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아요. 얼마 전 6년 만에 처음 내 옷을 

한벌 사봤어요. 아이를 잃은 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군인권센터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박신영, 차성이 실행위원은 2022년 실

시한 마음결 심리상담 핵심참여자중 “군대 내 대인 외상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단기 

상담 프로그램 예비 연구”에 동의한 경우를 연구·분석하여 KCI등재 대한스트레스학회

에 논문을 투고하여 2022년 제30권 제3호에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참

여자에게는 상담 프로그램과 연구에 대한 안내와 목적, 예상 소요 시간, 이후 진행될 

사전면담 및 개입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박신

영, 차성이, 현명호, 2022). 단, 연구범위는 1단계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습니다. 

(1)    

연구 결과(박신영, 차성이, 현명호, ibid., 159)를 정리하면 (1) 기저선, 사전과 사후, 추

후 시점에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상태 불안, 우울감, 불면증, 수용 행동에 대

해 Wilcoxon 검정을 시행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Z=−2.028), 상태 불안

(Z=−2.366), 우울 증상(Z=−2.371), 수용 행동(Z=−2.366)의 사전과 사후 시점의 점수 

변화가 모두 유의하였습니다(p＜.05). 다만 불면증은 사전과 사후 시점의 점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Z=−1.866, p=.062). 한편, 모든 척도에서 기저선과 사전 시점의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후 시점과 종결 후 3주 뒤인 추후 시점에서의 점수 

변화 모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2) 기저선ㆍ사전ㆍ사후ㆍ추후 시점에 대해 Friedman 검정을 시행한 결과,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사전(M[mean]=49.00, SD [standard deviation]=24.55)에 비

해 사후(M=25.71, SD=14.23)에 감소하였고(𝜒2=10.029, p＜.05, d=1.16), 상태 불안도 

사전(M=60.14, SD=13.26)에 비해 사후(M=45.29, SD=12.88)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𝜒2=12.771, p＜.01, d=1.14). 우울 증상도 사전(M=21.43, SD=7.04)에 비해 사

후 시점(M=15.00, SD=5.45)에 감소하였고(𝜒2=17.682, p＜.01, d=1.02), 수용 행동은 

사전(M=23.86, SD=9.19)에 비해 사후 시점(M=34.00, SD=10.63)에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𝜒2=11.743, p＜.01, d=1.02). 

(2)    

이 연구의 의의는 우선 (1)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대 내 대인외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

조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한 것입니다. “내담자의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

춘 안전기반치료는 외상 후스트레스 반응과 증상에 대한 정상화와 안정화를 통해 피해

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적응 수준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

입으로, 그 치료적 효과가 꾸준히” 확인되어 왔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 실시 이후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상

태 불안,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그 효과가 3주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특

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PCL-5 절단점 이상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

태였던 핵심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개입 후 그 이하로 감소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

니다.  



나아가 (2-1) 실제로 핵심참여자들은 상담 종료 후 4명은 “자기돌봄 활동 필요성 인식 

및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되었고, 3명은 “안정화 기법 습득”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했습니다. 이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더하여 (2-2) 핵심참여자가 

경험한 정서적 변화 측면에 관하여 “발전적 계획을 세우는 변화가 있었다,” “나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

가게 되었다,” “자책하던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조리에 맞선 내 행동이 도망

치려던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개선됨을 보고했습니다. 

끝으로 (3) 상담을 받게 되면서 외상 기억과 관련된 수용 행동이 증가했는데, 트라우마 

경험자들은 그 사건 관련 기억에 두려움, 불안, 괴로움을 느끼며 이를 촉발하는 상황과 

사고,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회피성향이 “침습적 외상 

기억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 알콜 사용 등 역기능적인 대처를 악화시키기도” 하는 점에

서 수용 행동이 높아지는 현상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즉, “수용 전념 치료적 개입이 대

인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와 수용 행동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의 검증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자 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수가 적고, 통제집단이 없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

만 활용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며, 타당도를 높인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사업에서 현장활동이 연구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최종 논문 발표까지 이어진 바, 시민사회에 유의미한 활동방식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이미 상처받은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중요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규모 면에서 국가주도의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기간 면에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병원 주도하의 연구에 비하여 부족했습니다. 다만, 현장 인권활동이 연구의 지평을 열

고, 다시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49  심리치유와 옹호활동을 진행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핵심참여자의 삶에 중대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전달할 때에는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물론이고, 사업수행 주체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인 

핵심참여자 집단 또한 사업수행 주체와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50  

 
49  우리나라에서는 PTSD 치료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된 무선할당통제연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해외에서 알려진 치료법의 국내 검증 또한 부족한 편임. 임상심리학자에게 근거기반실천이라 함은 “개

개인의 내담자에게 행할 심리치료를 결정할 때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치료자가 내담자의 

필요, 가치와 선호, 문화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심리치료를 적용하는 것

(Anderson, 2006; Yim, Lee, Lee, Lee, Kim, & Choi, 2013)”임. 즉, 단순히 연구결과에만 근거하는 것

이 아니라 치료자의 경험과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임(Choi, 2017: 542). 

50 물론 이러한 연구활동은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 모두가 고루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와 현

장활동 간 균형을 이루되 그 방점은 현장활동에 있어야 함. 특히, 연구참여는 부동의하더라도 여전히 



3)    

군인권센터는 마음결 심리상담을 개발하면서 실행위원들에게 기본적인 군 인권 감수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워크샵(4시간)을 2020년 12월 22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 자문회의에서 요구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애초 사업계획엔 미포함되었던 바, 

내부 자원을 활용해 김형남 사무국장이 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각 

지원사례 스터디를 통해,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이 내담자 특성과 최근 군 인권침해 사건 

경향을 군인권세터의 연례보고서 분석을 통해 개발진에게 전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 본격적인 마음결 심리상담 진행을 협력할 상담자들에게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기본적 군대 지식과 군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3. 4. ~ 18. 간 매주 목, 금 저녁 시간에 워크샵을 5회(13시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에는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이신 이경환 변호사, 김대희 전문의, 

군인권센터 실행위원이신 박신영, 차성

이 임상심리학자, 오현정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를 강사로 모셔서 각 군 사법

제도, 군 의료제도, 사회정의 상담, 마

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속비애/복

합비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과 협업하

여 공개 비대면 강좌로 진행하였으며 

총 4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

로 5강 전부를 수강하여 수료한 상담

자는 18명으로 그 자격 구성은 임상심

리사 1명, 상담심리사 8명, 전문상담사 

5명, 청소년상담사 2명과 기타 대학원

생 2명이었습니다(이수율: 41.86%). 

이후에도 군인권센터는 특히 사회정의

상담에 입각한 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22. 1. 19. ‘통통톡’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1. 24.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기 위하여 4. 18. 재차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공동으로 3시간짜리 세미나 3

 

복지사업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그 판단을 섣불리 하지 않

도록 적정한 규모와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속단으로 인해 좋은 사업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단 

등도 기금지원시 유의하여야 함. 



강을 기획하여 2022년 3분기에 총 3번 운영했습니다. 제1차 세미나에는 23명, 제2차

에는 24명, 제3차에는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함공원 견학 및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방청 등도 추가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및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통통톡 MOU 체결식(좌-하효열 운영위원장, 우-임태훈 소장) 

이번 세미나에서 집중한 ‘사회정의상담’이란 다문화상담, 여성주의상담 등의 사조를 이

어서 심리상담이 개인 그리고 심리내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소에도 관심을 

두고 사회 변화에 상담자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는 제도의 미비나 오·남용 등 각종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사업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정의상담은 한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단지 그 자신의 내적 문제에서만 기인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의 억압적 맥락에 놓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고

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자가 피해를 입

은 ‘권리주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옹호과정’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인

권활동가 그리고 사회복지사와의 접점 또한 넓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건해결→일

상회복→의식개선→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원스탑 지원체

계 속에서 구현하고자 목표하였던 바, 이런 목적의식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학술적 용어를 빌려 이해하자면 ‘사회정의상담’이란 내담자가 호소하

는 문제를 사회문화적 체계와 맥락 속의 특권,51 억압,52 차별 등을 감안한 구조적 관점

 
51  Peggy Mclntish(1988)는 특권을 “특정 사회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서 “노력없이 얻은 권리”(모두가 누려야 하지만 특정 집단만 누

리는 것)와 “부여된 권리”(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힘을 행사할 권력)를 포괄함(최가희, 2022: 10에서 

재인용). 

52  Johnson(2018)에 따르면 억압은 “한 개인을 억눌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추구하기 어렵게 



에서 파악하고, 고통을 야기하는 불평등과 억압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으로서 상

담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예방까지를 포함합니다(임은미, 구자경, 2019; 정지선, 2022: 5

에서 재인용). 물론, 이 시각이 전혀 새로운 조류는 아닙니다. 이는 “2001년 미국 휴스

턴에서 개최된 네 번째 ‘전미상담심리학회’(The Fourth National Counseling 

Psychology Conference in Houston) […] 이후, 상담심리학이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

료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정책 수준의 개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Albee, 1996; Fox, 2003; Martin-Baro, 1994; Prilltensky & 

Nelson, 2002; Speight & Vera, 2004; Vera & Speight, 2003; 최가희, 2018: 255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정의상담은 상담자의 옹호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내담자나 관련 공동체 집

단이 옹호과정에서 협조하고 참여하는 주체 및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함께하는 옹

호’라고 하며, 내담자나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없이 전문가가 내담자나 해당집단

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이울어내기 위한 ‘대변하는 옹호 활동’이라고 칭합니다(최

가희, 2018: 256). 참고로 미국 ACA의 위 옹호역량모형을 우리식으로 개량한 ‘나아가

는 옹호 모형’도 있는데, “상담자의 내부에서 외부로, 상담기관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

하여 공공영역으로 발전시켜 … 상담자 개인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에

서 정치사회적 활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김지영, 정은성, 2019: 9). 

 

마음결 심리상담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참고로 이런 사회정의상담의 문제의식에 관하여 Harry Brod(1989)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최가희, 2022: 10에서 재인용). 

“사회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

이다. 우리는 늘 시스템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의 상태에 

도전하며 체계의 일부가 될 것인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체계의 

 

방해하는 사회적 힘”으로서 어떤 사회 범주에 속했는지에 따라 다른 억압을 경험하며, 고통과 억압은 

다른 개념임(Ibid.). 



일부가 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권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

므로 나는 취하지 않을 선택권만을 가진다. 특권은 사회가 나에게 부여

하는 것이므로 내게 특권을 부여한 조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특권을 줄 것이고, 내가 고결한 박애주의자일지라도 계

속해서 특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반기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참여

자가 주로 상담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임에 따라 심화과정에 대한 욕구가 크셨고, 이론

에서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군

인권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76/5점으로 높았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사회정의상담과 관련된 학습 모임이 있었으면 해요 :) 

사회정의상담 관련되어 읽어 볼만한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려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권과 

억압에 대한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정의 상담의 사례와 상담적용 방법을 다루는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합

니다.  

질 높은 강의를 오픈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상담현장에 도움되는 특강이 또 있기를 기대합니다. 

 

  



4)     MOU  

군인권센터는 2021년 트라우마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개발 자문과 시범운영을 위해 

2. 8. 섬돌향린교회, 2. 9. 더카운셀링, 2. 17.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3. 11. 생명사랑교

회와 각 MOU를 맺었습니다. 주된 협약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자문과 시범

운영 실시 장소 대관 등 협조였습니다. 다만, 모두 서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핵심참여자가 상당 수 된다는 점을 2021년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하여, 출장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장기적으로 출장상담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2022년에는 지역 거점 

상담소를 찾아 MOU를 맺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MOU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실시

했는데 이 사안은 이 보고서 ‘3. 홍보 캠페인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소 목록은 아래 표10과 같습니다. 자격사항은 소속 상담원이 여럿 계시거나 여

러 자격을 모두 소지하신 경우라도 대표자의 자격 중 1가지만을 임의로 표기하였습니

다. 참고로 아래 거점 상담소의 상담인력은 군인권센터와 통통톡이 공동기획한 워크샵

과 세미나를 수강했습니다. 

표 10 마음결 MOU 지역 거점 상담소 목록 

연번 상담소명 자격사항 지역 

1 뜻밖의상담소 상담심리사 1 급 서울 중구 

2 이슬상담소 전문상담사 2 급 서울 광진구 

3 더카운셀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서울 마포구 

4 다시봄심리치유센터 상담심리사 2 급 경기 수원 

5 최소영심리치료센터 임상심리전문가 세종시 

6 마음쉼상담소 전문상담사 2 급 전북 익산 

7 (주)모두 상담심리사 1 급 광주 북구 

8 드림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사 1 급 대구 수성구 

9 반딧불이상담센터 전문상담사 2 급 대구 중구 

10 온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사 1 급 부산 수영구 

(단, 연번은 임의부여됨) 

  



.   

◼ 기대 “핵심참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동료 생존자들과 일상을 탈피하는 경험

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비정형적인 상담을 통해 울분 등 심적 고통을 풀어내며, 상담자 

및 활동가와 유대를 쌓을 수 있다.” 

◼ 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중 또는 군 복무중 인권침해로 인하여 심리·정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따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 당초 마음결 심리상담을 이수한 분들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마음결 신청은 

꺼려하시더라도 여행은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았으며, 마음결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서 타 유가족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 유연하게 모집함.) 

◼ 내용 

마음통 힐링여행은 4~5명 소규모 집단을 기본으로 진행되는 1박 2일 여행겸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2020 나눔과꿈> 2차년도 평가 피드백, 2022년 안산온마음센터 

견학 등을 토대로 핵심참여자들과 함께 여행 장소와 코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류 등을 

논의, 함께 고민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획·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상 마음통은 총 4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모집된 신청자가 많아53 예산 절감

을 통하여 추가 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9명의 유가족이 여행에 참여하셨습니다. 단, 

관련 기획회의는 총 4회 진행하였고, 2022년 11월 지속가능 기획회의(2023년 이후 계획 

논의)를 가졌습니다. 매 마음통 힐링여행에는 인솔자로서 군인권센터 사무국 활동가 1~2

인 함께했으며,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강사 2인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10월 

여행지/ 

참석자 

진주 추억여행 

3명 참석54 

강릉 힐링여행 

3명 참석 

명동 나들이 

5명 참석 

인사동 나들이 

7명 참석 

영등포 나들이 

12명 참석 

1일차 

세부구성 

목공체험 

달빛산책(촉석루) 

감정카드(3H) 

헬스케어 

오죽헌 산책 

내 마음의 컵(3H) 

고궁-남산코스 

군인권센터 방문 

나와 마주보기(3H) 

인사동 투어 

펠트공예 

자화상 활동(3H) 

국회 산책 

명상/레크레이션(2H) 

가치관 경매(3H) 

2일차 

세부구성 

MBTI(2H) 

진주성 산책 

삶 나누기(2H) 

강릉시장 둘러보기 

보드게임(2H)55 

명동성당 산책 

보드게임(2H) 

청와대 관람 

집단미술치유(2H) 

군인권센터 방문 

예산 
교통, 숙식, 사업(대관, 다과, 재료 등), 강사, 기획회의를 목적으로 

총 13,087,500원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Cf. 숙식비는 인당 1일 10만 원이 모금회 예산 기준임.) 

 
53 핵심참여자분들께서 지인들과 여행 경험을 나누시며 추가 신청자가 늘어나게 됨. 

54 총 4명 예정이었으나 한 분은 개인사정으로 여행 첫날 중도 귀가하심. 

55 딕싯, 캐치캐치, 버그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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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행한 마음통 힐링여행에 참여하여 주신 19명의 군 유가족 분들 중 수도권 거

주자는 10명이셨습니다. 이외 제주도에서 여행지인 서울 등지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행지는 거주지를 고려하여 정할 때도 있었으나 핵심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정해졌습니

다. 연령대를 고려하여 이동거리 등은 제한하였으며 숙박예산 절약을 위하여 평일에 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경제활동을 이어 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경우에 따

라서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표 11 마음통 힐링여행 핵심참여자 거주지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청 전북 광주 경남 경북 제주 

인원 7 3 2 1 1 1 1 1 1 1 

소계 10 2 2 2 2 1 

 

최초 계획상 너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2회씩 실

시하고자 하였으나, 핵심참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고, 첫 

여행 이후 재모임을 강하게 희망하시기도 하여 상반기에 4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1회

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이후 핵심참여자께서 다른 유가족분들께 마음통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여행 참여를 희망하는 유가족 분들이 대폭 늘어나시기도 했습니

다.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환기하면서 상담이나 다양한 표현예술 활동 등을 결합된 치

유프로그램으로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추가하며 더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표 12 마음통 힐링여행 핵심참여자 연령대 

연령 50 대 60 대 70 대 계 

남 - 3 - 3 

여 4 9 3 16 

계 4 12 3 19 

 

이번 힐링여행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6명은 마음결 심리상담에도 참여

하셨으며 12명은 마음봄 자조모임(마음곁 추모동행)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통 힐링여행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신 사례는 1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이 확장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평균 사별 4.86년

•전부 어머님

•3월, 6월

•비수도권 거주자

•평균 사별 19년

•전부 어머님

•4월, 5월, 10월

•B팀 소개로 모집

•평균 사별 11.43년

•아버님 3명 포함

•10월



부부동반, 자녀동반, 형제자매 등 대상군을 별도로 둔 특화 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표 13 마음통 힐링여행 핵심참여자 명단 

순직군인과 관계* 순직군인의 기일 비고 

고동영 일병 모 2015-05-27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구정모 일병 모 2012-01-29 (소개로 참여) 

김기혁 중위 모 2010-11-11 마음봄 자조모임 

김여상 일병 모 2018-04-28 마음봄 자조모임 

김 OO 중위 모 2010-**-** (소개로 참여) 

김정운 대위 모 2003-10-31 마음봄 자조모임 

남승우 일병 모 2016-11-15 마음봄 자조모임 

박도진 중위 모 1998-04-12 마음봄 자조모임 

박인주 대위 부 2018-03-11 (소개로 참여) 

손상규 중위 모 2005-04-05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윤승주 일병 모 2014-04-07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이예람 중사 모 2021-05-21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이지명 하사 모 1999-09-13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정광운 중위 부 2006-10-02 (소개로 참여) 

최명기 하사 모 2013-10-06 (소개로 참여) 

한진식 병장 모 2008-04-06 (소개로 참여) 

한진식 병장 부 2008-04-06 - 

홍정기 일병 모 2016-03-24 
마음결 심리상담 

마음봄 자조모임 

황지성 일병 모 2020-06-08 마음봄 자조모임 

(*ㄱㄴㄷ순) 

  



    

군 유가족 분들 중 서로 알고 지내신분들도 계셨으나 고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계기의 특성상, 오랜만에 긴 시간을 같이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게 된 것에 새로운 감회를 느끼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서로 비슷한 경험

을 나누셨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에서 꽤나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속으

로 삭힘, 혼자 애도함, 바쁘게 일상을 꾸림 등등)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마음결 심리상담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자기돌봄의 시간을 마련해 줬다

는 점에서, 그리고 유가족 사이 유대감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판단됩

니다. 유가족 분들은 국가에서 대우받지 못했다는 경험에 따라 이렇게 짧고 간소한 여

행에도 불구하고 큰 감사함을 전하셨으며, 진심어린 돌봄을 경험한 후 군인권센터와 

<2020 나눔과꿈>의 다른 사업에도 마음을 많이 여셨습니다.  

   
감정카드 활동 목공예 활동 

 

소원쓰기 활동 

   
자화상 활동 청와대 산책 펠트공예 활동 

 

A팀이 두 번의 여행에서 나눠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56 밑줄은 군인권센터가 

골라 추가한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심리상태 

 평소 일상에서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라도 몸을 고단하게 하고자 많은 취미활동을 

 
56 다음 발언은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에서 발췌한 것임. 



하고 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바삐 지내고 있다.  

 처음에는 돈을 펑펑 썼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평소와 다르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

들을 구매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 있

다. 혼자 근무할 때 서럽게 운다. 

 나에게 기대어 있는 가족들이 있다. 시댁식구들과 작은 아들내외, 손주들 등 잠시도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아픔과 심리상태 

 늦둥이 였던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아들의 죽음을 누가 볼까 무섭고 쳐부수고 싶다. 불에 태워버리고 싶다. 분노가 차오

른다.  

 누가 나를 보는 것도 싫고, 말을 거는 것도 싫더라.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남편과 각자의 방에서 울고 있다.  

 꽉 막힌 미로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고 당황스럽다. 끈

이 떨어질 것만 같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섭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까? 잊으면 안 되지. 하지만 이 아픔은 줄어들겠지?  

 이름이 ‘마음통’이라고 해서 소통의 통, 그리고 가슴통증의 통을 생각했다. 가슴이 너

무 아프다.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머릿속으로 “이 노무새끼는 왜? 나는 뭘 하느라 그리 바삐 살았나?”등을 계속 되묻게 

된다. 

 이후 나는 구안와사가 왔다. 활동적이던 나는 1년을 집안에 있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손님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인상이 안 좋으셨다. 어찌하여 알게 된 사연은 자녀를 잃

고 우리 매장에 오셨다고 했다. 그때 받은 강렬한 인상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만약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절대 인상을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

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OO를 잃었다. 이후로도 인상이 찌푸려 질때마다 그 손

님을 기억한다. 

나의 행동과 심리상태 

 나는 밝은 옷을 좋아한다. 아들의 사망이 있기 전 검정색의 옷은 입은 적이 없다. 손

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려고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치유되는 것 같다. 손주들을 보면서 힘이 난다. 

 힘들지만 곁에 같이 있으니 혼자 외로워 말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기대

어 의지 하게 된다. 

 요즘은 상담공부를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한다. 

 OO이 오빠가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다. 아들은 어딜가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

을 위로하고 있다. 

 얼마전 눈 밑에 눈물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제거했다. 그러니 한층 인상이 부드러워졌



다. 보톡스도 정기적으로 몇 번을 맞았다. 나는 우울한 얼굴로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 시원하면서도 힘들다.  

나의 주변과 심리상태 

 누구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말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멍한 상태가 이어졌으나 사연을 

모르니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직하게 되었다.  

 회사에 가면 밝게 행동을 해서 아무도 나의 슬픔을 모르는 상태다.  

 주변에서 “산 사람은 다 살게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주변의 친구나 친적이 “아직도 싸우나?”라고 물었을 때 너무 화가 났다.  

 대법원에서 이겨, 투쟁의 결과가 근거가 되고 판례가 생겼다는 점에 의의를 느낀다. 

대법원 재판은 정말 떨리더라. 전 날까지 ‘가도 이길수 없을텐데. 가지말까?’를 고민

했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군 사망 유가족이 겪는 구조적 문제의 개인 경험담 

 국방부는 여전히 거짓말에 능숙한데 부모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본다. (나)

도 처음에는 믿었으나, 결국 배신감만 가득하게 되었다.  

 (나는) 싸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 군이 순직처리 해준다(고 하)

니, 그냥 그렇게 있었다. 피해자이고, 사실상 시스템에 의한, 분명한 가해자가 있는 

타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나와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군사경찰이 조사를 한다며 동네주민들에게 (아들의 평소행적을) 물어보고 다녀, 작은 

시골마을인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었다.  

   
헬스케어 테라피 내 마음의 컵 활동 

 

봉숭아 물들이기 활동 

   
보드게임 활동 나와 마주보기 활동 군인권센터 방문 



B팀이 두 번의 여행에서 나눠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일상과 심리상태 

 내 스트레스는 울면 풀린다./ 나는 사우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내가 가장 행

복할 때는 여행 다닐 때다. 

 ○○이가 순직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봉사이고, 그 

이유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복지 일하며 지내고 있다. 

 (아들이 떠난 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다. 친구들이 비행기타고 여행가자고 하면, 

‘아들도 못 가 본 곳을 내가 왜 가냐?’라며 친구들의 호의도 칼날같이 무시하고는 했

다.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날카롭게 반응이 된다. 좋은 세상을 경험하

지 못한 아들이 있는데 ‘엄마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행을 하냐’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가수 ♡♡♡의 팬클럽 이름

인데, 거기에서 군피해유가족의 어려움을 알리기도 한다. ♡♡이를 보면서 위로를 많

이 받았다.  

나의 아픔과 심리상태 

 (아들 사망) 당시 손주를 업고 다니기도 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며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 시절 참 열심히 싸웠다. 2009년 아들 사망 후 2019년에야 장례

를 치를 수가 있었다. 

 당시 남편은 점잖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아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

지 모른다. 사실 자녀들도 모른다.  

나의 변화와 심리상태 

 곧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마음이 슬프다. 아직 해결해야할 일이 남아있어 그

것을 위해 살고 있다.  

 큰딸과 손주들이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고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씩 함께 하자. 새로운 출발지점이 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되면 

바다에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자(고 하심).  

 이번 여행을 통해 힘을 얻은 것 같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야

겠다. 우리들이 열심히 싸웠다.  

 서울에 국방부 탓에 많이 와 봤지만 이렇게 여행삼아 오는 것은 감회가 새롭다.  

 우리들의 경험이 새롭게 안타깝고 슬픈 사건을 만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가슴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너무 좋다. 그동안 고생했다!!  

나의 주변과 심리상태 

 (여행지에서) 딸과의 통화하며 “너무 좋다. 마사지 받았어”라고 하니, 딸이 “엄마의 목

소리가 달라졌어.”라고 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고목나무에 잎이 돋듯이 제마음에 생기가 돋아났다.  

 오빠가 (여행중에도) 여러 번 전화를 줬고,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좋아한다.  



군 사망 유가족이 겪는 구조적 문제의 개인 경험담 

 군 사상 유가족들이 한 팀을 이뤄도 국방부를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아들 사건 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다.  

 유가족에게 무례하게 한다. 병사와 장교들을 구분해서 대우하고, 장교 유가족들에게

는 호의적이지 않다. 너무 섭섭하더라.  

 변하지 않는 국방부의 시스템, 유가족들의 겪는 다양한 어려움, 사건의 은폐 조작이 

있는데,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 ○○ ○○○○>은 다 거짓이다.”  

  
가치관 경매 활동 군인권센터 방문 

 

 
집단 미술치유 활동 

 

C팀이 여행에서 나눠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변화와 심리상태 

 최근에 거울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다. 주름도 많

다. 그동안 너무 나를 가꾸지 않은 것 같아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  

 오래도록 생각을 하느라, 그림완성이 늦어졌다. 그림을 잘 그리기가 힘들다.  

 나는 원래 잘 웃었다. 웃상이다.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

이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지 않았다. 아들을 잃고나니 문득문득 화가 잘 났다. 나도 참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목소리 크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  

 주변에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매사에 즐겁냐? 언제나 웃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들을 잃은 다음에는 웃을 일이 없었다. 지난번 여행을 참여하면서 다시 웃음도 되

찾은 것 같다.  

 나는 원래 동글동글했다. 마음껏 활동하고, 열심히 살았다. 늘 즐거웠다. 힘들지만 지

금도 웃고 살고 있다.  

 나도 잘 웃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며 살았다. 매사에 화가 자주 나서 마음이 불편

하다. 

마음통 힐링여행 소감 

 이전 센터를 방문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 너무 섭섭했다. 앙금이 남아 간사님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한 것 같다. 프로그램을 참석해서 이런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다. 

 요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석증도 재발되고, 다리도 아팠다. 그럼에도 꼭 참석하고 

싶었다. 오기전에 무릎주사도 맞고 왔다. 정말 잘 한 것 같다.  

 유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 든든하다. 군인권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배려를 받는다. 힘

이 난다. 

 아들은 순직만 되었을 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우리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대접해

주어 고맙다. 간사님이 얼마나 많이 애쓰신지 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 고맙다. 

다음에는 남편과 같이 참여하겠다. 

  



(1)   : ·    

마음통 힐링여행은 하루를 함께하는 사업의 특성상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요

한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참여자들 역시 이제까지 겪어왔던 이야기를 

시간의 제약없이 하실 수 있었고, 앞서 추려본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적 

정서의 변화에서부터, 대인관계, 사회 제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

화가 오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상의 군 유가족 개별적 아픔의 경험을 고찰하며 그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

찰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군내 사망은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국민개병식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국

가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전 1949년부터 「병역법」

을 제정해 징병제를 도입하였으나(강인화, 2019: 4),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250여 

명의 군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도 90년대에서야 300명으로 

줄었고, 총기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도 한 자리지만 꾸준히 있었습니다. 자살자는 

2000년대 이후 100명 이하로 낮아졌으나 2021년 근 10년 만에 다시 83명으로 늘

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은 장병의 생명권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들을 비공개하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습니다.57 예

방도 미흡하지만 사후 예우를 살펴보면 순직군인의 희생은 더욱 서글퍼만 집니다. 

이 아픔의 역사는 너무나 아득합니다. 연간 1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 잃

던 우리 군은 2012년 7월 1일에서야「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자해사

망(자살)을 순직으로 일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58  그 전까지는 군에서 어떤 이유

로 자살하였든, 그 사망의 유형을 이유로 그 헌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마 국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는 유가족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1999

 
57  2022.10.17.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군 간부 자살 특성 및 간부자살예방시스템 연구」에 

“자살사망자에 대한 수사기록, 처벌기록, 전공사상심사 심의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과 개인 인적사항(계

급, 소속부대 등) 및 유서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며 부분공개 처분함. 2021.01.22.에도 국방부 병영

문화혁신팀은 「자살사고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연구」를 “내[부]검토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와 업무 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서 “공개될 경우 … 연구개발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처분한 바 있음.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1.03.16.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11.13.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1.12.02. 이 연구 보고서의 FGI 인터뷰 내용 등을 통째 비공개하였는데 이에 2021.12.24. 재차 행

정심판을 청구, 2022.07.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재결함. 참고로 우리나라

는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2017년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로부터 군내 자살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음(CCPR/C/KOR/CO/4, para. 

25; CAT/C/KOR/CO/3-5, para. 36(c)).  

58 이후 2014년 3월 동 훈령 개정과 2017년 6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 인정 기준이 

점차 확대됨(허진무, 2019). 



년 2월 국방부가 ‘의문사 처리과’를 신설,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운영한 

것입니다.59 그러나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방부가 자체 재조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2004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

정을 권고, 2005년 6월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6년 1월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이경주, 2021: 23). 그리고 드디어 2021년 12월 국회에서 「군인사법」

을 개정하여 미흡하지만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추정’하게 되면서 국

가책임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60 30년이 넘도록 군 사망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같

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진실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이 그것입니다. 61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얻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군 사망 유가족들은 자식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운 조건 속

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런 막막함은 실종아동의 가족이라던

지,62 국가의 무능으로 ‘진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서도 동일

 
59 해당 기구의 이름 자체도 군의 불투명한 일처리와 불공정한 군 수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

기하던 유가족들을 ‘민원제기’를 하는 존재 정도로 규정한 것으로서, 매우 불경하기 그지없음. UN경제

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초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효과적 방지 및 조사에 

관한 원칙’ 결의안 제1989/65호(1989)를 채택했는데, 여기서 유가족은 “모든 정보를 비롯하여 어떤 

공청회/공판이든지 접근권을 갖고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망자의 가족은 의료 혹은 다른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검안에 출석할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공평하고 적합한 보상

을 합당한 시간 내에 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선언함. 한편, 국제연합 총회(General Assembly)

는 2005년 제3위원회 보고서(A/60/509/Add.1)을 통해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

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결의안 제

60/147호를 채택하였는데,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함.  

60 「군인사법」 제54조의2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61 최현정(2016: 26-28)에 따르면 군 유가족은 “사고 직후 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효율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고, “다친 경우인지, 사망한 경우인지 조차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으며, “사고가 원 가정의 문제 혹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었고,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가 군에서 보낸 가장 흔한 대답”이었다고 답했으며, “제대로 된 수사 보고서를 볼 수 없었고, 일

부만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함.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경험한 2차적 고통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군

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신을 호소”했습니다. 최기홍 외(2020: 118-133)에 따르면 군 유가족은 명예회

복, 유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군 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망조사 및 보상과정 개선, 유가족을 위한 

행정처리를 원하고 있었음. 특히,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인정, 사과 등 진정성을 바라고 있었음.  

62 “대부분의 실종 아동 부모들은 애도반응, 우울 증상, 대인관계 등의 위기를 경험(김종우, 2011; 박은

숙, 2008; Finkelhor, Asdigian & Hortaling, 1996; Clark, W[a]rburton & Tisle, 2009)”하지만 ”우리 사

회는 그동안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정 내의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김진숙, 2014: 64)함. … 



하게 경험하는 과정일 것입니다.63 다만, 군 유가족의 경우, ‘사망’이라는 사실은 확실

하되,64 그 경위나 동기 등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로 국가 공권력

에 의하여 ‘공격’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즉, 공권력을 상대로 각 개인이 진실을 밝히

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는 평범한 삶을 살던 개인으로서는 매우 무서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65 특히, 초동수사의 독립성(신뢰도)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후에도 순직군인의 죽음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뚫고, 일일이 증명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고인은 군에 부적응한 나약하거나 

이상한 존재가 되거나, 일탈 혹은 부주의, 심하면 군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

람이 되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고 윤일병 사

건의 경우도 은폐를 주도한 수사 책임자 중 어느 누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사

실관계조차 틀린 법원 판결문이 대법원(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의해 심리불속행

으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국가책임은 끝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변화의 움직임은 한 명의 시민을 징집한 국가가,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지만 군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아픔을 아직 국가가 돌보고 있진 않습니다.66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생애사적 충격으로서 ‘죄책감’, ‘상실’, ‘절망감’, 눈앞의 위기로서 ‘가족불화’, ‘생계붕괴’, ‘노후불안’, 사

회적 냉대와 무관심으로서 ‘사회적 편견(부모 노릇)’, ‘아이가 잊혀지는 서러움’, 담당자의 안이한 행정

처리로서 ‘뒷짐진 공무원’, ‘부서간 공조 부재’, ‘복지시설의 비협조’, 구망 난 경찰수사로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경찰의 관리감독 소홀’, ‘경찰 의지 부족’, 도움이 안 되는 법으로서 ‘정책입안 

결정과정에서의 소외’, ‘예방에 주력한 기관의 역할 한계’를 경험함(ibid.: 74-75). 

63 2010년 4월 6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천안함] 구조 장병 58명 외 천암함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 단순 의료지원을 넘어서 PTSD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

으며(김재홍, 이성대, 2010), 정혜신 박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세월호 대응이 2차 트라우마를 불러왔다

고 지적하면서 최소 10년 지속적 치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음(김양중, 2014).  

64 김진숙(2013: 558)에 따르면 실종아동 가족의 경우,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이는 반복되는 해

결불가한 고통으로 가장 극한 상실감으로 체험됨. 참고로 이런 실종자 가족의 트라우마 경험이 반복적

이라는 점은 2022년 6월에서야 2006년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줌.  

65 최현정(2016: 29)에 따르면 “가족들은 믿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였으나, 사건 해결의 책임

은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었다고 함. 참여자는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표현하였음.” 

6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군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는 2006년 11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으며, 2007년 9월 18일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세미나를 개최했고, 2008년 “사

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자살자 유족을 중심으로”를 실시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07년 “군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함. 이후 2016년 국회사무처에

서 “군복무 중 상해 사망 군인의 가족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망연자실하고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사건 실체를 파헤치고, 법적 절차를 따져서 

법률 전문가인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상대로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기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최기홍 외(2020: 73)에 따르더라도 군 유가족은 군 관계자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반추할 때, ‘불신, 신뢰부족, 거짓말과 현혹, 정보접근 곤란 등’을 보고하고 있

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당연하게도 각기 개별적 사건 맥락이나 개

인적 배경이 달라서 각자에게 맞춤화 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순직 결정 및 보상 절차

를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국회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군대 범죄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선변호사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

다.67 이런 환경 속에서 위 최기홍 외(2020: 83-84) 연구에서 군 유가족들은 행정처

리가 ‘느리고, 번거럽고, 복잡하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보훈처간 연계가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인데 이는 국방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이재승 외, 2020: 187)에서도 “전대미문”의 제도라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군 유가족의 부정적 경험은 사망조사 관계자나 보상처리 관계자 모두에게서 비

슷한 양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군 사망 유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과거에 비하여 많아진 것은 맞습니

다. 2019년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2020년 제정 

「군인 재해보상법」, 2022년 7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나 2021년 

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혹은 2022년 

6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 등이 있으나 

아직 도입 초기라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제도는 있으나 내실이 부족하거나, 상호 독립

된 기관들로 연계가 미흡합니다. 결국 군과 같이 사인 규명, 순직·보훈, 배·보상금, 

장례 및 현충시설 안장 등 사후 국가를 상대로 점검하고 청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경우 사망 초기부터 모든 행정절차와 그후 일상회복까지 긴밀한 조력을, 사망 

유형이나 여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이 보고서의 ‘5. 평가’의 ‘나. 남겨진 과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 구성원이나 서로의 상황과 처지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갈등상황에 놓일 수

 

실시했으며 2020년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

용방안 연구”와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함.  

67 그러나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장병 사망 후 변호인이 검시 또는 부검을 참관한 횟수는 단 5건, 

유족 설명회에 참여한 횟수는 단 7건에 불과”했고, “군 사망사고 총 46건 중 34건에 국선변호인이 선

임됐으나, 변호인 선임까지 3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50%(17건), 일주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30%(10건), 한 달이 넘게 걸린 경우도 5건”에 달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음(최종복, 2019).  



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부모역할을 

못했다는 식의 낙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군에서 사망한 경우, 진실이 규명

되지 않은 채로 ‘군 부적응자’라고 규정되면, 그 사회적 낙인은 다양한 편견과 섞이

며 더욱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유가족들은 ‘그만하고 잊으라’는 류

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68 이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쉽

사리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슬픔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속으로만 슬픔을 

삼키면서 군 유가족은 다른 병을 얻기도 하고, 생업이나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

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군 유가족에게 돌볼 다른 자녀가 있다면 사망 사건으로 양

육에 소홀해진다는 편견으로 또 다시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동병상련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같은 아픔을 공

유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위로에 대한, 지지와 공감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또 실제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 

갈등 지점은 단순한 오해나 오래 쌓인 감정의 골일 수도 있고, 활동 방향이나 정책

적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통 힐링여행에 참여해주신 군 유가족들은 한

편으로는 자신과 갈등상황에 놓인 상대의 태도나 행동이 이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인 현실이 서럽고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지

향점(명예회복)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한다는 유가족의 혼잣말이 귓전

에 무겁게 맴돕니다.  

     

군 유가족들이 겪는 내·외적 갈등은 그 원인이 사회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

습니다.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이런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정의상담에 기반하여 

마음결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이 만난 국가는 신성한 의무

로 군인을 징집해 ‘사용’했으나, 정작 사고가 난 후에는 한결같이 입은 다물고, 손을 

털고 ‘나 몰라라’하며,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하면 악성민원인 취급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로 회유했습니다.69 자신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사고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

트리거나 사인(死因)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습

 
68 권자영 (2015: 158)에 따르면 실종아동 가족 역시 “자녀 찾기를 만류하는 가족, 친지”를 마주한다고 

함. 사실 이러한 ‘대응’은 사실 구조적 인권침해에서, 특히 국가책임이 외면되는 경우, 개인들이 그나

마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이기 때문임. 특히, 그 국가 정부기관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

며, 역사적으로도 군사쿠데타를 2차례나 일으킨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임. “군이나 경

찰, 정보기구, 검찰 등 폭력과 공안을 다루는 국가기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

다. 폭력을 다루는 억압기관들 중에서 군은 “집중화된 명령, 계서 조직, 규율, 단체정신과 독립적, 자조

적 조직(Finer, 1989: 14)”이라 “집단 내부의 수치스런 정보를 알 길이 없으므로 이런 집단을 둘러싼 

가공의 신화가 유지되는 부인 관행이 지속된다(코언, 2009: 56)”고 함(이형숙, 2020: 25에서 재인용). 한

편, 이런 구조적 폭력이 사회적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침묵의 순환(circle of silence)’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심리사회적 외상을 입은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자화”됨(Simalchik, 2021: 15). 

69 대표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외면한 채 ‘순직’을 빌미로 문제제기를 단념토록 압박·회유. 



니다.70 이렇게 “무례”하고 매몰찬 국가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유

가족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군 유가족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현대 보훈제도는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으로 했으나 당시 시·도지사

가 여건에 따라 시행해 실효가 없었으며 1961년부터 각종 군사원호 관련 법률(기관

설치, 보상법, 자녀교육, 고용촉진, 경제지원 등)이 도입된 바를 기원으로 합니다.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각종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

되고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며 기틀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자살도 순직으로 인

정하기 시작했고, 2020년 「군인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되었

습니다(김상배, 2022: 25). 그러나 이 모든 법률 제도는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분단’을 이유로 ‘징병’을 제도적으

로 운영하는 국가라면 설사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군에서 사망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을 ‘징병’한 책임은 결국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ibid., 67-69). 그러나 우

리 정부는 이를 온갖 핑계를 들어 책임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71 

제도적 폭력, 즉 2차적 국가폭력은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그 입

증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그후에도 죽음에 등급을 매기는 비인간적 형태로 나타

납니다. 우선,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한 책임을 간과

하고 계속해서 20~30%로 그 책임을 낮춰주고 있습니다(이상경, 2022: 16-17). 나아

가 우리 대법원은 재해보상금을 먼저 수령 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반대 

순서로는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조성제, 2022: 121).72 한편, 국가의 엄연한 행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단이 군 유가족에게는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우리 대법원

이 보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처분성이 없다’며 

행정소송 대상적격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참고). 최근 「군인사법」 개정 전까지는 ‘순직’인지 ‘일반사망’인지를 각 유가

족이 하나하나 따져서 증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실, 이번 법률개정은 의무복무 

기간으로만 한정돼 군 간부의 사망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입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국가

 
70 2022년 9월 9일 공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부부간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하는 등 

여론조작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관련자를 기소함(천민아, 2022). 

71 법원은 군에서 ‘전투체련’으로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의병전역한 사람들에게 본인 과실이 없다

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해 왔었고(신종철, 2011), 2013년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해 400여 명이 

축구로 의병전역하였는데 이는 작업이나 근무로 부상을 입은 것에 비하여 5배 가량 많은 수였음(오중

택, 2013). 

72 다만, 사법파동까지 부른, 베트남전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줄이고자 한 비겁한 개헌의 한계를 조금

이나마 완화시킨 평가도 있음(조성제, 2022: 121). 



유공자법」은 모두 ‘순직’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자에는 ‘순직III형’을 두

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군인사법」상 순직자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의 순직 유형간 법률적 지위

(보상, 진급, 국립묘지 안장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어, 이러한 구분이 갖는 실익이 

무엇인지, 즉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능 이외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군 업무 중 어떤 것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인지 모

호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의무복무의 경우 보직이나 특기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

게 임의 ‘배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이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한 사

람에 대한 예우를 달리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신미용, 2022: 135-137).  

설사 앞선 모든 모멸을 뚫고 극적으로 순직을 인정받더라도 보훈처를 상대하며 다시

금 그 죽음의 ‘공로’를 시험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합니다.73 이는 기존 지원순직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제73조의2)에 분류될 수 있던 사람들을 별도의 법률적 지

위로 격하함으로써 국가적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74 즉,「보훈보상자법」

은 단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률(제1조)일 따름이지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아닙니

다. 마치 ‘보훈’을 해주는 것인양 심사를 거쳐 지위를 부여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딴

판인 것입니다. 

국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국방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더하여 “[그 직무나 

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로 유공자의 범위를 축소

시켰습니다.75 이는 국방부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임의로 넘어선 것입니

다. 이러한 정부의 비겁한 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

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

조와 배치됩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를 위한 ‘공

헌’이나 ‘희생’만을 요건으로 한 바, 군인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특히 

의무복무자에게는 국가가 무한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연관성’이니 ‘직접인과성’이

니를 따지는 정부의 다툼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73  기존 1997년 7월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

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 

74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

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정이유) 

75 이재승(2020)과 신미용(2022)은 「국가유공자법」상 보국수훈자는 조건상 ‘희생’이 불요함을 지적. 



종합하면 아직 분단된 휴전 국가에서 다른 시민들을 지키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봉

사한 것만으로는 나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일정 수준 희

생을 인정받더도 다시 사망보상금이나 연금을 포함한76 기타 배·보상, 고인을 추념하

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에 노출됩니다. 즉, 군인의 사망 

이후 이어지는 거의 모든 제도적 단계가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예산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는 이런 ‘등급제’를 통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유가족을 만

들어 내는 효과를 누립니다. 관치에 익숙한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 즉 공권력이 가진 

‘권위’가 다른 민주사회에 비하여 유달리 높은 편인데, 고인의 명예 회복 여부가 국

가의 등급 판정에 달린 일이 되다 보니 군 유가족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은77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상의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군 유가족들은 차마 다른 유형의 희생자들과의 연대로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중한 이의 죽음에 대한 국가

의 응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배제’의 문화가 계속 주입됩니다. 즉, 정부는 계속해

서 죽은 이에게 차등적인 대우를 하면서, 깐깐한 형식적 요건을 들이밀면서 정부측 

책임은 면피하고, ‘사실’ 다툼으로 치환시키고, 국가의 사과 문제를 금전 관계로 환원

시킵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피해자들은 파편화되어 존재하고, 국가는 이

렇게 분리된 피해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며 다시금 경쟁관계에 놓는 전략

을 취하곤 하는 것입니다.78  그 모든 것을 뚫고 받은 국가로부터의 아주 작은 인정

(그 마저도 대체로 국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

태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겪은 그 차별의 잣대를 다른 군 유가족이나 다른 사회적 참

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무심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79 물론, ‘연대’를 정파적 행

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정치문화적 문제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심리사회적 

트라우마는 내재적 요소로서 ‘조직적 폭력’을 배경으로 하며, ‘제도화된 부인(부정)’

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군 트라우마 피해자의 이 같은 반

응은 체제적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80 

 
76  「군인재해보상법」은 순직·공상자가 병사인 경우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만을 인정하는데, 특

히 곧 병 급여가 200만 원에 달할 예정임을 고려, 애초 연금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의무복무 성격이 

있는데도, 직업군인과 달리 처우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임(조성제, 2022: 112). 

77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유가족이나 공상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의견진술권이 중앙위원회에

서만 부분적으로 인정됨), 그 심사 자료가 비공개되며, 구성원 명단도 비공개함(신미용, 2022: 140-143). 

78 식민지배를 위해 피지배집단을 나누는 소위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 

79 트라우마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적절히 대응되지 않은 피해는 ‘피해자 정체성’

을 공고화시켜서 공격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폭력의 순환)에 관하여는 Zehr, 2008: 11 참고. 

80 이외 ‘침묵의 순환(circle of silence)’의 개념을 언급하는 해방심리학(Liberation Psychology) 등은 



더 정확히 말하면 군 유가족의 섭섭함 내지는 답답함 혹은 억울함은 현 정치·사회 

제도 상황에서 매우 당연한 목소리입니다.81 먼저, 한 군인의 사망같이 개별 사건 맥

락에서는 그 책임 면피를 위해서 아예 문제가 없다고 외면하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때에는 보상책을 쏟아 내는 것은 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죽음을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는 이런 

‘분열효과’를 잘 알기에, 진상규명 이전에 ‘보상’을 화두로 꺼내어 ‘논란’을 야기하기

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평시 군에 복무하다 서로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 

사이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가르는 짓은,82 국가 책임은 쏙 뺀 채로 시민들 서로 ‘불

쌍함’을 대결하도록 몰아가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립은 군 유

가족처럼 국가 책임이 더욱 무한한 사안이지만 그 단일 사건의 피해자 수가 적은 경

우,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건 피해자들과

도 연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너머를 살필 여유가 있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 유가족이라면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

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군 인권침해 피해자

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의 힘은 다른 아픔의 목소

리와 연대할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누구의 삶이 더 소

중한지, 처절한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

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국가의 부름’으로 다른 시민의 복리를 위해 

희생된 생명에게는 그 죽음이 국가에 책임이 없는지를 국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잘잘못을 밝혀 사죄를 구해야 하며, 전시와 평시의 구분 외에는 적어도 생명을 대하

는 시각, 태도에서는 동등히 대우하여 각별히 ‘예우’해야 합니다.83 이는 국가의 안전

보장 실패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둘은 양

자택일의 제로섬(zero sum)도 아닙니다. 국가가 순직군인을 예우하는 이유는 근본적

으로 그 사람이 장군이었다거나, 그 사람이 좀 더 중요하고 많은 훈련을 했다거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간 전쟁을 연구한 Ignacio Martín-Baró의 저작을 참고, 그에 대응하여 ‘지지

의 순환(circle of support)’를 주장하는 Simalchik, J. (2021)를 참고할 것. 

81 이는 군 유가족에게서만 관찰되는 정서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군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 또는 

수능과 같이 고부담시험 등을 뚫고 합격한 청년 등에게서도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음. 

82 우리 군은 평시 군에 종사하다 사망한 사람을 ‘순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일반사망’으로 구분하

는데, ‘순직’에서도 3개 단계를 두어 차별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구분에 따른 법률적 차이가 없음에도 

순서를 매기는 것은 순직군인에게도, 그 유가족에게도 매우 불손한 짓임(더구나 이 구분은 보훈처 심

사시 활용돼 순직자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됨). 이와 관련해서 김형남, 2022: 83-94 참고. 

83 이외 그 순직군인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보다 오래 군에 복무하여 그 희생의 크기가 더 크다고 봄

직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상’ 차원의 대우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러한 재해부상 및 

순직 군인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 사회복지체계 속에서, 수혜자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지, ‘등급’에 따른 일률적 ‘보여주기식’ 겉치레 보훈보상은 탈피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김대희 

외, 2021: 298-331 참고. 



그 신체가 좀 더 뛰어났었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순직군인이 다른 시민

을 위해 치룬 희생을 기린다는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남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적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군 사망 유가족이 겪는 삶의 국면은 심리치유와 함께 사건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

시켜 줍니다. 이를 고려하면, 유가족의 심리 치유를 담당하는 업무에서 (1)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안내, (2) 실질적인 법률 및 행정 지원, (3) 각 단계에서 지치지 않도록 심

리적 돌봄의 제공, (4) 전후좌우 다양한 갈등관계를 다루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5) 유가족들에게도 스스로가 처한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도록 독려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이런 지원업무를 맡는 인력이 대리외상(vicarious 

trauma)이나 소진(burn-out)으로 소모·탈진되지 않도록 (6) 지원인력의 건강과 복리도 

처음부터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망사건 책임이 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군 사망 피해자들에게 그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을 제공

하는 주체가 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여행 계획 등 실무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7) 사망시기, 사망경위 등 사

건관련 내용과 요소의 유사성을 참여자 모집 및 운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8) 더 

나아가면 각 참여자의 연령, 취미, 건강상태, 거주지, 친소관계 등을 감안하여 여행지 

선정이나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여행 일정이라도 그 안에서 정

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을 적절히 구성하는 운영의 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에서 하였듯 핵심참여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하는 회

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면 이런 부분을 일정 수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외에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상황시 주변 의료기관 연락처 

및 위치 확인 등을 사전에 함께 진행하고, 숙소 등에서 안전교육을 짧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각종 매체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주의). 

마지막으로 군 유가족들의 경험의 결을 요약하면84  (1)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의

도적으로 바쁜 일상을 만들어 낸다는 점, 따라서 (2-1) 외모나 건강 등 자기돌봄에 소

홀하고, 그 배경에는 (2-2)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죄의식내지는 

부채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가장 가까운 존재와 쉬이 나

누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비슷한 고통의 경험을 한 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대의 공간과 시간이 꼭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변

상련’ 혹은 ‘측은지심’에서 시작한 도움이나 연민은 유가족을 불쌍한 존재로만 다루는 

 
84 물론 이러한 양상은 군인 피해당사자, 자살 유가족 혹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서도 관찰됨.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축소’, ‘피해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피해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만 말하라’, ‘요구하는 것 무시’”가 있는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원망을 갖게 되며, 이는 “대체로 피해를 말하고 대변하는 [데] 피해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함(권인숙 외, 2016; 강은영 외, 2022: 125에서 재인용). 



한계가 있으며 돕는 사람의 감정 등을 소모시킨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함께 이뤄진다면 좀 더 지속가능한 돌봄 그리고 건

강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마음통 힐링여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군인권센터가 이런 기회

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여행 자체에 큰 의의를 두신 분들

이 많아 그 내용 구성이나 여행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없었습니다. 각 팀별

로 말씀해주신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음통 힐링여행 A팀 후기 

보자마자 눈물과 포옹으로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제 저녁 

사과를 깎고, 건조해서 한 가득 간식을 준비했고,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손을 꼬옥 붙

잡고, 서로 보자마자 그 동안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조금 내려가던 아픈 마음이 다시 올라오네요.” 

진주를 가는 길은 늘 고속버스를 이용했고, 기차는 처음입니다. 낯설지만 딸과의 추억

이 많은 진주에 가게 되어 마음이 이상합니다.  

“남편이 진주 다녀와서 목소리가 씩씩해졌다고 하네요.” 

박○○님과 온라인으로만 인사하셨던 박○○님과 박○○님의 만남 자체를 기대합니

다. 모처럼 오랜만에 박○○님과의 만나 진주로 내려가는 동안 긴 시간 대화를 나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동안 얘기했듯이 두 손 맞잡고 같이 걸어가요.” 

박○○님과 온라인상으로만 만났는데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이○○님

과도 진주까지 내려오는 차안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얘기들을 오래도록 나눌 수 있

어 좋았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함께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간사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님께 행복하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님을 

더욱 느낍니다. 중간에 나왔어도 함께한 듯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음을 가약하며 사랑합니다.” 

참 고마운 인연의 시작, 잘 견뎌가요 다 함께~^^ 고맙습니다. 다같이 응원해요! 너무 

많이 애써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 도착해서 일하러 갑니다. 선물 넘~고마웠어요. 가방에 이미 부착했습니다. 부엉이 

땜시 곧 부자가 되겠는걸요. 여러분들 담~에 꼭~ 다시 봐요! 

“모두모두 고맙고,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여행 이후 가족들이 핵심참여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는 내용이나 서로의 안부를 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등도 눈에 띱니다. 

오랜 세월 함께 아픔을 나눠 왔지만 사건 해결에 몰두하느라 서로를 돌보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당연한 ‘예우’를 받아보는 것에 많은 감사를 표하셨는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여러 해를 보내시면서 받으셨을 멸시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통 힐링여행 B팀 후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다 받는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가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두들 향상 감사합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

합니다. ‘여행이 가능할까? 괜찮을까?’하면서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구 앞으로 힘내고 모두가 건강합시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집이 좋긴하네요,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비도 오지만 마음은 풍족한 희망 가득 품고 갑니다. 혼자보다는 둘, 둘보단 셋,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모이게 해준 군인권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결코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족들 건강하세요.” 

군인권센터 소장님과 국장님 간사님들 또 함께하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고 울던 유가족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절 걱정해 주시

고 정운이의 순직을 기도해 주시니 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끝으로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힐링여행과 집단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아가 군인권센터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20 년 사업 초기에는 트라우마의 개별 맥락성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나 이번 마음통 힐링여행을 통해 그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2020 나눔과꿈> 사업을 계승·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마음통 힐링여행 C팀 후기 

가치관 경매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치관 경매때 거액을 써보았습니다. 돈5억을 마음대

로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프로그램 잘 되어서 또 참석하겠습니다.” 

못 만났던 유가족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집을 떠나 여행지에 와 좋았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발전과, 계속적으로 힐링여행 진행을 계속 진행하면 ... 23년에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읍니다.” 

유가족이 알아야될 법률지식과 행동등을 알렸으면 함. 휴식시간이 많았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의 만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매우 신경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권 만나서 나는 행복해다. 

“기업이나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유가족들이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셔서 유가족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유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처음입니다. 잘 보았습니다.” 

시작점이 기대되고 신뢰를 가진 만큼 끝까지 함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랍니다. 기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나라에서 인권센터 지원

을 많이 해주셔서 유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고 착한 행동(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상의 겉옷을 벗어서 유가족에게 줄려고 함. 

“[해당 활동가를] 꼭 포상해주십시오! [군]인권센터 소장님.” 

신납니다. 군인권센터를 몇 번 와보니, 이제는 편안합니다. 다음 평가회가 꼭 있길 바

라며 참석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공자법에 대해 조중동 언론사와 군인권센터가 기획기사를 쓰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유가족들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카페에서 

속깊은 얘기를 오래도록 나누니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하겠다.” 

  



2)     

군인권센터는 기획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의 상담 프로그램85 중 둘에서 세 가

지를 선택하여 여행 1일차 저녁과 여행 2일차 아침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MBTI 해석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마지막 힐링여행의 경우 집단 규모가 10명 이상이 됨에 따라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의 집단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앞

서 ‘(3) 마음통 힐링여행 만족도 평가’에서 언급되었듯이 유가족끼리만 남아서 충분히 

더 오래 대화하는 시간을 원하시기도 했습니다.86 

이런 집단상담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온 유가족들에게 스스로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격동하는 감정 속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음결 1:1 상담과 비교할 때, 유가족 분들께서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도 만족감을 표하셨지만 집

단으로 모여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군 유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찾으시며 

만족해하셨습니다. 

 ,  

1. 학습 목표 

• 자기개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개성을 존중한다. 

• 다름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경험한다. 

• 혼자가 아닌 함께 함으로써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2. 과제 소개 8개의 그림 중 한 개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이야기한다. 전

체 그림을 연결시켜 그룹 스토리로 만들어 발표하고 협동의 기쁨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1. 학습 목표 

• 사람마다 다른 개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성을 개발하고 신장시킨다. 

• 서로의 능력과 생각을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2. 과제 소개 타협이나 토론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음 사람이 이어 

완성해가는 협동화를 그리는 시간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희망과는 다른 엉뚱한 돌발사태

를 만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대처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체험을 한다. 

     

1. 학습 목표 

•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85 이 프로그램들은 ‘마음봄 자조모임’에서도 일부 활용함. 

86 이번 사업에서는 편의나 감정 조절을 중재하는 조력자로서 활동가와 상담자가 거의 항상 같이함. 



•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한다. 

• 무심히 보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다. 

2. 과제 소개 가상적인 절박한 상황을 설정해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논리적인 주장을 펴서 자신의 생존을 지킨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자기 존

중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1. 학습 목표 

• 상처 받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린다.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 내면아이가 자기배려를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 

2. 과제 소개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위축된 자아를 찾아 치유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가족그리기와 가

족배치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성장시킨다. 

   

  
MBTI    

 

   
  

 



.   

◼ 기대 “핵심참여자는 동행자와87 함께 고인의 추억을 기리며 일상에 안정을 찾고, 지원기

관과 신뢰를 쌓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중 또는 군 복무중 인권침해로 인하여 심리·정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따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 당초 마음결 심리상담을 이수하기 전 분들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획회의 

등에서 사업의 형식과 취지가 좋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내용 

마음통 힐링여행과 달리 마음봄 자조모임은 한나절 프로그램입니다. 자조모임은 (가) 마

음곁 추모동행과 (나) 마음닿 함께걷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의 경우, 주로 현충일이 

있는 6월과 국군의 날이 있는 10월 현충시설을 찾아 함께 참배하며 추념물을 헌정하고 

간단한 비정형적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일부 희망에 따라 기일이나 생일 참

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나)의 경우 기존 유가족 분들께서 하고 계시던 모임

이나 활동을 지원하며 유가족간의 그리고 상담자와 활동가와의 라포를 쌓기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의 날), 고궁, 유적지, 공원, 둘레길 등을 

따라 걸으며 일상을 나누고,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마음봄 자조모임에서 활용된 상담법은 경우에 따라 ‘마음통 힐링여행’에서 제안드린 방

식 중 하나를 택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마음결 심리상담’의 안정화 기법 등을 소개하

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핵심참여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마음통 힐

링여행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추모동행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벽제봉안소 국군수도병원 

참여자 

 

3명 8명 1명 1명 

함께걷기 2022.5월 2022.6월 2022.7월 2022.8월 2022.10월 

장소/ 

참여자 

홍유릉 

3명 

리사이틀 

2명(3인)88 

중계근린공원 

4명 

강남고터 

3명 

경북영주 

7명 

예산 
교통, 다과, 식사, 제작, 진행, 집단상담, 기획회의를 목적으로  

총 8,276,500원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 위 일정 외에도 비정기적 ‘함께걷기’ 모임으로 4. 25. 고 김정운 대위 국방부 방문 마중, 6. 

7. 고 고동영 일병 기자회견 동석, 8. 8. 고 박인주 대위 봉안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랜만에 서울에 오신 김에 모여서 마음봄 및 마음통 기획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87 친인척, 다른 유가족을 포함하여 상담자와 인솔 군인권센터 활동가를 통칭함. 

88 주변참여자 3명(핵심참여자의 가족, 지인, 친구 등). 



1)    

마음봄 자조모임은 마음통 힐링여행과 함께 2022년 신규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핵심참

여자들께서는 마음결 상담은 거절하셨으나, 마음통 힐링여행과 같이 일회적인 활동보다

는 조금 더 정기적으로 다른 유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지지를 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마음봄 모임의 기대효과는 주기적 만남을 통해 핵심참여자가 심리상담 등에 진입

할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뤄진 자문회의와 기획회의에서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순직군인을 

함께 기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마음곁 추모동행’이 추가되어, ‘마음닿 함께

걷기’와는 분리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닿 함께걷기는 애초 서울 근

교에서 만나 산책을 위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지방 거주

자 분들이 국방부나 기타 병원 진료 등으로 상경하시는 때에도 잠시 시간을 나누는 활

동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마음봄 자조모임은 기본적으로 추모동행에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바, 아래

는 ‘마음곁’ 핵심참여자 명단입니다. 일부 인원은 핵심참여자와 함께 동행한 주변참여자

이며 이 경우 핵심참여자를 시작으로 소수점을 사용해 수를 표현했습니다(수수점 크기

는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서열의 의미는 없음). 총 14명의 핵심참여자께서 마음곁 추모

동행에 화답해주셨으며 35명의 주변참여자(부대 관계자 5명 포함)께서 추억과 응원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단, 추념물 제작은 13명의 핵심참여자와 함께했습니다. 

참고로 마음닿 함께걷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 보고서 ‘3) 마음닿 함께걷기’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표 14 마음봄 자조모임 핵심참여자 명단 

연번 순직군인과의 관계 생년 성별 순직군인의 기일 추모지 동행일 

1 김울의 부 1960 남 2018-05-21 대전현충원 8.30 

2.1 이지명의 모 1950 여 2018-05-21 대전현충원 6.4 

2.2 이지명의 누나 1970 여 - - - 

2.3 이지명의 매형 1970 남 - - - 

2.4 이지명의 매제 1980 남 - - - 

2.5 이지명의 조카 2010 여 - - - 

2.6 이지명의 조카 2010 남 - - - 



연번 순직군인과의 관계 생년 성별 순직군인의 기일 추모지 동행일 

3 박도진의 모 1940 여 1998-04-12 대전현충원 6.11 

4.1 황지성의 모 1960 여 2020-06-08 대전현충원 6.8 

4.2 황지성의 부 1960 남 - - - 

4.3-7 부대 관계자 남 4/ 여 1 장교 2/ 부사관 2/ 군무원 1 - 

5.1 홍정기의 모 1960 여 2016-03-24 서울현충원 9.28 

5.2 홍정기의 부 1960 남 - - - 

5.3 이예람의 모 1970 여 - - - 

6 김여상의 모 1960 여 2018-04-28 서울현충원 11.5 

7.1 이예람의 모 1970 여 2021-05-21 수도병원 4.27 

7.2 이예람의 부 1960 남 - - - 

7.3 이예람의 오빠 1990 남 - - - 

8 김정운의 모 1940 여 2003-10-31 벽제봉안소 6.15 

9.1 남승우의 모 1970 여 2016-11-15 대전현충원 11.15 

9.2 남승우의 부 1960 남 - - - 

9.3 남승우의 동생 2002 여 - - - 

9.4 남승우의 이모 1970 여 - - - 

9.5 남승우의 목사 1 1970 남 - - - 

9.6 남승우의 목사 2 1970 남 - - - 

9.7 남승우의 집사 1960 남 - - - 

9.8 남승우 모 붕우 1970 여 - - - 

9.9 부대 관계자 남 1 장교 1 - - 

10.1 윤승주의 모 1950 여 2014-04-07 서울현충원 10.27 

10.2 윤승주의 부 1950 남 - - - 

10.3 황인하의 부 1950 남 2013-03-21 - - 

11.1 고동영의 모 1960 여 2015-05-27 대전현충원 5.8 

11.2 고동영의 동생 1990 남 - - - 

11.3 고동영의 제수 1990 여 - - - 

12 김기혁의 모 1950 여 2010-11-11 대전현충원 6.12 

13.1 손상규의 모 1950 여 2005-04-05 대전현충원 6.11 

13.2 한진식의 부 1950 남 2008-04-06 - - 

13.3 한진식의 모 1960 여 - - - 

13.4 정광운의 부 1960 남 2006-10-02 - - 

13.5 최명기의 부 1960 남 2013-10-06 - - 

13.6 최명기의 모 1960 여 - - - 

13.7 박인주의 부 1950 남 2018-03-11 - - 

13.8 김○○의 모 1950 여 2010 - - 

13.9 구정모의 모 1950 여 2012-01-29 - - 

14.1 박세원의 모 1950 여 2015-08-25 서울현충원 11.15 

14.2 박세원의 부 1960 남 - - - 

(단, 연번은 임의부여됨) 



    

마음봄 자조모임 핵심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마음통 힐링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꾸준한 ‘만남’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 

전통적 심리상담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으며, 고

인을 함께 기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느끼셨습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가 당초 기획하

였을 때, 부담없는 첫 만남을 통해 인연을 부드럽게 이어간다는, 계기마련의 취지 이상

으로 해당 사업이 내재적으로 가진 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상을 함께한다는 것이 심리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PTSD라고 하면 정신의학적 혹은 병리적 인식에 기반하여 약물치료나 

EMDR, PE 등 특정한 치료기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980년대 DSM-3에서 PSTD가 

인정되면서 자신의 아픔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며 우리 이해가 넓어진 것은 맞습니

다. 다만, 이런 정신의학적 용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최현정, 2015: 168-9). 

병리적 접근이 외상사건의 사회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자칫 축소하기 때문입니다(Butler, 

& Critelli, 2019: 12, 23). 즉, 신경생리적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뇌세포 속성을 변화시

킴을 확인하고, 인지과학이론이 PTSD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적 변

인이 타 변인보다 PTSD 발생에 대한 설명력이 강하다는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89 사

실 사회적 변인은 생물학적 기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면 

PTSD 경험자는 ‘생존자’ 보다는 ‘피해자’, ‘정의 회복’을 희구하는 자라기 보다 ‘보상을 

갈구하는 자’로서 정의되고,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나 성격이 희석됩니다. 이 같은 수동적 

위치에서는 공동체로의 재적응, 즉 일상회복이 쉽지 않습니다(최현정, 174-182). 따라서 

외상 회복을 위해서는 1) 진실 규명 및 정의의 회복과 더불어, 2) 생존자 자신이 회복의 

주체성을 갖되, 3) 회복 책임은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4) 최신 생물-심리학

적 지식을 적용한 회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ibid., 190-192). 

이를 고려할 때, 일부 핵심참여자의 말씀을 옮기면, “기존 군인권센터가 직접 보훈이나 

보상금 관련 사건을 다뤄주지 않았던 것에 느낀 커다란 벽과 같은 답답함이 있었다”는 

소회를 밝힌 부분은 군인권센터로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과정

에서 아득한 쓸쓸함이 유가족을 많이 괴롭혔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 오시면서 “군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사건지원과 심리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그렇다면 그 구체적 방법론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 보

 
89 ‘외상’이라 함은 Freud(1928), Lardiner(1941), Wilson(1994)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 적응 상태에 

급격한 변형을 야기하는 압도적인 외부 사건 요인”임. 고문, 성매매, 분쟁 등은 누적적 작용을 통해 만

성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ICD-11은 복합외상(CPTSD)이라 함. 이외 방임, 만성질환 등 만성 스

트레스도 생리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PTSD와 상관을 보이는 반응들을 일컬어 만성 압박 스트

레스(prolonged duress stress)라고 따로 정의하기도 함(최현정, 2015: 171). 



고서의 ‘5. 평가’의 ‘나. 남겨진 과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군인

권]센터 방문도 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가족들도 ‘엄마가 많이 편안해졌다’라

고 하더라.”라는 분도 계셨고, “[군인권]센터에서 참배에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식사까지 대접을 해주시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즉,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분들로서, 나를 지지

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해주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점에 많은 위로를 얻

으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도장을 보며) 너무 소중한 선물이다. 너무 고맙다. 그래

도 순직이 되어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감사하다. 묘역의 위치가 높고 뻥 뚫려 있어 마

음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며 아주 작은 마음의 표현이었지만 무척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 또한 뵐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마음봄 자조모임은 별도 척도를 사용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

내와 함께 어머님(핵심참여자)의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라는 진술이나, “밖에 

나오니 그래도 먹게 된다. 집에 있으면 하루 한끼, 많으면 두 끼 먹는다. 군인권센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 등과 행동, 언어, 생활을 마음봄에 함께한 상담자들이 종합 

판단할 때, 삶의 목적을 환기하고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움이 궁극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의도한 <2020 나눔과꿈> 

사업의 목적인 ‘일상의 회복’ 그리고 ‘외상후 성장’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가족 

분들의 바람대로 이러한 사업이 꾸준하고 오래 이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군인권센터는 마음곁 추모동행을 통해 고인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든든

한 동행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헌화 등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서울현충원이나 

일부 추모시설의 경우 장소상 문제로 참배방식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가족 분들

이 집에서도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초상화 전각 도장’을 수작업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

니다. 나아가 기획회의를 통해 간단히 이주연 전각 디자이너에게 사연을 공유하고,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생전 사진을 요청드렸고, 전각에 용이하도

록 이미징 작업을 거쳐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 시안 중 마음에 드시

는 것을 골라 주셨고, 고인에게 하고픈 말씀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과(印顆) 한 면

에는 초상화가, 그 옆에는 가족의 한마디가 새겨졌고, 인면(印面)에는 초상과 존함을 새

겼습니다. 이렇게 손수 작업하여 만들어진 도장은 액자와 함께 포장상자에 넣어 군인권

센터 활동가가 참배지에서 전달하였습니다. 

(1)    



 

(단, 위 순직군인 순서는 임의적임) 

핵심참여자들께서 남겨 주신 한 마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짧지만 그리움과 고

마움, 슬픔과 사랑이 묻어나는 글귀에 다시금 고인이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무게

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순직군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음 깊이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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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마음곁 추모동행은 순직군인에 대한, 시민연대로서의 예우 성격이 강한 사업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동행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느끼시는 모습에서 이 사업의 의의

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마음곁 핵심참여자들은 대체로 사망 소식을 접했을 당시 얼마

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이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슬퍼함

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모습에 자책한다는 말씀을 나누

셨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겪었던 국가기관이나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일화에서 뿌

리 깊은 불신, 실망, 분노 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이는 마음통 힐링여행에서 나눈 이야

기와 대체로 일맥상통함). 당연히 받았어야 할 아주 작은 예우 하나하나마다 차별받고 

홀대받은 경험이 깊은 생채기로 남아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핵심참여자와 주변참여자 등 유가족 분들이 참배 후 상담을 하시면서 남겨주신 말

씀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90 

고인에 대한 기억과 이어지는 추모 

 형제들은 형제들일 뿐 부모같지는 않다. 데려다 줘야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사업 때

문에 바빠서 [마음곁 추모동행에 같이는] 못 왔다. 나는 명절이 좋지 않다. 큰딸이 

먼저 ‘엄마 갈까?’하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이고, 바쁜 아이한테 짐을 주기 싫다. 

 
90 다음 발언은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에서 발췌한 것임. 



 성장하고 나면 다들 바빠서 온다고 해도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 괜히 번거롭고, 

□□이 밑으로 딸이랑 아들이랑 있지만 결혼들을 하지 않아서 그냥 저냥 보낸다.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고 했다. 그러니 아들이 그럼 우리 범법자 

된다고 하더라. 여튼 매장도 싫고, 납골당도 싫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니 오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아들을 만나러 오는 

길은 슬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ROTC에서 현충일을 맞아 참배를 다녀갔나 보다. 꽃이 유난히 많아 마음에 위로가 

된다. 우리 유가족들은 현충원을 방문하게 되면 내 아들뿐 아니라 서로서로 챙긴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에서 달아 놓은 ‘까만색 리본’을 보라고 하시며) 우

리 아들만 빼 놓았다. 나는 리본 달아주지 않아도 된다. 리본 달려있는 것을 보는 것

도 싫다. 하지만 내 아들만 쏙 빼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다.91 

 아들 죽고난 다음에 저렇게 (부대에서)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꽃을 자주 바

꿔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이는 평소 자신감이 넘쳤고, 자기 의견이 뚜렷한 아이였기에 구부려지지 않고 

아예 부러져버렸나 보다.  

 아직도 아들의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소송진행중인데. 시간이 걸린다며 

6~7개월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불편하게 할까봐 7개월이 

흐른 뒤 ‘어찌 되어가고 있냐?’라고 전화를 드리니, “깜빡했다.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아

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번에는 많이 오니 너무 좋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해서 아쉬

웠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혼자 왔을텐데 … 군인권센터에서도 함께 오니 너무 좋다! 

 친가나 외가 어르신들이 아직 △△이가 사망한 지 모른다. △△이가 죽기 전에 부대

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을 보냈다. 동네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다. 

 우리 ○○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음식도 그랬다. 그래서 용과라는 과

일이 있어 준비해봤다. 

 제대로 조치를 못하여 양심에 내내 미안함이 남아있던 ○대장은 매년 추모행사에 참

석한다. 미운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은 추모행사를 참석하는 ○대장에게 고마움을 느

낀다. 

 오늘 추모행사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굳게 약속을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있다. 

 “예쁘장한 눈매나 배려할 줄 아는 고운 성품이 엄마를 닮았다”는 주변참여자들의 말

에 “나는 ☆☆랑 참 친했어요” 

 
91 이후 유선상으로는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함. 



고인과의 이별 이후의 나 

 나는 원래 법을 준수하고, 누군가 위법을 하면 쫓아가서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이었

다. 모범시민상도 탄 적이 있다. 이제는 굳이 법대로 사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나는 네비게이션이 없다. 다리가 아파서 걸어는 다니지 못하고, 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닌다. 목적지를 정하면 그냥 내쳐 달린다. 돌아가는 일도 빈번하지만, 혼자서 하는 

여행인데 뭐 어떠냐? 도착해서 혼자서 엉엉 소리내어 운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김밥을 싸들고 방문을 했다. 

나도 코로나 걸려서 죽게 ‘나한테 옮겨라’ 하기도 했고 사우나도 매일 갔다. 

 지금은 혼자서 흙집에 산다. 집에 혼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힘들다. 주5회 3

가정을 돌보고 있다. 일하러 가면 할머니들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준다. 누워서 쉬라

고 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퇴근하는 간부, 훈련이라도 가는 병사들이 있으면 ‘애들아, 우리 아들을 군에

서 죽였다’라고 산발이 되어 울부짖었던 나였다. 그럼에도 병사들을 향해서는 한 번

도 해꼬지를 한적이 없다. 

 아들이 죽고나니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 한번은 잘 

생긴 3명의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다 처리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송금한 이후 전화

연결이 안되더라. 

 이제는 (다른 유가족 분과) 가족같이 지낸다. 서로의 기일에 맞춰 추모행사에 함께 

참배하고 함께 위로하는 가족이 되었다. 

 △△아! 외롭지는 않니? 너가 좋아하는 **** 장난감 가져왔다. 

 그때는 합법이고 불법이고 다 필요없더라. 

 아들 친구들이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때(사망 직후)는 더 많이 왔다. 기가 막힌 사고

였고, 아들 친구들은 우리 △△이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았다. 뭐라도 

쓰고 가고 싶어했다. 그랬더니 편지도 있고, 선물도 놓고 가더라 위로가 된다. 

고인과의 이별 이후의 가족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재까지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다. 난데없이 폭탄이 

어느 날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쓸쓸하고 여전히 화가 난다. 무

슨 일이 있었는지도 가끔 잘 모르겠다.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있어. 우리는 안 보여?’하더라. 그 때뿐이었다. 아이들

의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그냥 죽고만 싶었다.92 

 
92 이와 같은 남은 자녀, 형제자매 역시 순직군인의 죽음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후 사건진



 아들과 나는 처음 유가족모임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었다. 집에서 생기없이 지내던 

아내가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아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말리지는 않는다.  

 ○○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죽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데 무엇을 하겠나? 나는 □□와 아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

다. 잊어야 할 때는 잊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도]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진상규명을 위해 고생하신 세월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군인권과 우리 사회 

 예전에는 폭력이 있었어도 서로 한잔하며 풀기도 했는데. 따돌림, 괴롭힘은 눈에 보

이지 않게 정서적 폭력이라 입증할 방법도 없고, 더 야비한 것 같다. 

 그들은, 가해자들 처벌을 제대로 하겠지요? 우리같이 약자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저냥 지나가겠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세상이 바뀔 거라 믿는다. 여전히 더디게 흘러가는 시

간이고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사실이니까. 

 국가에서 무언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젊은 목숨을 잃어도 

참 어려운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나가고 있다. 우리 세원이를 위해 부모로서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다. 

 국가에서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귀한 생명

이 꺼져가는 것아니겠냐? 안타깝고 화가 난다. 유가족들도 저마다 사연이 달라서 의

견을 합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의지가 되고 힘

이 난다. 

정리하면 국가의 ‘홀대’는 사랑하는 이의 사망 이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군 유가족의 트라우마는 특히나 지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냉소적이고 비관적 태도로 스스로를 위로하시기도 하셨고, 다른 생명을 돌보거나 여

러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고인의 기억을 기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의지 또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군 유가족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인 최기홍 외(2020:41-82)에 따르

 

행에 따라서 재차 외상에 노출될 수 있음. 실종자 가족의 경우도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남아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에 돌봄의 박탈을 경험하고, 심지어 부모

의 정신적·신체적 질환 및 자살, 별거·이혼 등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자녀는 형제자매의 실종으로 인한 

2차적 상실, 명백하고 구체적인 상실을 경험”함(권자영, 2015: 155). 그러나 우리나라 보훈체계는 형제

자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2000년대 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당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하주희 외, 2021: 8-9). 



면 군 유가족은 아래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겪곤 합니다.  

 정서적 경험 내용 

사망  

직후 

~  

장례 

전 

황망함, 놀람, 당황스러움, 죄책감, 수치심 믿을 수 없음, 받아들이기 힘들었음, 

실감이 나지 않음, 차량 운전이 힘

듦, 현재도 생생함 

(사망사건 확인과정) 의구심, 분노감 생활공간, 물건, 사망장소 등의 현장

보존 미흡, 시신 확인 제한, 사망사

건 정보 제한 

장례 

절차 

수치심, 죄책감, 황망함으로 사망원인 알

리지 못함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차단하게 되어 

유가족 고립시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례당시 의사결정을 후회(불신 누

적) 

사망 

조사 

의구심, 무력감, 분노, 황망함, 후회, 자책, 

두려움, 원망감, 수치심, 불만족 

**분노보다는 의구심과 무력감 경험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 혹은 상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압도 

(조사결과) 의구심, 불만족, 분노, 후회, 

자책, 억울함, 수치심, 황망함, 무력감, 좌

절감, 만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생각 

보상 

처리 

무력감, 분노, 원망감, 의문스러움 군의 책임 인정, 예우 기대 

(보상결과) 불만족, 분노, 무력감, 원망감, 

후회, 자책감, 좌절감, 황망함, 만족 

최초 회피적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 적극 참여, 복잡한 행정

절차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포기 

 

(3)     

다음은 마음곁 핵심참여자들이 추모동행을 마무리하면서 남겨 주신 소감입니다. 송구스

럽게도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너무나도 늦게 같이 찾아 뵙게 된 군인권센

터지만, 그래도 많은 지지와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인의 존재감, 의미, 의의가 

군인권센터라는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재상기되고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셨습니

다. 제일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군인권센터 사업의 취지를 행동으로 전달드림으로써 

유가족 분들과의 유대감을 한층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표 15 마음곁 추모동행 만족도 소감 정리 

유가족끼리 동일한 내용으로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경을 써 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건강상태를 좀 보고, 동행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감사하다. 

우리 동생이 콜라를 많이 좋아했다. 

현충일 지나서 한번 다녀올 거다. 동행해주시면 감사하다. 

차라리 폭행이면 드러나기라도 하지, 따돌림 괴롭힘은 정말 너무 나쁜 범죄이다. 

입대를 하고 나서 야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이도 늘 웃으며 나도 사랑해라고 했다.  

언제든 좋다. 

감사하다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  

혼자 다녀온다 동행에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어찌하다 보니 참여를 하게 되어 어리둥절하다.  

기일이 지난 지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계획은 없지만 동행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 

양력 기일이 아닌 음력 기일을 지낸다. 주로 4 월 8 일에 간다. 쭉 동행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우리 형이 콜라를 좋아해. 나는 오늘 콜라를 마실거야. 

유가족들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듯하다. 

잊혀지는 아들에 대해 기억을 해주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3)   

     

마음닿 함께걷기는 기획회의 단계에서 알게 된, 일부 유가족 분들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모여 달빛아래 산책을 하시던 활동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다만, 마음닿 함께걷

기에서는 꼭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날을 정하지는 않았고, 핵심참여자의 일상을 서

로가 함께 하는 시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법원 공판으로 서

울에 오시거나, 기자회견이 있거나, 국방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가야할 일이 

있는 날 등에는 점심에 만나서 그 주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덧붙여 핵심참여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주신 경우도 있었는데 문화해설사를 하신 경

험을 살려, 서울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시거나 예술(성악)공연에 함께 가서 시간을 나누

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식사와 함께 다과를 하면서 ‘마음결 심리상담’에서 채택한 안정

화 기법 등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핵심참여자 분들께서 나눠 주신 말씀을 정리

한 것입니다.93 

 
93 다음 발언은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에서 발췌한 것임. 



(1)   :      

마음닿 함께걷기는 마음통 힐링여행이나 마음곁 추모동행과 같은 일회성 모임이 아닌 

좀 더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마음통 힐링여행과 같이 다른 유가족과의 정서교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

으며 사별로 인한 아픔 말고도 새로이 찾은 삶의 의미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새로운 희망이 과거 아픔의 완전한 소거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군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안정적 

교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과의 관계 

 유가족은 저마다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있다. 주

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도 하다. 그런 과정에서 뜻을 같이 

했다가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지

만 같이 하기도 한다. 의견차를 조율하면서 계속

해서 전진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슬픈 인연이다. 오랜만에 아들얘기를 실

컷하니 마음이 시원하다. 내 아이 얘기를 실컷하

니, 너무 시원하다. 우리끼리니까 마음껏 슬퍼해

도 된다. 웃으면서 운다.  

 요즘 여러 행사, 토론회, 집회 등을 찾아다니고 있다. 유가족들과 만나면 나는 여전

히 ○○ 엄마다. ○○이 엄마고 ○○엄마로 불려져서 좋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나를 

○○엄마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건이 해결된 줄 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 내가 

♡♡이 얘기를 하는게 불편하구나, ‘더 이상 나의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

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멀어져갔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고인과의 이별 이후의 나 

 여전히 아들얘기를 하면 눈물이 난다.  

 나는 이제 양보 안 한다. 아들이 양보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양보하

는 것이 제일 싫다.  

 옥상 텃밭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작지만 탐스러운 메론, 수박, 각종 채소와 꽃들을 보

여주심. ‘설마 될까?’하는 마음으로 심었는데 벌써 2년째 귀한 보물같은 열매가 열렸

고, 수확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눴다. 식물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게 된다.  

 잘 치료되고 있고, 치료 결과도 다 좋다. 무리하지 않을 만큼 운동하고 건강유지하려

고 한다.  



 
 

 
 

고인과의 이별 이후의 가족 

 당시 동생이 우리 딸은 중학생이었고, 이제 21살이 되었다. 처음에 딸은 오빠의 죽음

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휴가 나왔다고 롯데월드에 가자고 했는데. 시험공부해야 한다

고 거절했던 때를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딸이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부대를 방문하

게 된다. 어머니로서는 군에서 사망한 동생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지난 날이 생각 나 

걱정되었으나, 이 과정으로 인해 치유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94 

 딸을 생각할 때마다 늘 안쓰러운 마음이다. 학업 등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했던 

시기, 크게 신경 써 주지 못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삶의 계획이 ‘수정’되었다. 동생사건으로 인한 힘들고 어려웠

던 마음이 음악으로 치유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이 더욱 생각난다.  

군인권과 우리 사회 

 공군 20비에서 여 하사 사망사건이 또 발생된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

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난다.  

 아들 사건이 있은 후에야 국가가 얼마나 무례한지 알게 되었다. 유가족에게 상처 주

는 매뉴얼이 있는 양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인맥을 총 

동원하여 아들 사건을 법대로 잘 처리하길 바랬을 뿐인데 가족이 상처를 받고, 서로 

상처를 주기에 바빴고, 참 허망하다.  

 
94 이와 같은 외상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실종자 탐

색)과 더불어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돌봄도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권자영, 2015: 157). 



 
 

  

(2)     

다음은 마음닿 함께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향후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나

눈 내용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한다’는 것의 감사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나절 정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의 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기할 점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다소 정적인 활동을 희망하시기도 하고 동적인 활동

을 바라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계셨고, 유가족과 활동가, 상담자가 함께하는 시간에서 큰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마 음 닿  소 감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울림이 너무 좋았다. 가능하다면 드럼치기활

동과 경주여행도 하고 싶다.  

다시 [마음닿에] 오고 싶다. 즐거웠고, 카페에 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창 배우기와 

제주도 여행도 가고 싶다.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길 원한다.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국악 배우기와 

가능하다면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아들 기념일에 동행하

여, 현충원 참배와 도장선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연과 더불어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며, 유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참 좋다. 가능하면 서예 배

우기와 경주여행을 하고 싶다.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 속마음을 실컷 이야기하는 마음결 프로그램도 좋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따뜻한 배려에 감사한다. 유가족들과의 수다타

임이 제일 좋았다. 도예 배우기와 경주여행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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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마음결 심리상담은 2019년 <2020 나눔과꿈>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구상한 프로그

램이었으나 다음 마음통, 마음곁, 마음봄 등 세 프로그램은 2021. 12. 9. 2차년도 사업 평가 

및 3차년도 계획 심사에서 나온 피드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피드백에 따

라 군인권센터는 2022. 1. 24. 안산온마음센터를 기관 방문해 정해선 센터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 Pyeongtaek (US 8th Army)을 방문

해 Dr. Scott과 Dr. Williams로부터 주한미군의 정신건강의학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안산온마음센터는 그간의 활동을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상담자에게 설명함과 더불어 구

체적으로 향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외상후 성장’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상담을 

거부하는 분이라도 기타 심신안정화 활동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시니 내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매 사업단계에서 핵심참여자와 소통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편, 미8군

의 경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에 관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

을 짚어 주셨습니다. 미군의 경우 EMDR, PE, CPT 등 증거기반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본 

12~15회기 프로그램과 주4회 작업치료사 및 영양사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집중외래치

료(IOP: Intensive Outpatient Program)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차 의과학에서도 정

신과 신체의 상호교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셨고, 환자가 치료에서 

창피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안산온마음센터와 BDAACH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을 군인권센터 사업에 맞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 참여자의 마음 열기 

1. 참여자 지향성: 내담자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활동의 비중 확대      

→ 마음봄, 마음통 사업 신설 및 각 사업 운영 등에서 회의를 통해 참여권 보장      

→ 참여자의 주변인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교육 실시로 환경 조성 

(나) 장기적 관점에서 치료 및 라포 강화     

→ 마음봄 등 주기적 만남을 통한 라포 강화, 트라우마 치유 준비      

→ 성공(롤모델)사례의 발굴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홍보로써 치유 신뢰성 확보      

→ 이후 EMDR, PE, CBT 등 근거기반치료로의 연계 지속 추진 

(다) 지속적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만족도 조사를 넘어서 관련 단체 MOU 체결을 사업목표로 추진      

→ 상담사 교육 및 자문회의를 통한 소통강화 및 데이터 축적 

(라) 트라우마 상기 회피 욕구와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 간 간극 조절      

→ 마음봄, 마음통 사업으로 일상탈피 및 가치 재탐색 조력, 라포 강화      

→ 마음봄, 마음통 등 매체활동, 체험, 감정 발산형-이완형 활동의 안배 

 

※ 참여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요구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외상후 트라우마 성장을 모

든 활동의 저변에 적용. 요구 기반의 사업 진행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내담자-상담자-활

동가 사이 지속가능한 3각 협력 공고화. 사회적 편견 등 거부감 극복하기 위한 성공사례 

축적. 

  







2.    

◼ 배경 군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체로 행위자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

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까지도 규명해야 하지만 이를 피해자 개

인이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원하

고, 따라서 한 명의 피해 사건이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파급

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 인권침해(구타·성폭력·사망 등)의 경우, 의료적 개입

이 필수적인데, 특히 병사의 경우, 원할 때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

러나 국가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상황상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법률, 의료지원에 제

약이 있었습니다.95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매 사건마다 별도 법률·의료기금을 조성하거나 외부 재단 등에 각 사건을 알리고 

공익사건 지원을 신청해 선정되어야 하는 등, 적시 사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 목표 “실질적 피해지원을 통해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돕

고 피해를 구제하여 건강 회복과 더불어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 방법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은 각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라

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이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었습니다.  

 

도식 4 실질적 피해지원 세부사업  

 
95 참고로 한국국방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7. 10. 13 ~ 11. 1.간 민간인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95% 신뢰수준에서 ±3.1%)에 따르면 “복무여건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

로 2016년과 2017년 ‘장병인권 보장’을 1위로 꼽았음. 한편, ‘의료서비스 기회와 질’이라고 답한 분들

도 3개년에 걸쳐 급증함(12%→18%→26.5%). “병사들의 군 복무중 진료”에 대해 ‘절절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국민이 2015년 이래 26.5%→29.1%→25.5%로 응답자의 1/4이나 달하고 있고, “장병 고충해결 

도움 정도”에 대해 군 내부절차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비중도 27.8%→28%→29%로 증가

함(홍숙지 외, 2017: 239, 24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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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핵심참여자는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단죄함으로써 반인권적 구조를 

개선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적시 처치를 받음으로써 트라우마 발전을 예방하여 원활한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다.” 

◼ 대상 법률·의료지원 기준(군인권센터 세칙 2-1)에 부합하는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

과꿈> 사업 대상자 

 법률지원 기준  

1. 공익성: 법률지원에 따른 기대효과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함. 

가. 인권증진: 가해자에 대한 법적 단죄 혹은 기타 법률조력이 피해당사자를 비롯한 

유사사건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기판력을 형성하여 인권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나. 사회복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적정한 법률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 

2. 긴급성: 법률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함. 

가. 심각성: 인권침해 등 가해행위가 지속중이거나 재발 혹은 보복의 위험이 상존하여 

법률적 지원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나. 권리구제: 법적 조치 없이는 인권침해적 상황이 개선되거나 침해된 인권(기본권)

이 온전히 구제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경우 

 의료지원 기준  

1. 공익성: 의료지원에 따른 기대효과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함. 

가. 사회복귀: 피해자의 현 상태에서 의료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노동 또는 대인관계 등에서 정상적 사회 복귀가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나. 의료복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적정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 

2. 긴급성: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함. 

가. 건강권: 인권침해 등 가해행위가 지속중이거나 그 여파가 남아 피해자의 현 건강

상태를 방치하면 트라우마나 기타 후유증 등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즉각

적 의료개입을 요하는 경우 

나. 필요성: 의료적 개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을 지속·진행하기 어려워 즉

각적인 의료지원을 요하는 경우 

◼ 기간 2020. 1. 1. ~ 2022. 12. 31. 

※ 단, 2022년 10월말까지도 이제 공판이 개시되거나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사건은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임. 



◼ 내용 

군인권센터는 법률 및 의료지원을 하기에 앞서 현장지원을 통해 면접상담을 진행했습니

다. 여건에 따라 내방하거나 혹은 거주지 및 복무지 인근에 방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법률지원 단계(수사, 재판)에서 피해자를 동행하거나 피해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

우라도 공판을 방청함으로써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와의 주기적 

연락을 통해 복약과 진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구분 2020 2021 2022 

세부사업 법률 의료 법률 의료 법률 의료 현장96 

예산 

(단위: 천원) 
16,000 6,000 15,400 2,400 26,950 4,000 300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앞서 이 보고서 ‘1.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과 ‘배경’, ‘의의’에서 설명하였듯이 트라우마

의 치유, 일상의 회복은 단순히 정서적 위로와 심리적 안정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는 특

성이 있습니다. 만약 외상사건에 국가폭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지원은 외상사건을 매듭지어, 피해자가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

를 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법률지

원의 경우,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방식(인권위 진정, 고발장 접수 등)

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2020 나눔과꿈> 사업 핵심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

았습니다. 다만, 법률지원 도중에도 피해당사자로서 실제적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한 시급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의료지원 또한 함께 제공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지원은 피해상태를 완화시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건 관련 

진술 확보, 피해 확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산출, 기타 후유증 등 예방 등을 제공합니다.  

법률 및 의료지원을 해를 넘겨서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계속지원’이라고 하고, 

가해자가 전역하여 재판관할지가 분할되는 경우나 두 가지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또는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를 ‘병행지원’이라고 하여 세칙 2-1에 따라 지원했습

니다. 

  

 
96 2020년과 2021년 현장지원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함. 

•최초 대면상담

•병원 초진 동행

•법률대리인 면담 및 수사
동석 등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임상심리검사비 등

•민·형·헌·행 소송

•심급 피해자 법률대리인
선임비

•재판 방청, 의견서 제출



. ·    

군인권센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 총 37

명의 핵심참여자에게 집행한 법률지원비는 총 58,350,000원, 의료지원비는 총 10,923,171원

입니다. 이때, 법률비와 의료비 모두 지원받은 핵심참여자는 4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원은 2022년이면 종료되지만 법률비 지원 사건의 경우, 재판은 2023년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기금 등을 활용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것입

니다(일부 사건은 변호인 추가선임이 아니라 자체 지원 예정).  

대부분의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핵심참여자는 마음결 심리상담과 달리 현역 신분이었습

니다(단, 유가족은 민간인). 참고로 의료지원 대상자 중 일부는 군 병원 이용이 되지 아니하

는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표 16을 보면 핵심참여자 중 남성이 70.3%, 여성

이 29.7%였으며, 남성의 76.9%는 병 계급이었고 7.7%만이 민간인(유가족)이었으나 여성은 

36.4%였습니다. 이는 유가족 등의 지원에 있어서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

입니다. 여군이 전체에서 8.8%임을 고려할 때 이는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예비역을 민간인으로 계산하면 남성도 15.4%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아래 ‘계급’ 구

분은 첫 상담 당시, 즉 사건 지원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인 6명 중 4명만 군 

유가족이었습니다. 민간인 2명은 전역 후 상담을 신청한 인원입니다(특히 병사). 실질적 피해

지원 프로그램 핵심참여자 중에는 현재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특히 여성). 이때, 군 간부는 핵심참여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군무원 및 근

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

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PTSD가 대

두된 만큼, 향후 대상을 확장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소희, 2021). 

표 16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성별 계급 구성 

성별 계급 법률 의료 의&법 총합계(A) 비율(A/B) 

남 

병 9 6 3 

18 48.6% 
병장 2 2 1 

상병 2 1 2 

일병 5 3  

부사관 2  1 

3 8.1% 중사   1 

하사 2   

장교 1   

1 2.7% 
생도 1   

예비역  2  
2 5.4% 

병장  2  

민간인 1 1  

2 5.4% 병장  1*  

일병 1   



성별 계급 법률 의료 의&법 총합계(A) 비율(A/B) 

여 

부사관 4 1  

5 13.5% 중사 2   

하사 2 1  

장교  1 1 

2 5.4% 대위   1 

중위  1  

민간인  4  

4 10.8% 
대위  1  

중위  2  

하사  1  

소계 
남 13 9 4 26 70.3% 

여 4 6 1 11 29.7% 

총합계(B) 17 15 5 37 100.0% 

(민간인은 유가족임. 단, *은 전역 후 민간인이 된 사람임.) 

이어서 아래 표 17에서 핵심참여자 중 직업군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29.73%(11명)였습니다. 

다만, 이중 1명은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기존 유급지원병 등으로 불렸던 

임기제 부사관 신분이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제외시키면 간부 비중을 27.03%로도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병사가 48.6%였고, 민간인이 16.2%, 예비역이 5.4%였

습니다. 예비역은 모두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중 대부분은 유가족 여성이

었으나 남성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때, 유가족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건상담을 받는 분을 임

의적으로 핵심참여자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유가족 모두 핵심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군인권센터와 사건에 대해 더 밀접히 연락하고, 소통하는 분만 집계했습니다. 

표 17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신분 구성 

계급 법률 의료 의&법 총합계 비율 

병 9 6 3 

18 48.6% 
병장 2 2 1 

상병 2 1 2 

일병 5 3  

부사관 6 1 1 

8 21.6% 중사 2  1 

하사 4 1  

장교 1 1 1 

3 8.1% 
대위   1 

중위  1  

생도 1   

예비역  2  
2 5.4% 

병장  2  



계급 법률 의료 의&법 총합계 비율 

민간인 1 5  

6 16.2% 

대위  1  

중위  2  

하사  1  

병장  1*  

일병 1   

총합계 17 15 5 37 100.0% 

(민간인은 유가족임. 단, *은 전역 후 민간인이 된 사람임.) 

우리 군 인력 배분 특성상 핵심참여자 소속도 육군이 73%였습니다(표 18). 단, 해병대는 그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0.8%나 차지해서 일반적으로 해병대에서 잦은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핵심참여자가 예비역 

병장인 경우 법률지원비 집행이 없었는데 개별 사건 특성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기 어려웠

거나 해당 사실관계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담자로서의 

일관된 진술과 지원 필요성(지원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겪고 있는 신

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지원했습니다.  

표 18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소속 구분 

소속 법률 의료 의법 총합계 비율 

육군 10 14 3 

27 73.0% 남 9 8 3 

여 1 6  

해군 1 1  

2 5.4% 남 1 1  

여    

해병대 3  1 

4 10.8% 남 2  1 

여 1   

공군 3  1 

4 10.8% 남 1   

여 2  1 

총합계 17 15 5 37 100.0% 

(단, 유가족의 경우, 소속은 망자의 소속을 따름) 

핵심참여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포함)이 48.6%

였습니다(표 19). 이는 마음결 심리상담의 핵심참여자들 중 7%만이 성폭력이었던 것과 많이 

다른 지점입니다. 아마도 마음결 심리상담의 경우, 현역인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

기에 상당한 물리적 제약이 있었고 후유증이 심각해 의료지원을 대신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부설군성폭력상담소의 활약에 따라 여군들의 

요청이 있었던 점, 특히 2021년 대대적으로 보도된 각종 군 성폭력 사건이 전체 상담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성폭력(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

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성 핵심참여자 중 성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분들은 무려 35.1%였

습니다. 단지 여성 핵심참여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유입된 경우, 그 피해내용은 전부 성폭력 및 

성차별이었습니다.97 참고로 ‘성차별’은 개인간 폭력행위가 아니라 제도상 차별이나 군의 구조

적 문제로 인해 한 쪽 성이 불합리하게 대우받게 되는 상황 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피해유형은 병영부조리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암기 강요, 계급에 따른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및 보복성 징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근대적 

폭력인 구타, 가혹행위는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고 윤승주 일병 사건 이후 여

러 병영문화 혁신 조치가 이뤄졌고, 초·중등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뤄지면서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증진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여전히 매우 우려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표 19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성별 피해유형 

피해유형 남 여 총합계 비율 

사망 2 5.4% 4* 10.8% 6 16.2% 

구타 3 
10.8% 

 
0.0% 

3 
10.8% 

가혹행위 1  1 

따돌림 2 

13.5% 

 

0.0% 

2 

13.5% 부조리 2  2 

부당징계 1  1 

사고 2 5.4%  0.0% 2 5.4% 

성폭력 8 

35.1% 

3 

13.5% 

11 

48.6% 
디지털성폭력  2 2 

성-구타 3  3 

성-따돌림 2  2 

성차별  0.0% 2 5.4% 2 5.4% 

총합계 26 70.3% 11 29.7% 37 100.0% 

(*은 유가족. 이를 제외하고 피해당사자만 따지면 여성의 70%가 성폭력피해자임.) 

계속해서 핵삼참여자 계급 별로 피해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0과 같습니다. 부사관의 경우 

성폭력이 77.8%에 달하는데 이는 중위, 중사, 하사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 초급 간부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입니

다.98 다만, 병사의 경우도 가장 큰 피해유형은 성폭력(45.5%)이었습니다. 

 
97  이외 여성 핵심참여자의 성폭력 피해의 경우 남성 핵심참여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 양상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있었으며, 남성 핵심참여자의 경우 대체로 집단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성

폭력에 기타 가혹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세부적 차이가 있음. 

98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가 173건이었는데 피해자 중 중사 

또는 하사가 121명, 위관 장교가 45명임.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는 주로 진급과 관련되



표 20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계급별 피해유형 

계급 

장교 부사관 병 

대위 중위 생도 소계 
비율 

(%) 
중사 하사 소계 

비율 

(%) 
병장 상병 일병 소계 

비율 

(%) 

사망 1 2  3 50.0  1 1 11.1   2 2 9.1 

구타   1 
1 16.7 

  

  
  2 

3 13.6 
가혹행위        1 

따돌림    

  

  

  

2   

5 22.7 부조리      1  1 

부당징계      1   

사고          2   2 9.1 

성폭력 1   

1 16.7 

2 2 

7 77.8 

2 3 1 

10 45.5 
디지털    1 1    

성/구타     1  1 1 

성/따돌림       1 1 

성차별  1  1 16.7  1 1 11.1      

총합 2 3 1 6 100 3 6 9 100 8 5 9 22 100 

 

한편, 군인권센터 기획 <2020나눔과꿈>의 법률·의료지원 세부사업 핵심참여자의 가장 흔한 

건강상 문제는 PTSD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였습니다. 다만, 의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입원 등을 요하는 상태가 종종 있을 만큼 심리·정서적 상태가 좋지 못해 대체로 마음결 심리

상담 참여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78%의 핵심참여자가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 진단명 등은 의료지원 핵심참여자가 아니라도, 즉 법률

지원만 받는 경우라도 건강상 확인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표 21 법률·의료지원 핵심참여자 건강 지표 

 
PTSD 우울장애 적응장애 정동장애 자가면역 뇌신경 망막박리 암 합계 

인원 9 6 1 2 2 1 1 1 23 

(단, 중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핵심참여자당 1개의 주 진단명으로 집계함.) 

끝으로 3개년 실질적 피해지원 프로그램 핵심참여자 중에서 마음결 심리상담을 함께 이수하

신 분은 8명으로 피해당사자가 4명, 유가족이 4명이었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은 모두 마음결 

중도중단없이 소정의 마음결 심리상담 회기를 모두 이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군 유가족 4명 

중에서 3명은 마음결을 신청하셨으나 1명만 전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다만, 4명 모두 마음

통 힐링여행과 마음봄 자조모임 활동에는 참여하셨습니다.   

 

어 여군이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함(진급시기 여군의 성희롱 경험이 평균보다 3~6%p 높음)(광명

시민신문, 2014).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서 2020년 한 해 발생한 군 성폭력 사건 771건 중 여군 피

해자의 58.6%가 중사나 하사였고, 대위가 12.6%, 중위 및 소위도 9.2%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계속해

서 장기복무 심사와 관련하여 여군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함(김귀근, 2021).  



. ·    

<2020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총 32명의 핵심참여자가 법률 및 의료지원의 혜택을받았습니

다. 현재 진행중인 법률지원 사례는 2020년 개시 사례 1건, 2021년 개시 사례 3건, 2022년 

개시 사례 6건입니다. 법률지원의 경우 항소심, 상고심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곤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1년 가까이 기소판단이 지연되며 시일이 더 소요되

었고, 2022년 7월부로 군사법원 관할권이 변경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쇄되고, 군사법원이 지

역별로 5개로 통합되는 변화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더욱 지연되었습니다. 의료지원 사례는 

2022년 개시된 5건이 진행중입니다.  

1)    

3개년 간의 법률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22명의 핵심참여자에게 고소장, 법률대리

인선임, 수사 동석, 공판 방청 등의 법률(현장)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종결된 것이 16건, 진행중인 것이 6건이고, 이중 합의(기소후) 및 진상규명(유

죄)한 사례가 13건 (59.1%), 불처벌(불기소 등) 사례가 3건(13.6%)이었습니다. 단, 수

사중 사건 2건, 재판중 사건은 4건입니다. 이때, 2022년 말을 시점으로 가장 최근 결정

된 바를 분류한 것이므로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핵심참여자의 사례의 경우 공론화(언론보도)가 함께 이뤄진 경우가 8건 있었

으며 마음결이나 마음통, 마음봄 등 군인권센터의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는 1건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소속은 피해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로 가해자 

역시 동일 소속을 가짐에 따라 피고인 소속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기소명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중복되지 아니하게 재판에 회부된 죄목을 모두 나열하였을 뿐, 

각 피고인별 기소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 22 법률지원 핵심참여자 결과 정리 

연번 생년 성별 신분 관계 소속 기소죄목 결과요약 기타 

1 1990 남 상병 당사자 육군 강제추행, 준강간 2 년 6 월 - 

2 1990 남 상병 당사자 육군 기소전합의 기소유예 - 

3 1980 남 일병 유족 육군 가혹행위 불기소 - 

4 2000 남 상병 당사자 해병대 

강제추행,  

폭행, 

특수강제추행 

3 년, 

3 년/5 년, 

2 년/3 년, 

2 년 6 월/5 년 

공론화 

5 1990 여 하사 당사자 육군 위력행사추행 재판중 - 

6 1990 남 중사 당사자 육군 유사강간 3 년 - 

7 199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강제추행, 폭행 1 년 - 

8 1990 남 생도 당사자 육군 폭행 불기소 - 

9 1990 여 중사 당사자 공군 
주거침입, 

주거수색미수 
5 년 공론화 

10 1990 여 하사 당사자 공군 주거침입 5 년 공론화 



연번 생년 성별 신분 관계 소속 기소죄목 결과요약 기타 

11 200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기소전 합의 불기소 공론화 

12 1970 남 
민간인 

(일병) 
유족 해군 

보호조치위반,  

미보고 

변사사건지원 

강등, 정직 3 

공론화 

인권위 

13 200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업무상과실치상 
주범 재판중, 

무혐의 
마음결 

14 2000 남 일병 당사자 공군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  

가혹행위,  

공동폭행,  

공동감금 

100 만,  

300 만 2 명 

1 년/3 년,  

1 년/2 년 2 명 

(2 명 확정/ 

항소심 쌍방기각) 

공론화 

15 1990 여 대위 당사자 공군 강간치상, 손해배상 3 년/6 월, 40 시간 - 

16 1990 여 중사 당사자 해병대 명예훼손 재판중 - 

17 2000 남 상병 당사자 육군 기소송치 군검찰수사중 - 

18 2000 남 일병 당사자 육군 모욕 구약식 300 공론화 

19 1990 남 하사 당사자 육군 군사경찰수사 수사중 - 

20 2000 남 일병 당사자 해병대 강제추행 
주범 1 년/2 년 

3 명 재판중 
공론화 

21 1990 남 하사 당사자 육군 무고 재정신청중 - 

22 2000 남 일병 당사자 해병대 가혹행위, 폭행, 협박 기소후 합의 - 

(단, 연번은 임의부여됨) 

참고로 한 핵심참여자의 경우, 다른 핵심참여자와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군인권센터로부터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형사합의한 상태라서 법률지원을 받

지는 못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핵심참여자 사건에서 해당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

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다소 감형되었으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가해

자에 의한 유사 피해를 입은 핵심참여자는 3년간 총 4명(2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서 고소장 작성을 조력한 경우가 1건 있었는데 해당 사건 가해자는 

2020년 9월 강등 징계를 받은 후 항고하여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 처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오히려 

해임까지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불처벌로 인한 재범을 막는 것 또한 법률지원 프로

그램이 목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황윤기, 2022).  

끝으로 ‘연번 12’의 사건에서 관리책임자 2인은 2021년 11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함장은 강등, 부장은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습니다(박성진, 2022). 참고로 군에서 

관리책임 소홀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데, 애초 책임자들의 해외파병으로 수사

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얻어낸 결과라 더욱 뜻깊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해군의 중징계가 먼저 결정됨에 따라 진정이 기각되었

습니다. 두 기관 모두 책임있는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2)     

군인권센터 실무상 법률지원은 정서적 지지 활동의 성격이 큽니다. 법률지원에서 서류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범죄피해자가 권리주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사시 진술과 재판시 증언 

등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결 심리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으나, 군인권센터는 라포 형성 및 사건 관리 단계에서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하였습니다(이는 과제달성평가의 측정 단위로 포함됨). 

법률지원을 하며 마주친 구체적인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마음결 상담과 유사

하게 ‘거주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지원 핵심참여자 역시 전국에 산재하여 계셨습니다. 

더하여 군사법원은 각 군 부대에 위치하여 있어 1심의 경우 출장이 항상 소요되었고, 

최초 사건 면담시에도 병사 신분인 경우 휴가 등이 자유롭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

다. 위급한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활동가가 부대로 찾아가 변호인선임 및 접견권을 행

사하였습니다(2020년 1회/ 2021년 2회). 한편, 핵심참여자가 영외생활을 하는 간부 계

급인 경우라도 사실상 평일에는 이동거리가 제한되어 주말이나 부대 근방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변호인 면담이나 수사는 4시간 이상씩 소요돼서 이런 현장지원이 있는 

경우 군인권센터는 활동가에게 대체휴일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수의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실제 법정

에서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자체를 부

인하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장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 슬리퍼

를 신고 와서 동행인과 희희낙락하며 ‘인증샷’을 찍는 피고인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는 허위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

난이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고(임성호, 2022), 특히 성폭행

의 경우,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발언하고, 계속해서 유도신문하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하여 군인

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하기도 했습니다(군인권센터, 2022). 군 검찰이 피해자를 

6번이나 조사하고도 또 다시 재조사하겠다고 하는 등 군 조직 차원의 수사 의지 부실

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차년도 자문에 따라 과제달성평가를 적용, 각 핵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참여자 본인과 활동가가 실시해야 하는 과제 5~7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면서 사

건을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

출하였는가, 수사 및 재판 일정에 제때 출석하였는가, 활동가의 경우 유무선 연락에 충

실히 응하였는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였는가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선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심층인터뷰 가

이드라인은 이 보고서 ‘부록’ 참고). 이를 통해 관찰된,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피해 당

시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피해당사자들의 경우 긴장이 풀리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핵심참여자가 ‘연락’이 종종 잘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명의 경우 법률대리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법률대리인이 고소장 작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체적 사실을 물어봐야 하는데 

쟁송 경험이 없는 핵심참여자가 이를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었습

니다. 이 경우 활동가가 추가적 설명하면서 법률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외 핵심참여자

의 가족(주변참여자)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한 가족 분은 법

률대리인이나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너무 바쁜 것 같아 궁금한 것이 있어도 연락하시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군인권센터 활동가 역시 수 개월간 법적 절차가 답보상태라 별도로 

‘가족에게는’ 안내드리지 않았던 점에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라포 유지를 위해 연락하

는 일을 당사자와만 했는데 가족과 당사자간 소통이 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법적 표현이나 사실관계 질문에서 의도치 않게 당사자와 지원자 사이에서 오해

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법률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핵심참여자와 

주변참여자에게 변호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

만, 이런 노력은 단순히 군인권센터만 할 것은 아니고 변호인과 의료인 등 협력주체들

과 주변참여자도 함께 제도전반을 이해해야 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간단한 안내서나 지

침서 등이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변참여자가 연인관

계라 법적 지위가 없거나, 가족인 경우라도 경황이 없는 피해당사자(핵심참여자)의 의

사를 대리하여 표현하거나 의사결정에 개입·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중심주의

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서면으로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법률지원비 자체가 소액이라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익사건의 성격 탓에 약 200만 

원/건 선에서 매우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사실 지역 오지에 위치한 군사법원이나 군 

부대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

습니다. 비록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모든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피

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꼼꼼히 기록하여 반박할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탄핵하

여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모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출장 실비를 지원하고, 활동가들도 최대한 출장을 통해 공판 모니터링을 하여 변호인과 

상황을 공유했고, 때때로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특성상 군인이었던 범죄자가 전역하면 그 관할권이 민간 법원으로 

이동, 범죄자의 거주지 지역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사건이 분할된 경

우, 부득이하게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3개년 동

안 총 3건있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 항소심의 경우 서울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 1심 이후에는 출장 소요 등 부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성화 혹은 공익변호 기금 활성화가 아쉬울 따

름입니다. 참고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재정 지원되나 

심급당 약 120만 원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 국에서 벌어지는 신종 디지

털 성범죄나 군과 같이 가해자가 타 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이동하여 소재 파악이 어렵다

면 너무 적고 경직된 금액입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여도 피해자와 그 변호인이 대응하

기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

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로서는 법률지원 핵심참여자가 마음결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 적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그 원인을 따지면 성폭력 사

건이 많았던 특성상 피해 당시에는 주로 의료기관에서의 약물치료 등을 받았던 바, 마

음결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 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률지원에 있어서 심리상담보다는 정신의학과 진료와 진단이 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군인권센터는 법률 및 의료지원 제공의 조

건으로서 마음결 심리상담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으나 이는 핵심참여자

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 실제 사업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히 

마음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마음결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지원 종료시 진행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초기 의료개입의 효과로 트라우마 후유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마음결 

참여 권유에 대한 한 가지 대표적 거절 사유는 더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

와 관련된 이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회피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

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한 것이든, 트라우마 반응 자체로 인한 것이

든 결국 마음결 상담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다른 사유

로는 복학이나 취직 준비를 시작하면서 상담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있었

습니다.99 향후 사업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

다. 

  

 
99  소수는 “취업준비/ 사회생활”을 명목상 제시했으나 사실 정신의학과적 기록(심지어 그런 기록없는 

심리상담임에도)이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음. 



3)    

2020년부터 3개년 간 총 20명의 핵심참여자에게 의료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지원

은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대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단, 실제 수술비로 지출된 경우는 없었음). 다만, 개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하였고 실비보험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군 인권침해 피해의 특

성상 수 개월 간의 진료만으로 완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대체로 

꾸준히 진료를 본 경우 1개 분기 정도가 지난 후에는 병원을 찾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군에서 전역(만기·의병전역 등)하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핵심참여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54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았습니다. 

표 23 의료지원 핵심참여자 결과 정리 

연번 생년 성별 계급 관계 소속 피해유형 의료비 기타지원 

1 1990 남 상병 당사자 육군 성추행  ₩      403,200  - 

2 2000 남 일병 당사자 육군 구타, 부조리  ₩      238,700  공론화 

3 1990 여 하사 당사자 육군 성차별  ₩    2,820,080  공론화 

4 2000 남 상병 당사자 해병대 성추행, 구타  ₩      554,000  공론화 

5 199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훈련사고  ₩      444,200  공론화 

6 1990 남 중사 당사자 육군 성폭행  ₩      616,100  - 

7 2000 남 일병 당사자 육군 성추행  ₩      203,900  - 

8 199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성추행  ₩      235,300  - 

9 1990 남 민간인 당사자 육군 따돌림, 폭언  ₩       93,430  마음결 

10 1990 여 중위 당사자 육군 성차별  ₩      420,400  - 

11 200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훈련사고  ₩      1,123,900  마음결 

12 199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따돌림  ₩      821,200  마음결 

13 1970 남 병장 당사자 육군 부조리  ₩      344,800  마음결 

14 1990 여 대위 당사자 공군 성추행  ₩      175,400  - 

15 2000 남 일병 당사자 해군 부조리  ₩      334,200  - 

16 1950 여 중위 유족 육군 사망  ₩      372,300 마음결, 마음통, 마음봄 

17 1940 여 중위 유족 육군 사망  ₩      403,300  마음결, 마음통, 마음봄 

18 1950 여 하사 유족 육군 사망  ₩       411,761  마음결, 마음통, 마음봄 

19 2000 남 상병 당사자 육군 성추행  ₩      353,000  - 

20 1940 여 대위 유족 육군 사망  ₩      554,000  마음통, 마음봄 

(단, 연번은 임의 부여됨.) 

의료지원은 핵심참여자가 현역인 경우, 군병원 이용시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

고 대체로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바, 2020년에는 예산이 다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인당 의료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인당 100만 원 → 30만 원). 다



만, 2차년도부터는 군 병원 위탁 진료가 아닌 민간병원 진료(심리검사 등)를 진행하기도 

하고, 1차년도 법률지원 핵심참여자들이 전역함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면서 다소 예산이 부족한 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는 다

시 예산을 조금 증액하여 40만 원/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않는 분도 계신 바, 일부 비용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핵

심참여자에게는 때에 따라 예산상 개인별 한도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같은 정신건

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보더라도, 인지행동치료 등과 같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 약제

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등에 따라 의료비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명목이었으며 1건에서만 입원비로 지

출되었습니다. 해당 입원은 폐쇄병동이었으며 위기개입의 일환으로 본인 동의 하에 이

뤄졌습니다. 

한편, 의료지원의 경우 법률지원에 비하여 절반 뿐인 4건만 공론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는 의료지원이 들어가는 경우 대체로 핵심참여자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외상사건을 언론을 통해 환기하는 것이 건강상 불이익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되어 이제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

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진료가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바, 자연

스럽게 의료지원과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인 8명(피해당사자 4명, 유가족 4명)에게 마음결 심리상담과 연계해 

의료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핵심참여자마다 요구하는 의료적 처치의 내용이 매우 상이했고, 이에 따

라 입원 등 고액이 필요한 경우 혹은 처방약 조제 정도면 충분한 경우와 같이 필요 예

산이 들쭉날쭉했으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실시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년도부터는 일지를 엑셀로 관리하여 

금액을 관리했습니다. 3차년도부터는 Google Workspace 이용에 따라 이를 스프레드

시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의료지원 필요성에 따라 다

른 핵심참여자에서 남는 의료비를 상시 파악해서 지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상 제약이 커지므로 의료비 지원의 기준을 비급여나 입원 및 수술 등 

고액 치료비로 한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판단을 위한 추가적 기준 수립이 

요구될 것입니다. 

 

 

  



4)     

의료지원은 군 인권침해 사건 초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성격, 법률지원 사건에서의 객관

적 피해사실 증빙 기능이 주됩니다. 그러나 군 사망 유가족이나 기타 인권침해 사건 발

생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뒤 군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신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 

건강상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도 하

였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유(합의, 공소시효 도과 등)로 불가

능할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실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대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

서는 모두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KIDA 조사가 밝혔듯이 군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꽤나 팽배한 것이 현실이며, 이 상황에서도 군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자부담해야 합니다.100 개인이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군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치료비로 인해 ‘개인의’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심리검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실질적 피해지원에 필수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지원이나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와 달리, 의료지원의 경우 핵심참여자

의 거주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핵심참여자의 경우 거주지 근처

에 대형 대학병원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병원을 찾으러 가는 비용(교통비)에 대해서 

보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핵심참여자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예산상 문제

로 이 부분까지는 지원 드리지 못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2020 나눔과꿈> 사업 예산이 고갈되는 경우 범죄피해자기금 등에서 마련된 별도 기

금을 활용하였습니다(즉, 성폭력 피해자는 인당 예산 한도를 넘어서 지원하지는 않음).  

프로그램 운영 상에서 의료지원의 경우 특히 어려웠던 점은 핵심참여자의 일상을 전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정확한 지도사항이나 의약품 복용 상태 파악이 어려

웠다는 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

하였는데 그것이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 이번 사업에 핵심참여자로서 선

정된 사유가 해당 질병 등을 진단받아서가 아니라 군 인권침해 피해 유무였기 때문입니

다. 다만, 이로 인해 핵심참여자가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참여자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당사

 
100 참고로 2016년 4월부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업군인이라도 그 부상에 연관된 질병에 한하여 

완치시까지 공무상 요양비로 국가가 부담함(메디칼월드뉴스, 2016). 당시 2015년 목함 지뢰로 피해를 

입은 군인의 치료기간이 법령이 정하는 30일을 도과하자 이후 발생한 의료비를 개인에게 부담시켜 물

의를 빚었음(김종대, 2015). 한편, 2021년 8월부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에게 민간병원 진료

비를 공상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하였음(병원급 이하 1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일 때 공제금 

1~2만 원 혹은 자기부담금 20% 중 큰 금액을 공제 뒤 본인부담금 지원함. 비급여 제외.) (국방부, 

2021).  



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법률조치나 공론화 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외 법률지원과 마찬가지로 연락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핵심참여자 

중 1명은 연락두절로 <세칙 2-1> 제11조제②항제2호라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군인권센터는 해당 규칙을 법률·의료지원을 개시할 때 핵심참여자에

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이 보고서 ‘부록’ 참고). 

제11조 ② 본 규정에 따른 지원이 개시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 사무국(처)은 사무국(처) 회의를 통해 지원

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1. 내담자 본인이 지원중단 혹은 사건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 본 규정에 따른 지원이 개시된 이후 본 센터와 내담자 사이 신뢰관

계를 훼손하는 다음 각 목이 발생한 경우 

가. 지원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 

나. 지원 미사용 후 환불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 편취 

다. 제9조에 따른 증빙 서류 원본 제출 요청에 대한 불응 

라. 연속한 30일 이상의 연락두절 

마. 기타 사무국(처)이 센터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상당

한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끝으로 의료지원 핵심참여자가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8명으로 

법률지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의료지원인 경우 해심참여자

가 전역한 상태이거나 외부 민간인과의 접촉이 용이한 환경(휴가중 등)에 있었기 때문

입니다. 한편, 군 사망 유가족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으신 경우, 이 지원을 통해 얻은 군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봄이나 마음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물

론, 이중 마음결 심리상담을 모두 이수한 분은 1명이고, 이외 분들은 중간에 중단하셨

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음통 힐링여행이나 마음봄 자조모임은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핵심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을 감안할 때, 심리상담, 의료처치, 기타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인권센터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꾸준히 라포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때때로 본인의 요구 혹은 우선순위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하기 쉬운 피해자를 활동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통

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   

3개년간 군인권센터가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지원한 사건은 

32명의 30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이고, 아직도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인권센터가 창립이래 스스로의 예산 운영 기준을 통해 법률 

및 의료 공익지원을 할 수 있었던 첫 경험으로, 여러 난관도 있었고 사업 중간중간 많

은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사업은 충분한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향후 별도 기금마련 등 후속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군인권센터는 2020년 사업지침으로만 가지고 있던 핵심참여자 선정 기준을, 중간

현장점검 보완요청에 따라 ‘내규’(세칙 2-1)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제정하였습니다. 이

후 서식 변경 및 지원 중단 사유 및 계속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도 진행하였

습니다. 매 지원결정은 사건지원일지 서식을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사건지원일지 서식 

및 법률·의료지원 안내 및 동의서도 서식으로 만들었고, 핵심참여자가 회계 및 행정적 

이유,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최소한 준수해 주셔야 할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

았습니다. 이렇게 핵심참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이 누리는 서

비스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지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있던 경우라도 

이후 흐지부지되기 쉽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지원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건 1건을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1인

이라도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었고, 특히 가해자가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

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두 곳으로 

재판이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차년도에는 법률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자부담으로 부가세를 

처리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회계 상식이었으나 대체로 공익재단 등에서 무료로 사건

을 진행해 온 바,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2022년 7월부로 군사법원 재

판 관할권이 축소된 바, 직접가해자, 관리책임자, 2차 피해유발자 등이 전부 다른 사건

으로, 민·형사/행정적으로 각기 다른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

서 중복지원에 대한 한도 및 기준이 좀 더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적 측면 외에도 법률지원에 있어서 핵심참여자, 그 가족인 주변참여자, 군

인권센터, 법률대리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 의견이 갈리거나 상호 의사소

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2020 나눔과꿈> 법률지원 사

업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중재하였습니다. 향

후 사업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이 가장 중요하므로 군인권센터는 라

포를 바탕으로 그 판단을 조력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배경 더 나아가 군인권센터가 성장하면서 많은 수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이

르렀습니다. 2015년 상담DB를 재능기부자의 도움으로 개발하였으나 이후 제대로 된 유

지·보수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활동가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도 2014년 교육사업 

이후 활동가 개인의 의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 

상담으로 대리외상 및 소진의 위험에 노출된 활동가를 위해 평상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지 못해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트라우마 치유’의 영역까지

도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활동가가 심리상담과 그 치유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스스

로의 정신건강 또한 돌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 목표 “실질적 피해지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며 그 과정에서 활동가 또한 방전

되지 않도록 돌봄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인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101 

◼ 방법 맞춤형 상담체계 프로그램은 각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식 5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부사업  

 
101 OHCHR(2011: 20)에 따르면 “인권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 인권사무관(HRO)은 막중한 업무량과 다

른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격정적인 상황에 종종 노출되고 심각한 보안 위험을 맞닥뜨리

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본질적으로 해롭지는 않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

는 소진(burnout) 및 다른 심신건강 문제, 생산성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인권침해 피해

자를 면접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HRO를 대리외상이 발전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 HRO는 스트

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더불어 개인적 취약점과 강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스트레스 조

절에 대해 읽는 것은 단지 스트레스 탄력성을 기르는 일의 첫 단계일 뿐이다. 성공적 스트레스 관리는, 

비교적 차분한 기간이라도, 정기적 스트레스 해소 기술의 연습에 대한 전념을 요구한다. 관리자는 건강

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원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도움으로

써 책임을 완수해야만 한다.”고 설명함.  



.     

◼ 기대 “핵심참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

진 유발 요인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업무환경을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 대상 군인권센터 활동가 

(※ 단, 소장 및 사무국장은 ‘소진방지’만 참여함.) 

◼ 내용 상담 역량강화 및 소진방지를 위하여 우선 단체 차원에서 2016년 이후 전면 개정

을 하지 못했던 (1) 상담매뉴얼 갱신,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2) 상담 DB 및 업무 DB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개별 활동가 차원에서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3) 자격취득 지원과 

(4) 소진방지 슈퍼비전 및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매뉴얼 개정을 위하여 자문회

의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격취

득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순연되었는데 코로나-19로 애초 계획했던 자격 취득 

과정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식 6 수준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구분 2020 2021 2022 

세부사업 

슈퍼비전 강의 

상담 매뉴얼 갱신 
 

슈퍼비전 강의 

역량강화 자격 취득 

소진방지 워크샵 

 - 감정노동 스트레스 대처 
코로나19로 ‘상담원자격취득’은 2020→2021→2022로 연기 

예산 

(단위: 천원) 

2,000 슈퍼비전 

520 매 뉴 얼 

 

 

2,462 슈퍼비전 

1,000 자격취득 

1,960 소진방지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개인



1)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사업을 실시하면서 신규 채용 2인(간사)을 하였습니다. 

이외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슈퍼비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이론 강의와 함께 실

제 상담 내용을 한 줄 한 줄 검토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슈퍼비전에는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장 이미혜 박사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3차 강좌에서

는 대리외상 및 소진방지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요가(1시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요가는 2020년 4분기 코로나-19 악화로 1회만 실시해 아쉬움이 큽니다. 

실제 자신이 한 상담에 대해 상담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이러

한 점에 주목하여 수강생(활동가)의 자기효능감(GSE)과 자아존중감(SES) 척도를 검사하

였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요약하면 SES는 1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으

며 GSE 변화요인으로는 “슈퍼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색할 수 있었다”고 분

석됩니다. SES 변화가 미미하였던 이유로는 슈퍼비전 교육 자체가 사건정보 파악을 강

조하던 군인권센터의 상담방식과 달라 실무현장과 다소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

니다. 특히, 이번 강좌를 통해 배운 내용이 ‘추가 업무’로서 인식되어 부담감을 느낀 것

으로 보입니다. 이에 마지막 시간은 소진방지와 대리외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다 심도깊은 상담기법 등에 대한 연수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Glasser의 현실치료와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역시 이

번 강좌의 강사로는 한국임파워먼트상담교육연구소장 이미혜 박사를 모셨습니다. 2020

년과 달리 전부 대면 수업으로 이뤄졌으며 이론적이고 학습·훈련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

을 감안, 별도 척도를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 내부 후속작업으로 UN OHCHR(2011)의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Chapter 12 - Trauma and Self-care (HR/P/PT/7/Rev.1, 2011)을 번역하여 대리외상 



및 소진방지에 활용하였습니다.  

구  분 2020 

시  수 7/10 8/5 11/10 12/16 

강의명 

 

강의 

내용 

상담의 이해와 기법 

- 상담과정 

- 상담 구조화 

- (비)지시적 면담법 

- 소극적·반영적 경청 

- 상담 이론 

여성주의상담 사례개념화 

- 상담원3명 사례 분석 

여성주의상담 사례개념화 

- 상담원3명 사례 분석 

대리외상에 대한 이해 

- 소진 

- 이차성 외상스트레스 

- 공감피로 

- 대리외상 치유기제 

  라자요가의 집 

- 힐링 요가 

 

장  소 군인권센터 교육·훈련장 비대면 

 

참고로 인권활동가와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에서 ‘소진(burn-out)’을 경험하는 활동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주 사례이기는 하지만 ‘감시, 소송, 로비, 교육, 질적연구, 

증거수집, 면담, 현장방문, 피해자지원, 의료’ 업무를 하는 활동가 중 89%가 잠재적 

외상사건에 노출되며, 19%는 PTSD, 14%는 주요우울장애가 진단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법률과 의료지원에 종사하는 경우 PTSD 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자신이 돕는 사람이 명확하고 그 성과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오는 자기효능감, 업무범위가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는 명료함 등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 PTSD 위험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업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현재 트라우마 증상에 

집중하는 코핑 방법과 긍정적 미래에 집중하는 코핑 방법 등 스트레스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것이 PTSD 로의 발전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Knuckery, Satterthwaite, & Brown, 2018: 

303-316). 

구  분 2022 

시  수 3/18 7/21 8/16 10/20 

강의명 현실치료의 이해 1 

- 선택이론 

- 현실치료 역사 

- 현실치료 상담하기 

- 사례분석 

- 긍정적 중독 

현실치료의 이해 2 

- 상담환경 가꾸기 

- 욕구, 바램, 지각 탐색 

- 전체 행동탐색과정 

- 내담자 평가 요청 

- 계획가 실행 

여성주의상담의 이해 1 

- 여성폭력 

- 여성주의상담 

- 여성주의 이론가 

- 여성주의상담지침 

- 권력의 수레바퀴 

여성주의상담의 이해 2 

- 상담이론과 인간관 

- 전통 비판과 재구성 

- 길리건, 밀러, 허먼 

-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 성역할, 권력 분석 

장  소 군인권센터 교육·훈련장 

 

  



2)    

군인권센터는 내부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2015년 작성한 상담매뉴얼을 전면 대폭 개정

하는 작업을 2020년도 사업기간 중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2012년 인턴업무매뉴얼과 

2015년 사무국 매뉴얼 등이 있었고, 2016년 2월 18일 ‘아미콜 상담원 가이드라인’(48

쪽)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갱신작업은 이뤄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손을 봐서 총 214쪽 분량의 개정 상담매뉴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미콜 상담 원리와 원칙에서부터 상담일지 작성법, 상담DB 사용법, 정보공개포

털 및 각종 국가 민원 시스템 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이외 군 경험이 없는 상담원의 경우라도 군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집, 군 조직도, 특기 및 계급 등에 대한 설명을 부록에 추가하였

습니다. 끝으로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7년 「군사법원법」, 「군형법」상 개정사항 그리고 폐쇄

된 군병원 현황, 2020년 신설된 「군재해보상법」 내용과 「대체역법」도 담았습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작업에는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이신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이경환 태평양(유) 변호사, 군인권센터 감사이신 정정훈 지담법률회

계세무사무소 대표변호사, 군인권센터 정책위원이신 진범수 미래신경정신과 원장께서 

자문을 맡아 주셨습니다.  

2022년 7월부로 대폭 새로운 군인권보호제도가 다수 도입된 바, 2023년 재차 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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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사업 초기부터 군인권센터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관련 자격증 및 기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강좌 

등의 수강 등이 여의치 않았고, 2021년으로 사업을 순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총 2명의 활동가(간사급)가 이 사업을 통해 상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성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5)을 이수하고, 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 [별표1]).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역량개발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 보건복지부 

   

4)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3차년도를 맞아 활동가 소진방지를 위한 워크샵을 기획, 

7. 11. ~ 13. 3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다수영, 소진방지 강의(3시간), 

맛집투어 등을 즐기고 개별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담 건이 발생하여, 

2일차 늦은 저녁과 3일차 이른 아침에 위기개입을 하였으며 2일차에는 활동가 1명이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에 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  

◼ 기대 “군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기록, 정리, 관리함으

로써 상담의 경향, 특이사항, 변동사항 등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따라감으로써 시의적절

한 대응과 효과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 대상 군인권센터 상담데이터베이스 및 업무관리시스템 

◼ 기간 2020. 6 – 11. / 2021. 4. – 6. / 2022. 3. -12. 

◼ 내용  

군인권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가이드 및 요율산정표를 참고하여 2020. 8. 6. 

~ 11. 30.까지 신규 상담DB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상담DB는 기존 DB를 수정

하여 유지하고 업무DB 에러 등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기존 상담DB가 2016년 운영개시된 

이후 주기적 업데이트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전면 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

해 2020. 4. 8. 기획 회의를 가졌고, 기존 DB개발을 한 재능기부자와 5. 27.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후 9. 17. 개발업체와 중간점검 회의를 가졌으며 10. 27. 통계 기능수정 요구

를 위한 회의, 12. 18. 개발 검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도에는 신규DB 유지·보수 작업을 4. 1. ~ 6. 30.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증 여성기업과 용역을 체결하여 4. 15. ~ 11. 15.까지 

업무(자료·문서)DB 및 상담DB 추가 보수 작업(레이아웃 가독성, 통계추출 기능)을 진행

하였습니다. 역시 개발담당자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 22. 첫 기

획회의를 가졌으며 4. 13. 계약을 위한 협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다만, 8. 1.부로 보안솔루

션 및 Virtual Box 오류 등으로 소스가 망실되어 11. 30.로 작업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

와 더불어 현 홈페이지 각종 기능(검색, 보안, 분류 등) 및 디자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 추진하였으며, 상담DB와의 연동 및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

율적이고 안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예산상 한계로 인하

여 A.I. 활용 및 데이터사이언스의 적용은 이번 용역에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102  

구분 2020 2021 2022 

세부사업 
기획 자문 

상담DB 구축 용역 

DB 유지 및 보수 디지털기능 보완 

(문서DB 등) 

예산 

(단위: 천원) 

19,400 개발비 

3,000 구매비 

2,370 운용비 

 

19,800 개발비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이번 개발을 통해 군인권센터는 DB에 입력된 상담기록 등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DB에서는 교차분석에 매우 큰 제한이 있었으나 이

 
102 예를 들어, 상담일지 입력시 상담원에게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분류를 추천하거나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 기존에 제시했던 대안을 제안한다거나 관련 법률을 참조할 수 있다거나 특정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등을 분석하여 소위 방아쇠 요인을 분석하는 등의 작업. 



제 계급-성별-피해유형 간 회귀분석이나 교차분석으로 상관관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상담별 후속상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군인권센터가 개입한 

지원방법의 결과를 추적하고 국가기관의 대응 양상 또한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내부 정책상 전화상담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취하고 있

지 아니하여 상담 대화에 담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활용은 하지 못했습니다.103  

이외 기존 DB 데이터에 신DB 분류법을 적용하려면 일부 수작업으로 개별 일지내용 검

토가 요구되는 바, 본격적인 통합·안정화는 2023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기존 상담DB 조회화면 

 
신규 상담DB 입력화면 

 
103 특히, 기존DB에서 신DB로 이전(data migration)을 하게 되면서 입력된 정보(value)에서 구 분류 

방식과 신 분류 방식이 충돌해 오류 발생함(예: 기존DB상 최초 입력된 성별 정정 불가나 상담일지 삭

제 불가로 오류 data 존재, 신-구DB 계급 및 신분간 불일치 등등).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 수정

하여야 신규DB 내용과 기존DB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추가 작업이 필요.  



다음은 대표적으로 개선된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0년 개발을 통해 DB의 기본틀을 만들

었으며 2021년 과거 data와의 통합 안정화, 가독성 디자인 수정 등을 거쳐서 2022년 ‘편집’ 

및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문서관리DB 체계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보안문제와 검색, 상담DB와의 연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홈페이

지는 예산상 디자인 요소 개선 및 게시글 상호참조 등 기능은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표 24 전자상담체계 구축 및 디지털기능보완 

항    목 개편 결과 

기    반 ⚫ Drupal 

보안기능 ⚫ 외부보안 접속 차단 유지 

⚫ 비밀번호 외 보안키 등 2차적 보안 강화 (서버, 포탈키 등) 

⚫ 로그인 후 활동로그 기록 

관리기능 ⚫ ID별 권한 세부설정 가능 

⚫ DB 페이지 생성/삭제 가능 

⚫ 항목별 감추기/보이기, 분류 tree 구조 편집 

⚫ Raw data 재분석 가능 

⚫ Raw data 수기 편집 후 등록 가능 

⚫ 예약상담 관리 

상담DB ⚫ 내담자 다수 입력 

⚫ 피/가해자 성별, 국적, 장애 신설 

⚫ 시간순 입력 구조(가독성 고려 일렬정렬 및 reference 기능) 

⚫ 입력 form/ field 펼치기/감추기/더하기/빼기 

DB분석 ⚫ 침해권리, 피해유형 개편 

* 신설, 병합, 분리 기능 (관리용, 권리-유형 matching 기능) 

⚫ 성폭력 사건 분류 신설 

⚫ 피해지원 내용 추적 기능 신설 

⚫ 활동지원 내용 추적 기능 신설 

⚫ 지원결과 추적 기능 신설 

통계/검색 ⚫ 빈도분석 

⚫ 교차분석 

⚫ 유사어 검색(일치도) 

⚫ 상담원별, 상담창구별, 활동별 통계량 

문서DB ⚫ 첨부파일 검색, 분류, 정리 및 관리 

⚫ 공문 등 문서 등록, 정리 (상담참고문서/ 판례, 결정례/ 지침) 

* 종류, 수발신, 처리기간, 제목, 메모 등 

* 문서 유형 분류 

출력기능 ⚫ 인쇄 영역 설정 기능(첨부파일 img 포함 등) 

연동기능 ⚫ 유관 상담일지간 연결 기능 

⚫ 상담일지-문서-첨부파일 연결 

⚫ 홈페이지 게시판, G드라이브-스프레드시트 연동 

⚫ PDF, CVS 형식 반출 기능 
. 



 

  







 

◼ 배경 군인권센터는 언론을 통해 특정 사건을 공론화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돕는 단체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사건 

규명 이후 일상 회복 과정을 지원하게 된 바, 이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나아

가 군인권센터라는 단체 혼자서는 여러 곳에 거주하시는 피해자 분들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바, 유관기관의 협조도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캠페인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온라인 홍보나 유관기관 협력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다만, 홍보 사업에는 <2020 나눔과꿈> 사업 배분금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대체

로 자체 예산 및 인력이 활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군인권센터는 <2020 나눔과꿈> 사업 공모시에는 ‘이동형 상담 버스 운영’ 사업

을 포함하였으나 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삭제되었습니다.) 

◼ 목표 “핵심참여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

해 회복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 인권침해 피해 상담을 받아 일상

을 회복할 수 있다.” 

◼ 대상 군 장병 등 일반 시민(현역 및 예비입영자 위주) 

(단,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회복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포함) 

◼ 기간 2020. 1. 1. ~ 2022. 12. 31.  

◼ 방법  

 

구분 2020 2021 2022 

세부사업 

현장 홍보 

온라인 홍보물 제작 

 

 

언론 및 유관 홍보  

온라인 광고 

정책간담회 

성과발표회 

예산 

(단위: 천원) 

1,000 제작비 

 

 

 

1,160 광고비 

2,245 간담회 

920 발표회 

(단, 위 금액은 배분금 기준이고, 실지출과는 다른 예산임. 위 예산은 최종 수정된 예산임.)  

•병무청 앞 예비입
영자 대상

•홍보물 배포, 입영
상담

•SNS용 웹자보 등
제작

•홍보물 광고 집행

•보도자료 배포

•성과발표회

•정책간담회

•MOU 체결 등



.     

1)    

군인권센터는 창립 초기부터 102보충대 등에서 ‘단체 팜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 등 되

도록 꾸준히 현장에서 군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논산 육

군훈련소에서 가족과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예비

입영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2020 나눔과꿈> 

사업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것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앞 원스탑 지원체계 현장 홍보 캠페인(임세영, 2020) 

 
 

 

2020년 코로나-19 초반, 대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상 대면 캠페인 소식은 뉴시스, 뉴스핌, 더팩트뉴스 등에서 사진기사

로 다루었습니다. 

한편, 2020년에만 실시하였던 길거리 캠페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

다. 평균적으로 거리 예비입영자 중 34%가 군인권센터 활동가의 설명 청취 권유에 응



하였고, 그 중 75%가 팜플렛, SNS 등 지속적 연결 관계 설정에 동의하였습니다. 

표 25 2020년 군인권의식 개선 캠페인 활동 결과 

날짜 활동 시간 접촉 설명 연결 접촉율 연결율 

2020년 4월 21일 10:30 16:00 88 23 18 26% 78% 

2020년 4월 29일 10:40 15:30 75 20 17 27% 85% 

2020년 5월 8일 10:40 13:30 27 11 10 41% 91% 

2020년 5월 22일 10:40 16:30 77 19 15 25% 79% 

2020년 5월 25일 10:40 16:30 55 27 12 49% 44% 

2020년 5월 27일 10:30 16:30 42 18 14 43% 78% 

2020년 5월 29일 10:30 16:20 80 30 28 38% 93% 

2020년 6월 1일 10:40 16:30 48 35 25 73% 71% 

2020년 6월 3일 10:40 16:30 55 17 14 31% 82% 

2020년 6월 5일 10:40 16:30 65 21 17 32% 81% 

2020년 6월 12일 10:40 16:30 64 23 16 36% 70% 

2020년 6월 19일 10:40 16:30 82 18 10 22% 56% 

2020년 6월 23일 10:40 16:30 72 23 14 32% 61% 

2020년 7월 7일 10:40 16:30 88 16 14 18% 88% 

2020년 7월 17일 10:40 16:30 82 19 15 23% 79% 

2020년 10월 23일 10:40 16:30 38 12 8 32% 67% 

 

 
 

2)    

군인권센터는 2020년 4가지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해피로그,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인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 주제는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건강권/징

계절차, 군인권센터 상담 안내 등 4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각 6~8매 사이에서 최근 군인

권 상담사례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관련 핵심적 키워드와 관련 법령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2015년 제작한 이래 계속 사용하

26% 27%

41%

25%

49%
43%

38%

73%

31% 32%
36%

22%

32%

18%
23%

32%

78%
85%

91%

79%

44%

78%

93%

71%

82% 81%

70%

56%
61%

88%

79%

67%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접촉 연결



였던 홍보 리플릿 디자인을 변경하여 <2020 나눔과꿈> 내용을 추가하여 온라인 배포

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홍보도달은 피드 노출을, 홍보참여는 링크 접속, 댓글, 

공유 등 행동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광고비, 광고기간, 참여도, 도달자 수, 성별 

등을 변수로 하여 MS Office Excel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찾진 못했습니다(F-검정이나 p-값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계수가 0에 가까워 무의미함). 

표 26 3개년 온라인 홍보 결과 

구분 게시글 수 홍보도달(A) 홍보참여(B) 효과(B/A) 

2020 50 8012.7 1218.3 16.21 

2021 84 11969.5 1416.8 13.46 

2022 40 8079.6 1013.4 13.82 

전체 58 개 9,361 명 1,222 명 14.62 % 

(단, 2022년은 9월말까지 기준으로 함.) 

 

  

  



 

  

  
  

  



  
 

  

  
  



 

 
 

 
 



나아가 2022년에는 본격적인 핵심참여자 모집 등을 위하여 미리캔버스를 활용 홍보 웹

자보 등을 제작하였으며 역시 SNS 등을 통해 게재하였습니다. 이외 Doodly, Toonly, 

People Builder를 활용, 프로그램 안내 및 군인권센터 소개 영상 등 제작 후 Clova 

Dubbing으로 내레이션을 입혀서 향후 사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마음곁 홍보웹자보 

 

 
마음통 홍보웹자보 

 
마음봄 홍보웹자보 

 
마음닿 홍보웹자보 



 

 
마음결 피해당사자 모집 웹자보 

 
마음결 유가족 모집 웹자보 

 

 
군인권센터 소개 영상(1 분) 

 
원스톱지원체계 소개 영상(3 분) 

 

3)   

군인권센터는 나아가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론홍보를 시작한 것은 2020. 9. 23.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연

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2021. 8. 18.에는 마음결 프로그램의 기초적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범운

영 참여자 등을 모집하는 보도자료를 내어 『연합뉴스』와 『매일경제』가 각 이 보도

자료를 기사로 다룬 바 있습니다.  



 

 

개발 착수 보도자료 

 

 

시범운용 개시 보도자료 

2021. 9. 25. 김미향 기자는 한겨레S ‘커버스토리’를 통해 “예비역 김 병장의 수십년 내

무반 악몽…‘군 PTSD 온다’”라는 제목의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2021 마음결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팀 (한겨레 이정용 선임기자) 

 

기사에서는 “군 생활 도중 나쁜 기억 탓에 제대 뒤에도 장기간 무기력·우울, 피해 인

지 못하거나 방치, 정부 차원 트라우마 치유 지원 없어, 수십년 지나도 ‘내무반 꿈’ 흔

해…“심리 프로그램 보편화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당시 Netflix 드라마 

<D.P.> (연출 한준희/ 출연 정해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 원작 김보통 作《D.P 개



의 날》) 와 함께 연이어 터지는 열악한 군 코로나-19 격리 실태, 부실 병사급식과 군 

성폭력 사망 사건 등 각종 문제가 부각된 후 ‘그 사건 후’를 주목한 기사로서 군인권

센터 마음결 심리상담 상담자들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한편, 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2020년 9월호” 에서도 군인권센터의 

<2020 나눔과꿈> 사업을 아래와 같이 다룬 바 있습니다.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회복 원스톱지원  

군인권침해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사건 종

료 이후에도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겪는다. 

국가나 군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 떠안는다. 이에 군인권센터에서는 

사랑의열매 ‘나눔과 꿈’ 사업의 일환으로 트

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후유증 돌봄을 모두 포괄하는 

원스톱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수행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법률 및 의료지원을 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중증 

트라우마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 조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스

스로 심리적인 아픔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

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1)   MOU  

군인권센터는 2021년 마음결 시범운영 과정에서 꽤 많은 피해당사자와 유가족 분들께

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며, 노환이나 기타 경제활동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 등이 어려운 

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하반기부터 출장상담 등을 진행한 바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제한에 따라 2022년에도 이를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거점 상담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당 상담소 내역

은 이 보고서 ‘1. 마음결 심리상담: 3) 마음결 심리상담 거점 상담소 MOU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2022. 1. 19. 이슬상담소, 1. 25. 뜻밖의상담소, 1. 27. 다시봄심

리치유센터, 3. 2. ㈜모두와 마음쉼상담소, 3. 3. 드림심리상담센터와 반딧불이상담센터와 

최소영심리치료센터, 4. 19. 더카운셀링, 4. 21. 온심리상담센터와 각 MOU를 맺었습니다. 

최대한 각 광역시도에 1곳의 상담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강원도와 제주도 

소재 상담소는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경기북부, 인천시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상태라서 앞으로 많이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외 2020. 5. 20. 녹색병원 등이 개최한 ‘인권치유119’ 네트워크 구축 제안 회의에 참

석하였으며, 2020. 10. 23. 인권치유119 출범 당시 협력단체로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

습니다.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인권치유119는 주관단체 및 협력단체 총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한 ‘MOU 지역 거점 상담소’ 및 ‘통통톡’

과 함께 2023년 이후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참고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사업 추진 관련 자문 

요청’을 한 바, 2022. 9. 20. 군인권센터가 실시하는 마음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외 국방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서도 2022. 10. 마음봄 자조모임 등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 14. 성과발표회 보고서 등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이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3)    

군인권센터는 2021년 마음결 홍보 협조를 각 대학 상담센터(45곳) 및 총학생회(53곳)

에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당시 신설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에도104 홍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명 상담센터 총학생회 

강원대학교 인권센터 기대 

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다:함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공:간 

경기대학교 - 경청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비대위 

경인교대 양성평등센터/상담마음센터 SHIFT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KHU:KEY 

고려대학교(서울) 인권성평등센터 비대위 

고려대학교(세종) - 더 나은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K-ABLE 

국민대학교 상담센터 포인트 

덕성여자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도약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비대위 

동양미래대학교 - 한울타리 

명지대학교(인문) 학생상담센터 배터리(BETTER:WE) 

명지대학교(자연) - RUN 

명지전문대학 - 버디 

배화여자대학교 성평등상담실 가온새라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한결 

상명대학교 학생경력개발처 - 

서강대학교 성평등센터 SIGN 

서경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세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Be:ST 

서울교대 인권센터 크레센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궐위(전학대회)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비대위 

서울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스탠다드 

서일대학교 - 유지경성 

성균관대학교(명륜) 인권센터 Senergy 

 
104  경희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군인권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연세

대 공과대학 학생회, 연세대 문과대학 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포항공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학교명 상담센터 총학생회 

성균관대학교(율전) - Senergy 

성신여자대학교 인권상담소 비대위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비대위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비대위 

숭실대학교 - SSU:TART 

숭의여자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 지성감천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Switch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비대위 

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내일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온(On)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물결 

중앙대학교(서울) 인권센터 오늘 

중앙대학교(안성) - 로드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시원(C-ONE)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CROSS 

한국과학기술원 인권윤리센터 비대위 <ON>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파랑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외대에게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Step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EASY 

한양대학교(서울) 인권센터 비대위 

한양대학교(ERICA) 인권센터 온리원 

한양여자대학교 - 필링 

홍익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All:in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각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군

인권센터 <2020나눔과꿈> 사업 홍보글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이외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에브리타임(성균관대, 홍익대, 중

앙대 등등) 등에도 게시글을 올렸고,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에도 2021. 7. 15.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별도 공식 회신은 없었습니다.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군인권센터와 강훈식, 권

인숙, 박주민, 배진교, 송옥주,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진선미 의원실이105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군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

원’ 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음결, 마음통, 마음봄 프로그램 핵심참여자인 

군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들과 군 유가족 16명, 군 인권에 관심이 있는 기자와 시민 여러

분 등 총 30여 명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현장축사를 진행한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 제외).  

군인권센터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3년이라는 사업 여정을 마무리하며 군 인권침해 피해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분들과 경험한 바를 공유하고, 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책임질 것인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

적 입법과제로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민사회 중심의 군 인권침해 치유·회복 체계 구축과 

보훈제도 개편을 통한 차별없고 실질적인 예우를 하는 보훈 제공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참여자 군 인권침해 유가족 김정숙 님(고 박도진 중위 어머니), 박미숙 님(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안미자 님(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께서 각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발표하셨

습니다. 군 유가족이 나서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과, 진실을 밝히고 순직군인

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경험하시게 되었던 경험 등을 나눠주

시며 군인권센터의 이번 프로그램이 유가족이 모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행사는 재능기부자의 사진 및 ‘원네이션’의 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군 트라우마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 250여 회를, 19명의 순직군인 유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자조모임 시간 10회를, 37명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5천 8백여 만원의 법률

지원금을, 1천여 만 원의 의료·약제비 지원을 제공했던 사업 내용은 행사 다음 날 보도자

료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발표회 행사 소식은 12. 15. 『연합뉴스』, 『매일경제』, 12. 

16. 『오마이뉴스』가 각 보도하였습니다.  

 

 
105 주된 국회 업무 총괄은 송옥주 의원실에서 담당하였음. 







 

.   

무릇 사업을 함에 있어 현실을 진단하여 요구를 추출하고, 전문성에 기반해 알맞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측정 방법을 적절히 고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울

러 이미 실시한 사업 과정을 반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사업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눔과꿈>은 ‘과정평가’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군

인권센터는 3개년 장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단체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과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계획 및 예산 사용 등 과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1) <2020 >    

1차년도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사업연기 및 지장 

초래가 눈에 띱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대면회의 등이 

지연되었고, 당시 초기 진압을 예상하여 사업일 다소 연기하였는데 전 세계적 전파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회의로 전면 전환하는 등 대처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이 

다소 늦었던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일정이 몰려 실무상 애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법률·의료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연초에 모집됨에 따라 2월중 실시하려던 ‘기준 

수립’을 1월 사무국 회의를 통해 잠정 수립하고, 이후 자문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

받는 등 계획보다 빨리 진행된 사업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률지원의 경우, 수사·

기소·재판의 절차 진행이 코로나-19로 지연됨에 따라 예상보다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향

이 있었습니다. 사업 조기 진행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수월히 대응할 수 있었으나, 법률

절차의 지연을 촉진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2차년도의 경우, 1차년도에서 이연된 ‘시범운영’ 사업을 위해 핵심참여자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군 유가족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유선상으로는 

상담의 필요성에 동의하셨더라도 막상 상담이 개시될 즘에는 상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출장비 등을 신설하여 

대응했습니다. 반면 피해당사자는 초과 모집되었습니다. 대신 그 모집 시기가 4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한편, 법률지원의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해자 등이 전역하여 재판관할권이 민간법

원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일부 가해자가 병장 등 전역이 다가온 시점에 

사건화가 이뤄진 경우가 있어서 재판이 다중으로, 전국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생겼

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개시된 사건이 2021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계

속 추적, 후속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외 의료지원비가 1차년도에 많이 불용되어 감액

하여 편성하였으나 ‘심리검사’ 소요가 2차년도에 많이 있어서 심리검사 1회만으로 인당 

예산한도를 다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를 감안하여 3차년도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단,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사실 확인 등의 기초적 사실확

인을 위한 조치로서 취해지기도 함).  



핵심참여자들이 ‘평가’ 회수가 너무 잦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시범운영 특성상 주

기적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등이 이뤄져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3차년도에

는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1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마음결 심리상담의 경우, 사

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초적 단계의 작업이

기도 하고,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에서의 검사는 효과 검증보다는 프로그램 개선

을 위한 목적이 컸던 만큼, 이미 검사를 자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검사 등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감안, 선택으로 두기로 하였고, 일부 필요한 검사만 선별하여 실시했습니다. 

3차년도에는 핵심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핵심참여자 모집에서는 

2년차에 비하여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는데 마음결 상담 이수자가 권유하거나, 마음

통 여행 참여자가 소개하는 등 입소문 효과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참여자 초과모

집이 이뤄져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여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

어, 마음결 상담의 경우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출장비 등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습니

다. 향후 지역에 적절한 거점 상담소나 상담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비대면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되, 첫 만남은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코로

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

나-19 감염으로 지장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타 사회 분과와의 소통에서의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IT업체 등이 비용상 ‘원격작업’을 선

호하였으나 상담 등 민감정보가 외부 반출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IT개발자와 상담원 활동가 사이 사용하는 용

어의 차이에서 그 공통된 이해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담DB 개발을 위해 필요하였기에 이 점에 대해 개발자가 이

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이외 활동가들이 

Drupal, RubyOnRails, Wordpress 등등의 개발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및 시간상 문제로 선개발 후 보수작업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홍보 캠페인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였고, 자격취득 또한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전환해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효과 자체가 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SNS 홍보 등으로 유입된 핵심참여자는 4명임). 이외 언론 홍보는 유관기관에 

관심을 환기하기는 하였으나 핵심참여자 유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TADA 사업종료에 따라 캠페인을 위한 출장 교통비 산출근거 변경 등이 필요하기

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용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단, 현장 캠

페인은 자부담으로 진행). 아울러 유가족 분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여러 시행착오

가 있었습니다. 초기 유선이나 1:1로 문의드렸을 경우, 군인권센터 활동가에 대한 고마

움내지는 미안함 때문에 대체로 군인권센터 의견에 동의하거나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

으로 반응하셨다가도 실제 구체적 프로그램(안)을 제시해 드리면 일부 거절하시거나 내

용의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을 최초 계획할 당시 ‘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책 



및 법률 제정 등을 추구하였는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여 2021년 12월 7일 제

정됨에 따라 법률 입안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후 해당 기관이 

광주에 소재하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고안 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106 

2) <2020 >      

군인권센터는 <나눔과꿈>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도 꾸준히 각종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역량을 길러왔습니다. 107  1년 단위의 사업에서부터 2년 단위 사업까지 진행했습니

다. 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은 처음으로 3개년 연속사업이자 매년 1억 이

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 체계적 사업 확장, 단체 역량 

개발 등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적 측면으로 보자면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이는 NGO에서 부족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을 보완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

다. 

다만, 행정관련 담당자 1인과 심리지원 사업 담당자 1인 등 2명으로 ‘트라우마 치유’라

는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을 해 가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핵심참여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그 속에서도 매우 다양한 요구를 마주하였고, 코

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사업운영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0년 군인권센터는 총 5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변경된 총 금액은 15,420,000원(전체 배분금의 12.56%)이었습니다. 특히, 

 
106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22년 3월 25일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개소, 주민

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복무 중인 또는 제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 등 법률과정과 PTSD 등 심리재활, 일자리 연계, 5개 협력병원에서의 의료비 감면을 제공

하고 있음. 대체로 군인권센터의 사업내용과 유사하나, 법률지원이 ‘진상규명’보다는 국가유공자 신청

에 치우치고, 피해당사자 대상 자조모임도 3회 특강을 ‘멘탈부자’ 주제로 운영하는 등 대체로 구조적 

면보다는 ‘개인적 맥락’에 초점이 있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음. 또한, 서울시는 상담 자격증도 인정하는 

자격 범위가 더 넓음. 이 사업의 “개소 이후 누적 상담건수는 총 96건(6.15. 기준)”임. 이중 법률사건

이 52.1%, 심리재활은 20.8%였음(백종구, 2022). 

107 2009년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군인권카드 제작 및 배포/ 리플릿 및 로고 제작/ 홈페이지 구

축> 사업, 2010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2013년 서울시 <민

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및 군인권 캠페인>, 2015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A: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2018년 열린사회재단 <기금 프로젝트: 군인권센터 10주년 발전 

계획>이 그 대표적 예임. 



1차년도로서 자문위원 김진숙 교수의 조언에 따라 초기 각 세부사업 목표 명료화, 평가 

방식 조정(과제달성평가, 목표달성평가) 등이 이뤄지면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잦았습니다. 참고로 중간현장점검 이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은 필수적인 후속절차

였습니다. 

 1-2차 4/16, 5/29 3차 7/6 4차 8/5 5차 9/28 

변경 

사업 

내용 

1, 2차 자문 피드백에 

따라 성과목표, 평가방

법 개선 

세부사업 축소 및 미예

측 지출을 위한 예산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예산 이연, 사업일정 연

기, 개발예산근거 신설 

중간현장점검에 따라 

단위계획 추가, 개발 예

산근거 분리신설, 집행

이 저조한 사업 축소 

변경 

예산 
1,820,000 2,000,000 

3,600,000 

(*2021년도 이연) 
8,000,000 

이어서 2021년에는 총 3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예산 총액은 5,752,000원

(4.11%)이었습니다. 2021년 중간현장점검 당시 장숙랑 교수의 조언에 따라 홍보사업 등

에 일부 변화(해시태그 활용, 교육 활용, 기존 의료기관 연계 등)를 주었으나 사업 및 

예산변경은 없었습니다. 핵심참여자 모집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예산지출이 하반기

에 몰렸던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사업계획에 큰 변화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1차 3/19 2차 8/24 3차 10/25 

변경 

사업 

내용 

마음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회기 수 증가, 핵심참여자 선발 

기준 변경(보충역 포함) 

사업 진행을 위한 출장비 신설 핵심참여자 초과 모집에 따른 예

산 증액 및 모금회 자문 미실시

에 따른 감액 

변경 

예산 
2,200,000 390,000 3,162,000 

2022년에는 총 3번에 걸쳐서 12,371,000원(7.72%)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중간현

장점검시 권자영 교수의 조언에 따라 성과발표회를 체계화하고 각 사업의 성과와 만족

도 평가 등을 종합하는 이 보고서를 마련하였으나 별도 예산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2021년도 2차년도 사업평가 피드백에 따라 안산온마음센터와 주한 미8군 舊121병원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큰 폭으로 수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핵심참여자가 초과모집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예산변경액이 2차년도보다는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1차 3/4 2차 5/6 3차 9/14 

변경 

사업 

내용 

안산온마음센터 및 미8군 자문

을 바탕으로 사업 신설 및 핵심

참여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회의비 신설 

마음봄 기획회의 결과에 따라 마

음봄, 마음통 사업 규모 변경 및 

모금회 자문을 자체 자문사업으

로 전환 

마음통 기획회의 등 핵심참여자 

증가 및 초과모집에 따라 예산 

증액 및 마음결 출장비 감소에 

따른 감액 

변경 

예산 
5,965,000 2,316,000 4,090,000 



끝으로 <2020 나눔과꿈> 사업에서 예산정책상 특이한 점은 (가) 내부 기안을 통한 예

산수정 허용과108 (나) ‘예비비’ 설정이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군인권센터가 (가)를 

이용하여 예산 등을 변경한 바 없으나, 이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게 

하는 요소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예비비가 0원인 바, 어떤 한 영역에서의 예산 변

경은 연쇄적으로 타 사업 영역에서의 예산 변경을 야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

에 무엇보다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3) <2020 >   

2020년도 예산집행율은 98.6%였으며 의료·약제비 등 의료지원사업에서 74.7%만 집행

된 것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았고, 핵심참여자가 지원을 받은 기간이 20년도 1월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과꿈> 사업을 진행하

며 수행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모여서 자문을 받는 제도

를 도입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자문비에서도 

66.7%만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98.56% 예산집행율을 보였으며 시범운영 사업 중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61.49%의 집행율을 보여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마음

결 심리상담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있지만, 중도중단이 많았던 것의 영향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18회기나 되기 때문에 핵심참여자 미달과 중도중단이 예산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핵심참여자 대상 상담 예산에는 추가상담이 진행될 경우를 고려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잡혀 있었으나 추가상담이 예상만큼은 나오지 않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0월말 기준으로 81.03%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당시 불용액의 대부분

이 ‘성과발표회’와 ‘홍보’ 예산 등이었습니다. 12월 성과발표회 개최 및 SNS 광고 제작 

및 집행에 따라 상당부분 지출되었고, 결과적으로 2022년 최종 예산집행율은 99.97%

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자수입을 성과발표회 다과비에 배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8 단,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은 총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항목 신설은 불가능함. 



.   

이번 <2020 나눔과꿈>은 군인권센터가 장기사업 중에서도 처음으로 3개년에 걸쳐 꾸준히 동

일한 목표를 갖고 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짧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군인권센터는 다음

과 같이, 단체 수준, 시민사회 수준, 국가 수준의 과제를 각 식별하였습니다.  

1)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 자체도 강조했던 가치지

만 군인권센터 역시 3개년 동안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

습니다.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홍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내부적 역량개발 등등이 대

표적입니다. 다만, 이에 더하여 사업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09  

① ‘마음결’, ‘마음통’, ‘마음봄’ 계승·발전 

이번 3년은 군인권센터가 자체적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 구제 경험 경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초기 실수와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성폭력, 구타 등 외상

사건의 유형과 강도를 감안하여, 단순히 해결이 필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서,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박신영, 차성이, 

현명호, 2022). 동시에 현재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피해당사자를 위한 마음

봄 및 마음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 또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핵심참여자 대상을 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도 확대할 여지를 검토하

면 좋을 것입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보면 미리 확보되어 어느 정도 정해진 핵심참여자 

풀에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비교적 느슨하게 진행된 마음통 힐링여행과 마음봄 

자조모임 역시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마련하여 새로운 참여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칙적 활동으로 정규화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 나눔

과꿈> 사업 종료와 함께 예산상 제약사항이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한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세부구성에 있어서 만큼은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다양하게 조사, 검토하여 핵심참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핵심참여자들의 요구와 성향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군

인권센터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심참여자도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어

 
109  가소성(plasticity)과 의존성(dependency)를 가진 인간이 지속적 경험의 재구성, 즉 성장

(growth)이라는 과정적 삶을 살아간다고 정의한 John Dewey의 식견,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에 대한 비판적 이해라는 의식화(conscientizaç ã o)를 통해 인간해방의 교육을 꿈꾼 Paulo Freire의 

통찰, 이성적 윤리에 맥락성과 관계성을 불어넣어 보다 나은 자아와 타인과의 공감의 가치를 배려(몰

입, engrossment)의 윤리로 재확인한 Nel Noddings의 마음을 유념하면서 학습의 선정·전달·확인의 

과학적 접근법을 제시한 Ralph W. Tyler의 방법과 평가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본 Lee Cronbach의 제안을 향후 사업 기획과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 상담 역량 개발이 절실합

니다.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이 점을 많이 보충하고 있으나 그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도 군인권센터의 활동가 역시 심리치유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

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돌봄(trauma-informed 

care)과 인권 기반 활동은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을 형성함으로

써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반자(partner)적 접근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Fallot, 2019: xii; OHCHR, 2011). 

② 안전한 상담 공간 및 절차 마련 

군인권센터는 단순히 핵심참여자의 안전만이 아닌 상담자와 활동가 또한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예로는 2019년 초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상담을 받는 분들께서

는 이와 같은 중증 상태에 계시진 않지만, 가해자가 악의를 갖고 상담지를 찾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군 트라우마 생존자가 2차적 피해

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리적 안전의 확보는 군인권센터가 건물을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완전히 추구되기는 어려우므로 위기시 대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110 이외 아무리 상담자에 의한 문제 발생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담자의 대리외상이나 소진 방지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전 구축 과정에는, 만족도 평가 같은 간단

한 설문을 이용한 방법부터 각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방법 등 다각적

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Harris와 Fallot이 제안한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돌봄에 대한 모형 후속연구에서 모형의 5가지 차원(안전, 신뢰, 선

택, 협동, 역량강화)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신체/정서 안전과 같이 하위차원이 존재할 수 있어서(Hales, Kusmaul, & 

Nochajski, 2017: 323), 이후 활동에서 상담자·활동가·피해당사자가 함께 만들어가

는 돌봄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③ 인권활동의 기록과 분석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활동은 사건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군 인권침해 피해자의 

상태 변화나 유대관계에 대한 활동 기록은 다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탓

인지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방식 또한 주로 언론에 어떤 비위사

실을 ‘폭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우리 언론환경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군인권센

터가 외상 후 성장의 영역까지 나아간 이상 앞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

석함으로써 더 많은 교훈과 통찰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나눔과꿈> 사

 
110  참고로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꾼무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022년 6월 “종사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발행한 바 있음. 



업을 위해 개발된 서식들이 있으나 어떤 지점을 더 주목할 것인지, 더 챙겨야 하는

지 등을 각 군 인권침해 양상과 피해자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이번에 개발된 상담DB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2022년 보완 작업을 통해서 마련한 데이터 입력 폼 ‘생성’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기존 DB와의 가장 큰 차이인데, 사용자가 자

율성을 갖고 DB 자료구조를 편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변화하는 군 인권상황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111 

④ 심리치유와 사건해결 간 관계 설정 

이번 <2020 나눔과꿈> 사업이 군인권센터에게 남긴 가장 큰 고민 지점은 애초 

‘원스탑 지원체계’를 기본틀로 삼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건 해결을 통한 정의 실

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을 담당하

는 주체가 서로 어디까지 분리되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

다. 물론, 인권활동 속 심리학의 적용(피해자와 종사자의 심리를 돌보는 트라우마 

이해 기반 돌봄(trauma-informed care)), 인권접근에 기반한 심리학 실천(APA의 

5가지 Connections Framework 등112 정신의학상 혐오표현 금지), 법과 정책 속 

인권과 심리학 적용(심리적 학대를 범죄화하기 및 특정 권에 실생활 의미 부여(예: 

사생활의 권리가 아동발달에 갖는 의미))이 모두 조화롭게 달성되는 것(Kansra, 

2021)이 이론상 좋겠으나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분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 ‘원

인’이 되는 사건이 규명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대한 도

움까지도 함께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지원이 어려운 경우, 후유증

에 대한 지원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두 과정이 모두 한 곳에서 진

행된다면, 특히 사건해결이 난망하게 되면 심리치유에 대한 신뢰까지도 흔들릴 위

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계속 언급했지만, 군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사건에 대한 

접근없이 병리적 접근을 통한 치유만으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연계협력 체계(느슨한 관계)가 있습니

다. 단기적 미래에는 현재 구축한 MOU 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늘리면서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연구·정책 허브로서 

군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할 필요성 또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권리주체로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사건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111 즉, 현재 개발된 상담DB에서는 종합적 ‘활동결과’의 긍/부정 평가를 사건해결 여부에 따라 판단하

지만 향후에는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자료 또한 이어서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2 Mills, K. I. (2021). “APA adopts resolution committing to human rights framework”. (3/8).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2021/03/human-rights-framework 참고.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2021/03/human-rights-framework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마음통 힐링여행 핵심참여자께서 언급하였듯이 법률이

나 의료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위기나 문제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는 방식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도구가 없다면 피해자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군인권센터와 상담하는 경우에는 법률 및 행정절

차에 대한 안내 또한 함께 병행하면서 피해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군 인권침해 및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안타깝게 재발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

안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

던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등을 자조적 성격을 띈 사업으로 변형하는 것이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⑤ 피해자, (유)가족, 활동가, 상담자, 기타 지원자 간 관계 설정 

인권활동이란 것도 결국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로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인권센터의 업무 영역이 

특정한 ‘기한’을 두고 이루어졌고, 그 맺고 끊음 또한 비교적 객관적 지표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즉, 사건의 진상규명이란 기한을 두고, 그 법적 소송 결과의 유불리

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나눔과꿈>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인 ‘외상 

후 성장’은 일면 개개의 군 인권침해 생존자들과 거의 평생에 걸친 관계를 사업을 

통해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막 10년을 지난 군인권센터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안산온마음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단체나 해외 군 유가

족 단체 사례를 종합하여 긍정적 모범사례를 탐색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각 이해관계자가 서로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점과 배려할 내용을 

규명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3개년 동안 이용신청서, 동의서, 워크샵 등

등의 형식을 통해 이를 일부분 실행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변호인이나 의료인에

게 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핵심참여자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 

절차의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자와 가

족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당사자에게 가족과 적절히 소통할 

것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물어주실 것

을 요청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성인이고 성폭력이나 기타 범죄 피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알리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

자를 존엄한 권리주체로서 대우하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활동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주의 문화 탓에 부모님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그러므로 지원 초기 단계에서 이를 자세히 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113  

 
113 군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상담 전화를 녹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선으로 전

달하는 경우,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군인을 상대로 한 혹은 군 경험에 관한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간 

평등한 관계 설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14 이는 특히나 엄격한 계급

사회에 놓여 있는 내담자가 권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상담의 기본원리상 내담자를 의도적으로 억압하지는 않겠지

만 ‘전문가’는 원치 않더라도 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것입

니다. 앞서 ‘(2) 참여자 특성 분석’에서 자신이 겪은 외상사건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PTSD 환자들에게서 관찰된다는 내용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청’에 있어서 상담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며, 핵심참여자가 

상담의 방식과 속도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활동가가 주기적으

로 상담자와 별도로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환대’

라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만남 태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많고 위축되어 

있고 2차적 피해를 우려하는 내담자들과 라포를 쌓기 위한 경청과 환대가 프로그

램 기획단계와 안내, 일정조율, 본 상담, 추수상담 등 전반에 걸쳐서 녹아나게 꾸준

히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런 과정이 상담자에 대한 군인권센

터의 검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담자에게도 별도 만족도 설문과정이 진행된

다는 점을 양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상담자 역시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함께 공유되는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덧붙여 젠더권력에 대한 이해나 인권침해 유형과 건강상 성차(性差)에 대

한 연구도 놓치지 말고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115 

끝으로 특정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돕는 단체나 기관이 외상 후유증의 치료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모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정보

제공, 사건해결, 심리치유까지 물 흐르듯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건

해결이 가장 중요한 군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와 가족으로서는 진실규명이라는 선

결과제를 돕지 못하는 단체와 신뢰를 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회복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이고, 그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치유까지 함께하

는 것은 인권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외상사건의 반복적 회상을 피하는 

의미에서 1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필요하

 
114  “PTSD가 발현하는 생존자는 방어적이고 … 그들의 경험에 따른 결과로서 … 신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행위자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은 권위적 지위에 있는 누구도 믿기를 매우 꺼려

할 수 있다. …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할 수” 있음(OHCHR, 2011: 8). 

115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 110명의 트라우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복합 트라우마의 

경우 남성이 상대적으로 침습, 자기조직, 정체감, 이념/의미, 인지 및 관계상 어려움에 관한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보다 범죄 등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더 취약

한 것으로 보임(Sø egaard, E., Kan, Z., Koirala, R., Hauff, E., Thapa, S.. 2021: 1, 9). 한편, 프랑스 군

인(남-1,268; 여-232)의 군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 성폭력 트라우마에 더 빈번히 노출

되고, 남성보다 더 많이 정신건강 증상을 호소하며, 빈번한 성희롱에 노출된 경우에도 여성이 우울증상

을 보일 확률이 더 높아 여성의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예방조치 필요성을 지적함(Moreau, C., 

Duron, S., Bedretdinova, D., Bohet, A., Panjo, H., Bajos, N., & Meynard, J., 2022: 1, 9). 



다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116 그래서 더더욱 적절한 제도 

교육과 진정성 있는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불충분하게 해결되었

거나 정의의 구현이 유예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우가 부당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민주적 가치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

함, 분노, 좌절에 휩싸여서 소진되기 보다 더 나은 제도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⑥ 연대의 가치에 기초한 군 인권활동 

군은 오래된 조직인 만큼, 또 그 오랜 세월 민주적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만

큼,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사실 한 사회의 부정의를 경험한 개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눈을 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정서적으로도 자신의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시야를 넓

히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인권침해 피해자를 개별 범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나쁠 경우 한 조직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

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분야와는 달리 군대는 제도적 개선이 대단히 느렸고, 

여전히 상당한 비합리적 반발로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117  

김형남(2022)은 『군, 인권열외』에서 군에서 이런 악폐습이 유지되는 이유를 두고, 

부품처럼 비인간적으로 처우받는 것에118 저항하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 차별과 멸시

에 대한 침묵을 익혀서 나오는 구조가 국가의 묵인, 방조 하에 공고화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구성원이 이런 조직을 첫 공식적 사

회 생활로서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더구나 최근 연구를 참고

하면 징병제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면 당연한 

말이지만,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안입니다.119 이에 더해 앞서 언급한 대로 외상

 
116 특히 군 인권침해 피해의 책임자는 가해자 뿐 아니라 정부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군 인권

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다만, 인

권침해 특성상 비형사범죄인 경우도 포괄될 수 있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같이 협소한 테두리

로 가두지 않아야 함. 따라서 더더욱 시민사회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적극 활용되어야 함. 

117 자해 사망자의 순직 인정 법률개정 당시 일부 의원은 ‘순직’이라는 단어가 숭고하니 아무에게나 붙

여줄 수 없다며 반발, 국방부는 전투조직에서의 자살은 ‘전력손실’이라고 비난함(김형남, 2022: 87-89). 

118  “군 복무중인 사병은 국민이 아닌 ‘군용물’로 취급되었고,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병들의 사망은 군 

전력 손실로 처리”(박주상, 권영복, 2011; 이형숙, 2020: 2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소위 자해시도를 처

벌하려는 시도도 있었음(서지영, 2015; 양시창, 2015). 

119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에서 징병제(추첨)를 경험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용에서 

5.4%p 인색하고(징집부적격 집단 평균에 상대적으로 7.3% 낮음), 3.5%p (5.5%) 더 보수적이며, 4.4%p 

(9.6%) 더 폭력에 우호적이고, 쿠데타를 수용하는 것(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18.3%p (280%) 높고, 

무기소지권에 14.6%(90%) 더 찬동하고, 징병제 유지에 17% (39%) 더 찬성함(Navajas, Villalba, Rossi, 

& Vazquez, 2022). 이 연구는 기존 징병제 등 군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범죄, 노동시

장, 성차별 등등)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함: Amelia Gibbons, M., & Rossi, M. A. (2022). 



사건의 피해를 적절히 치유받지 못한 경우, 타 사회 집단에 대해 적대적으로도 변

하여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Zehr, 2008: 11).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징병대상 집단에게 ‘희생’

은 되지 못할 망정 ‘손해’로 다가오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단지 목숨이 위험한 

일을 맡아서, 민간사회에서의 자유를 2년 간 제한당해서, 복무 중이나 전역 후 경제

적 혜택이 없어서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

니다. 그런 겉치레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보여주기식’에 넘어가 보다 깊은 성찰을 

놔 버리면 우리 병역과 국방 제도가 가진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

다.120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군대는 ‘정상’과 ‘비정상’을 국가 공권력이 

나누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지 ‘미필’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정상

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필 속에서도 ‘진짜 남자’가 된 사람과, 그

렇지 못한 2등 시민으로 분리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함에도 끊임없이 도태됩니다

(오동석, 2021: 102-104; 김형남, 2022: 31-40).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낙오라는 공포와 

“군대 가야 사람된다”는 식의 ‘진짜 사나이’를 향한 유인책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군은 계급에 따른 차이만 121  아니라 출신, 성별, 배경까지도 차별합니다. 즉, 

그 피라미드형 위계 맨 아래에 있는 병사 혹은 명목상 중간에 있는 하사나 소위 등 

단기복무자들은 사실상 맨 위 고위직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의 위

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을 바

라는 개인의 열망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그 인간대접이란 것도 그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 적어도 사회 일반적 수준과 맞게, 부당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122  최소한의 수준이란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점입니다. 그 최소한도 보장받지 

 

Military Conscription, Sexist Attitude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Economica, 89 (355), 540–

563.; Albaek, K., Sø ren L., Le Maire, D., & Tranæ s, T. (2017). “Does Peacetime Military Service 

Affect Crim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9, 512–540.; Siminski, P., Simon, V., & Paull, 

A. (2016). “Does the Military Turn Men into Criminals? New Evidence from Australia’s 

Conscription Lotte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9, 197–218.등 참고. 

120  단적인 예로, 휴대전화도 쓰고 평일 외출도 되는 군대는 ‘군캉스’라는 식으로만 치부하면 군이 가

진 문제를 발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또한 논의될 수 없음. 

121  그 마저도 그 차이가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음. 사실 통신의 자유를 가진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개별 군 지휘관이 ‘허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며 간부와 병 사이 두발의 차이는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없음에도 존속되고 있음(참고.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

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21직권0000100·0진정0623000·1진정0180500·1진정0336800·21진정

0742400(병합)). 한편, 군 지휘관에 대한 전근대적인 ‘왕 대접’이나 공관병 등 ‘사노비’에 가까운 병역

의 파행적 운영은 김형남(2022: 163-174) 참고. 

122 간부와 병 구도에서는 간부와 병 모두 군인이라는 점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자유나 권리를 제약

받지 않는 것, 간부 사이에서는 혼인 여부나 나이,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 같은 병사 안에

서는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는 것, 군인들 전체로 보면 복무와 무관한 질환이나 



못한 채 권리를 침해받고 다치고 끝내 숨지게 되는 생명이 있다는 현실에 군인권센

터는 제복입은 시민의 자유, 평등, 연대를 위해 계속 정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3개년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군인권센터가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 평

등을 위한 투쟁이 연대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즉, 입대하면서 자유와 책임 모두를 박탈당한 시민은 

비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 비인간이 조금이라도 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자 타인

을 배척하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로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결정[할] 권리

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실감”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강하고 

싶은 강한 본능적 욕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뭔가를 통제하고 인간이 되고 싶

은 욕구”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장미혜, 2021: 7-8에서 재인용). 군인

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은 오로지 징병대상군인 청년 남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어야 합니다.  

가장 슬프고 화가 나는 점은, 이렇게 괄시받다 정작 다치거나 죽게 되면 국가가 ‘나

몰라라’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지는 점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적’을 비교하고 다투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유가족 들은 “현충원 또는 군

추모공원에 영현을 모시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많은 

유가족들이 이 과정을 투쟁 및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었습니다(최기

홍 외, 2020: 57) 이런 구조속에서 비인간성이 발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기한 일

일 것입니다. 가장 최후의 순간 나와 내 가족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존재가,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버리고 무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면 우리 사

회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신의 영달을 위한 각자도생 뿐입니다. 바로 2022년 윤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소송과 여러 군 인권침해 사건의 국가배상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남기는 씁쓸한 뒷맛입니다. 123  여기에 

 

기타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등등. 

123 실제로 zum.com이 제공하는 ‘실시간 반응’을 통해 “윤일병”을 검색하였을 때(2022.11.06. 23:20), 

다음과 같은 글들이 검색됨(다소 거친 표현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색결과를 그대로 제시함). 

 디시인사이드 3일전 “이태원 죽음이 안타까운건 맞는데 오바 X나함” 

산업재해로 죽는 남자 군대에서 뒤지거나 반X신 되서 제대 하는 군인들 다수 지금도 윤일병 사건 국가 책임 없

다 판결 뜨고 광성 매몰 2명 관심 조차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 4일전 “[잡담] 윤일병 사건 결국 유족 패소로 결론났네;;”  

아니 X발 부를땐 국가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취급 오지네 그러면서 애국심 강요는 X나 해요. 그리고 박XX 개X꺄 

이중배상금지법을 왜 쳐 만들어서 군인들 개취급 받게 만든겨? 

 보배드림 5일전 “윤일병 국가손배소 최종”  

할로윈파티사는 순직. 가혹행위폭행사는 개죽음? X발X같네 

 디시인사이드 5일전 “X발X발 윤일병 사건 결과”  

심지어 결과 나온게 10월초였음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의 손해배상은 못 들어주는데 이태원에서 파티 즐기다 죽

은 사람들 손해배상은 왜 이리 좋X가함? 심지어 국가유공자도 사건 일어나고... 

 개드립닷넷 5일전 “윤일병 사건 판결 근황”  



그런 사회를 운영하는 권력층, 그 수혜를 입은 지식인, 기술자, 각종 면허 소지자 

등은 이 경쟁을 우회하거나 면제받는, 사실상 법공학적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근원

적으로 모순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현행 징병제와 그에 기반한 우리나라 국방제도가 제복입은 시민의 존엄을 제

대로 담지하지 못한다는 본질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복입은 

시민들이 애초 자신이 병역을 이행함을 통해 수호하고자 했던 다른 시민들과의 연

대의 정신은 소멸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현실 앞에서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들

을 조력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 또한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124 일부 개별적 사건에서 전래 없는 성과를 이어오며 많은 성원을 받

았으나 2년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징병제의 특성상 시민연대를125  확고히 되살리지

는 못했습니다. 이에 좀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2020 나눔과꿈> 사업의 계승·발전에 있어서 군인권센터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마

주한 부정의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유지되었고, 왜 사라지지 않는지

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더욱 더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은 2022년 신규 

모집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3개년 장기 사업, 비교적 수월한 행정처리, 자율적 

사업 운영과 주기적 자문 제공 등 이제까지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발판으로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

눔과꿈>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만 향후 더 좋은 파급력을 만들어 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음 제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가해병사 이 씨만 유족에게 4억원 배상하는걸로 끝났다고 함 몇 달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책임이 없는걸로 종결되... 

 디시인사이드 5일전 “이 와중 윤일병 사건 판결”  

전쟁나면 럭키 러시아2임 우리도 

 인벤 5일전 “사람목숨이 다 동등하게 가치있진 않지~”  

나는 국가유공자나 윤일병같은 분들이 150명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해 왜 150명이냐고? 알빠노 

 디시인사이드 6일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필이나 할 X소리지 ㅋㅋㅋ”  

윤 일병 사태 때 방관하고 눈 감아주고 모르쇠 하던 하사 ㅋㅋㅋ 병사들이 윤 일병 진짜 죽일 줄 몰랐어요 하고 

런 했는데 ㅋㅋㅋ 직접 죽이라 한 것도 아닌데 금마는 왜 징역 왜 갔노? ㅋㅋㅋ 

124  2012년 전 군 훈련병 뇌수막염 예방접종, 2013년 의무경찰 영창집행 모라토리움, 2017년 공관병 

폐지, 2019년 위수령 폐지 및 휴대전화 사용, 2021년 ‘영창’ 위헌 결정, 2022년 군형법 제92조의6 무죄 

판결 등등. 

125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① 인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금까지 인권활동 등 공익활동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은 다소 편협한 감이 있습

니다. 정파적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차원으로 소위 ‘좋은 일’

이라고 뭉뚱그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군인권센터의 활동은 군대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단체로 오인 받기도 했으며126  언론에 사건을 공론화는 모습으로 시민

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점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인권적 가치 실현에 헌신하는 것

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병행하여, 군 인권침해 생존자의 일상을 돌보는 

기능을 확충한다면 단순히 공익활동이 어떤 ‘공익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종의 사회 부조리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시민들이 연대하여 

돕는다는 것은, 마을단위나 가족단위로 마음을 나누던 상부상조가 숫자와 활자로 

대체된 현대사회에서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와 인권 옹호는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접근은 인

간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를 제공하며, 인권 접근은 인간 고통을 예방하고 구원하는 

도덕적 명령을 제정합니다(Butler, & Critelli, 2019: 42). 이 둘을 함께 취하여 총체

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트라우마가 가진 역사적이고 사회·정치적 차

원을 복구해 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Kistener, 2015; Butler, & 

Critelli, 2019: 43에서 재인용). 나아가 통합적 접근은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하며 

피해자를 단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창조적 의지를 가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권리주체로서 위치하게 합니다(Donnelly, 2013; Butler, & Critelli, 2019: 44에

서 재인용). 연대의 권리·의무를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부담자(국가)에게 책

무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utler, & 

Critelli, 2019: 44). 

이때, 연대의 본질적 성격상 구체적 활동은 개별 단체나 기관이 도맡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주도의 하향식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보다는 상향식으로, 시민사회 공동체가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계속해서 만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

다. 군인권센터가 2020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인권치유119’는 분명 그 좋은 예시

일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

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이나 법적 보호를 포함

하여, 일례로 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체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 불가피할 

텐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단체가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보안기

술이나 협력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정해 나가는 노력 또한 사회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상호 활동 영역에 대한 

 
126 만약 정부단체가 이 정도로 정부를 비판할 수만 있다면 매우 민주적인 국가일 것임.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언론, 기업,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인권감수성을 습득하는 거시적 차원부터, 법률대리인이나 의료인이 인권

침해 사건의 해결 국면에서 갖출 자세와 지식, 피해당사자나 가족이 인권침해 사건

과 그것을 야기한 사회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미시적 차원까지를 포괄합니다. 이에 

더불어 공익사업 자체에 더하여 네트워킹을 위한 별도의 사업도 꾸준히 촉진되어

야 합니다. 127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개별 단체의 사업에서 실천·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② 거버넌스 기반의 군 트라우마 예방·치유 체계 

군인권센터 기획 <2020 나눔과꿈> 핵심참여자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검토하면 

2020년대에도 여전히 고질적인 구타, 가혹행위 등 물리적 위해를 직접 가하는 인

권침해 문제와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비물리적 가해행위

를 통한 인권침해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는 이런 군

대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민군 

협력적 접근과 그에 연관된 사람들 또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 핵심적 역할은 위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맡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군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있어서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을 고려,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주문한 바 있고(김용주 외. 

2018: 111), 2020년 이뤄진 군 유가족 대상 연구(최기홍 외, 2020: 33)도 국가보훈

처의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국가 기관에 대한 분노감이나 불신, 적대감이 높아 

심리적 개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적하였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역시 ‘폐쇄적이고 위계적’ 군 조직 하에서 피해

자가 권리구제 요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승장래, 2014: 140에서 

재인용), 따라서 “군 의료시스템, 군 전문상담관, 민간지원단체가 유기적으로 대응

하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ibid.).128  

군 트라우마가 애초부터 없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일 것입니다. 다만, 어떤 외

상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이든 사고이든, 그 생존자에게 합당한 진실을 

알려주고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한 전

제조건으로 군 사법체계를 통한 정의 실현,129 군 의료체계를 통한 건강 치료 등이

 
127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경제, 건강, 재충전, 주택, 문화 사업을 포함해 사랑의열매가 마

련한 ‘나눔과꿈’ 홈페이지 및 유관단체 합동 자문(단,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만 실시), 서울시의 

서울NPO지원센터 교류 사업이나 제주인권포럼(옛 제주인권회의) 등등. 

128 관련해서 해외 사례(스웨덴, 벨기에)는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2019)의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시스템 연구(국외댄기훈련, 부처간협업과정)”을 참고할 것. 

129 대표적으로 비군사범죄의 민간법원 이양 및 군법무관과 군사법경찰관 등의 신분상 독립성 보장 등. 

이상의 내용은 강태경, 최영신, 송윤진, 임태훈, 김형남, 조규석 (202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

량 종합평가 연구 3: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고.  



130 잘 보장되어야 합니다. 병사에 치중되어 있는 자살예방 정책은 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박영길, 2021). 또한,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것에 불

이익한 처우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박찬빈, 박지연, 2020).131 나아가 군에서 실시

중인 각종 고충처리 체계가 내실있게 돌아가야 합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성고

충상담관 등에 대한 질적 관리와 더불어 주기적 슈퍼비전과 소진방지 등이 이뤄져

야 합니다.132 이들의 신분상 독립성과 상담의 비밀보장 또한 실질적으로 실현되어

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병사와 관리자급 간부가 자유롭

게 이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133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민주주의 가치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는 그 본질상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나 불화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권력차에서 연원하게 됩니다. 따

라서 제도화된 보호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또 어

긋났을 때 시민사회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 실패에 대한 연

대는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나아가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필요

한 일입니다. 이상의 당위적 논거 외에도 실제 PTSD를 유병하고 있는 인권침해 생

존자들은 방어적이고 의심이 많아지게 되며 특히 국가행위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권위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130 대표적으로 전방 군병원 민간 개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적시 군/민 선택 진료 보장, 만성 질환

자의 진료권 보장 및 건강권 교육 강화 등. 이상은 김대희 외 (2021) 참고. 

131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서 “’지휘관이 나를 다르게 대할 것’,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약

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과 같은 불안”이 관찰됨.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는 예방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지원, 접근용이성 개선에 관하여 이정은 (2022). 군 정신건강지원 정

책 발전방안 제언: 해외군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논단 제1880호(22-1). 한국국방연구원; 심리학 서비스

와 정신건강 지원에서 학제적 접근 채택, 전문 심리학자의 주관, 연구와 개발 및 직접적 근거 수집에 

관해서는 문채봉, 박찬빈(2018). 외국 군 심리지원 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국방논단 제1736호(18-35). 

한국국방연구원. 참고. 혹은 미국 RAND 연구소의 2014년 “Mental Health Stigma in the Military”와 

2020년 “Improving Behavioral Health Care for US Army Personnel” 참고. 

132  일과건강,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 및 송옥주, 이은주 국회의원이 

2022.08.29. 공동주최한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

회>에 따르면, 소방관의 3배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5명 중 1명이 PTSD를 경험(정소희, 2022). 

133 2020년 4월 Vanessa Guillé n 육군상병이 동료 Aaron Robison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Biden 대통령 명령에 따라 90일간 활동한 독립위원회(U.S. Independent Review 

Commission on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이라고 함은 단순히 

신고전화 번호를 알리거나 폭력예방 구호를 제창하는 차원의 활동이 아님. 예방은 환경 및 인적인 폭

력 취약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 기존 예방책은 지나치게 개인화돼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지 못함. 따라서 장병간 학대를 봐주는 유해한 문화나 신뢰 부재, 개별 장병의 트

라우마 요소 등을 망라한 정책으로 ‘모든 혐오 퇴치’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함(2021: 9-10, 14, 27-28). 



자신의 정보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OHCHR, 

2011: 8). 이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국제법상 보장되는 당연한 회복에 대한 권

리로서 자신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대한 각계의 지원 역시 이러한 활동까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접근, 보다 안전한 공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

지기 위해서 기존의 관습적인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사회의 활

동이 전문적인 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도 커리어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인식을 재고하

여야 합니다. 기부나 후원 등 공익활동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기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맥락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척도 개발과 보급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질적평가와 양적평가 모

두에서 필요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그 효과의 발현 

시기는 매우 장기적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사회 

공익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가를 견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점은 견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시민의 의지와 역량은 시민사회

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운영상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

침과 여건 보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실제로 옹호활동과 치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안정화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

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을 후원하는 기관/단체는 소진방지, 차별금지, 역

량강화 등에 대한 투자가 사업과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134 후원기관 역

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후원기관의 담당자 역시 ‘전문영역’

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행자와 후원자 간의 라포 그리고 후원

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번 <2020 나눔과

꿈> 사업과 같이 후원자가 수행자에게 사업진행 중간에 형성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사업준비 과정에서부터 멘토링이 제공되는 

것 또한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 및 후원기관의 이해도 함양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

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선정이 되지 못한 기관도 일정 정도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군 인권침해 생존자의 인권기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원스톱지원 체계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UN「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134  참고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처(DRL)가 진행하는 ‘전 지구적 평등 기금(Global Equality 

Fund)’ 사업의 경우 “조직 발전 및 역량(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Capacity)”을 사업계

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사업 실무자와 직접 수혜자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보장할 것이 

포함됨(U.S. Department of State, 2021). 한편, 인권재단 사람(n.d.)은 2020년과 2021년 Google 및 

OSF 기금 등을 통해 인건비, 임대료를 지원하며 회계 역량 및 홍보·모금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함.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135 이때 그 당사자와 국가 간 긴장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국가가 트라우마 치유 등 회복과정 모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

습니다. 즉, UN 총회 결의안 제40/34호와 제60/147호가 정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군 인권침해 피해자 등을 위하여 진상규명, 정의실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활동 

및 재정 지원, 피해자·활동가·상담자의 권리 및 안전 보장, 연구와 기록 관리 등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활동과 지원 방

식 법제화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UN「인권옹호자선언」의 원리와 정신을 적극 존중해야 하며, 지위 보

장 및 안전 확보, 소진방지 및 군의 협조 체계(부대방문 등)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나아가 실무 차원에서 따져보면 당사자에게 향후 절차를 안내하며 건

강상 유의점을 설명하고, 기초적 심리검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진술’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회복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2차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진술 전에 심리 안정화를 실시하거나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며 건

강을 추적·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Meffert, S., Shome, Sh., Neylan, T., 

Musalo, K., Fineberg, H., cooke, M., Volberding, P., & Goosby, E., 2016: 4). 물

론, 검사지 개발 및 인권침해 유형과 건강상 피해 등의 관계 연구,136 법률가 및 활

동가의 정신건강 이해, 의료진 및 상담자의 인권 감수성 확충, 각 단계와 협력 과

정에서의 비밀보장 및 계약 등 법적 안전망 구비와 표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3) ·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국가인권위원회법」및「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통한 인권침해 생존자 지원 다면화 

법률 구조나 자구, 체계 등에 대한 법공학적 고려가 있어야 하겠으나 현행 범죄피

해자 보호 제도나 공익신고자 보호 등은 충분히 인권침해 생존자의 치유·회복을 온

전히 지원하기에는 조건도 까다롭고 제약이 많아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

죄피해자라고 함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원 

대상이 되기 자체가 까다롭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상 고문죄가 존재하지 않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적받고 있음). 이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체계

의 결함은 역으로 범죄자나 피의자 인권에 대한 ‘과잉보호’ 논란을 촉발하는 배경

 
135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고문감시기구 설치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가입하지 않고 있음. 신속한 비

준 등 가입이 필요함. 

136 예를 들어, 김대근(2019: 72)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피해 외상 후 3개우러 내 개입이 이뤄질 경우 

PTSD 진단율이 떨어지고 증상 악화 역시 낮아짐. 



이 되곤 합니다. 

한편, 이와 달리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으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지원 내용이 범죄피해자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즉, 

현재는 공익신고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추가 발생해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신고자’

의 비밀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는 누락되어 있는 허점이 있고,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진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국가인권위원회 특성상 피해구제

를 ‘사건’에 중심을 두고 바라봄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다는 보호 대상

자 범위가 넓지만 외상사건 후 회복, 성장, 치유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침해와 같은 구조적 외상사건으로 발생한 복합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부담을 느낄 순 있습니다. 그렇

다고 이를 무작정 모두 개인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UN 총회 결의안 제40/34호와 제60/147호가 인정한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

무이므로 UNCTAD 57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전환된 우리나라가 더는 외

면해서는 안 될 책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 전 과정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

넌스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거버넌스 

개념 도입 확장 및 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화홰와 진상규명 상설화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이 무한함에도 아직 제대로 된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차 외상을 경험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제3의 갈등 구조를 촉발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그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강한 불신

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자면 우선 

설립목적을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

원함”에서 보다 확장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기능이 타 상설기구에 흡수되거나 해당 독립기

구가 상설화되어 진실·화해·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

다. 혹은 적어도 2014년 윤일병이 사망한 후 2015년 국회에서 여야가 도입을 결의

한 이래 2022년 7월 비로소 도입된 군인권보호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

권침해라는 외상사건의 특성상, 특히 국가폭력의 특성상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려면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과 사건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유가

족의 경우 새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특성도 있으므로 트라우마 예방 및 치유를 

하려면 사건해결 단계부터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피해자중심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제3자적 위치에서 화해

와 진상규명을 다뤄야 하는 만큼 피해당사자와 가족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이때, 이는 책임당사자이기도 한 기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이익이나 

희망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진상규명 지원을 포함함)을 실시하는 시민사회를 포용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그 방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같이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의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범위가 ‘범죄’로 제한되는 바,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

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에 의하여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항을 해당 기금법에서 인정하거나 별도 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

다.137 다만, 이 경우라도 여전히 사후적이라서 현행 제도 하의 범죄피해에 비해서

는 치우와 회복 지원의 개입 시점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가 3개년 사업을 통해 확인하였듯, 군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거

주지는 전국에 걸쳐 있으며, 일부 피해당사자들은 해외 유학 등을 준비하는 만큼 

사실상 전 세계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장기적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소요가 군 유가족에게 특히나 더 크고 

장기간 나타나는 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광주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

터’를 1곳 건설해서는 이렇게 산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한계를 극

복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훈처 등에 연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는 다시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진 피해자에게 별로 좋은 접근법이 아니거니와 트

라우마 치유 법제보다 손대기 어려울, 국가보훈의 근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비

순직자,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으로 나뉘며 차별받는 경험이 트라우마 치유에서 이

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보훈처가 취한 민간 상담소와의 MOU 등을 통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신 이 역시 정신건강

의학적 접근이 가진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해결에 대한 연계가 어떤 식으로든 갖춰

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하여 법률상 수혜자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군 의문사 및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역 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가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137 사실 이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의 정신과 UN고문기금(UNVFVT)을 고려할 때, 각종 인권침해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대우로 보고, 

UN 권고에 따라 고문을 형사범죄로 명문화하는 방법을 통해 조속한 구현이 가능하다 사료됨. 



가에 따라서 국가폭력을 달리 정의할 수 있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인권침해가 국방의 의무(병역) 수행 중 발생하였고, 국가가 병역 이행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해야 할 의무(「헌법」 제39조제2항)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

을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을 해야 한다면 트라우마의 발생에 국가책임

을 나누는 것일 텐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을 이행중인 자의 경우 국가책임은 

무한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병역의무 이행자 사이에서는 사실상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헌법」, 「국가배상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

상자법」,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개정 등 비차별적 보훈으로 재정립 

현행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순직’과 ‘보훈’ 판단이 단절되어 

상호 불일치되는 상태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에 기초하

고 있으며, 보훈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즉, 보

훈제도의 기본 이념을 재검토해서 전체 체계를 그에 맞게, 국가 입맛대로가 아니라, 

공상·순직자가 다른 동료 시민을 위해 남긴 헌신을 기리도록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보훈법제는 지나치게 국가주의 요소가 강합니다. 실질적 예우 

보다는 ‘등급’ 부여권을 가진 국가를 정점으로 유공자를 서열화하고 있는 것이 문

제입니다.138 개별 시민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공적 크기를 가늠하고자 한다

면 그것은 「상훈법」을 통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법제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적 요구사항에 따

라 현행 법률이 천명하는 대로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숭고한 정

신을 선양(宣揚)”하여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훈을 받는 사람에게도 등급에 따른 

차별감을 주고, ‘장애등급제’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정작 실제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

습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경우 국가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헌법상 생명권이 박탈

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죽음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에

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

익신고자등’ 개념 참고)에게도 보훈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죽음을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굳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자를 나누는 만행을 멈춰야 합니다. 앞선 이재승(2020)의 연구에

서와 같이 미국처럼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추정하고, 독일과 같이 순직자가 아니더

라도 유족에게 보훈을 제공하고(특히 군인연금상 의무복무자 기여금 병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139 대만 역시 자해사망을 ‘병사(病死)’로 간주함으로써 일정률의 보

 
138  이재승 외(2020: 186-189)는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훈제도는 명예를 중시하는 유교문

화의 맥락에서 나온 국가주의적 법제이며, 해외에서 주로 상훈법제가 공적의 크기를 가늠하고 경제사

회적 배보상과 돌봄은 유족의 생활보장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돌보는 것에 비하여, 같은 희생이라도 구분하고 배척하고 격하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함. 

139 참고로 독일 공무원이나 군인 개개인은 연금에 기여금을 내지 아니함(이재승, 2020: 13). 



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재승 외(2020)와 신미용

(2022)은 모두 「보훈보상자법」제정을 통해 본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가 될 순직자들이 되려 격하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했으며, 국

가가 군인과 유족을 끊임없이 분류하여 대립시키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는 구

조를 탈피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 기틀을 재정비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마치 국가책임을 확장

하는 양 도입되었으나 실상 기존 국가유공자 체계보다 못한 「보훈보상자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예우’의 대상이 되었던 자해사망 순직자가,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기만적인 처사입니다. 이런 태도는 과거 국방부가 

군 의문사 유가족을 ‘민원제기자’로 치부한 시각에서 단 한 걸음도 진일보하지 못

한 것입니다. 특히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그 마저도 3형)을 줄 테니 ‘보훈보

상자’라는 이름이나 받고, 국가의 예우는 바라지 말고 단념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국가책임의 인정이 결여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

로 「국가유공자법」의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는다

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희생’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예우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등급화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훈 수혜자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실질적 예

우를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복지 제도와의 연동을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

복지 서비스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연민이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질 국가의 의무라는 태도를 우선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리묘지 안장 등 보훈의 특수한 예우 차원과는 별개로 ‘필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존재한다면 지금처럼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장애등급이 

무엇인지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

고, 보훈혜택을 피부로 체감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유공자는 귀족적 제도의 틀을 갖고 있어 민주국가에서는 사

실상 허울뿐인 경우가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국가보훈 기틀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

을 것이므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첫

째로는 우선 순직유형의 구분이라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순직유형의 구분은 

아무런 실질적 의미(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등등)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 설사 

자살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적어도 국가의 필요로 자유시민에게 의무를 부

과해 징병·입영신체검사까지 하여 징집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게 가져가

야 합니다. 설사 그 복무 형태가 직업인으로서의 군인이라고 할 지라도 2012년 대

법원 판례가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

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취지를 실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

원합의체 판결 참고). 더하여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

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



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

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한 판결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참고).  

다음으로 순직 결정과 보훈 결정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전공사상심사를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독립된 별도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국방부나 보훈처 둘 

중 하나가 명확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자료나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

지 않으면서 군 유가족의 ‘민원’을 떠넘김으로써 유가족을 지치게 만드는 행위는 

그 행위 본질상 고문과 진배없습니다. 기존 권한 분배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

도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국방부와 보훈처에 모두 구속력

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위원회 결정이 우리 대법원에서 현재 법 형식

적인 이유로 ‘처분성’이 없다고 해석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처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빈다. 그래서 적어도 군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한 청구권적 기본권의 행

사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어야 합

니다. 국가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인권입니다. 덧붙여 하

주희 외(2021: 5-10)는 2015년 「군인사법」제54조의5 신설에 따라 순직 재심사 

신청권을 받은 순직군인 형제자매에게는 보상을 배제한 점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140 이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다른 개선사항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

고, 가장 비논쟁적인 사항이므로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제29조제2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제2조의 이중배상 금지

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는 애초 위헌이던 것을 억지로 개헌하여 위헌성을 형식상 

우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

다. 특히, 국가배상 소송 청구와 재해보상금 청구 시점의 순서에 따라서 이중배상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현 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합니다.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라고 조건을 주었으므로 개헌이 아니라 법률 개정만으

로도 현재의 비열함은 상당 부분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는 이를 미룰 수 없

습니다. 나아가 순직 재심사권을 가진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이들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보훈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병사

의 경우라도 군인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라도 수급권을 보장하여 

사망보상금 등 제한적으로만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는 우

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그 책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140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고, 성년인 형제자매를 배제”함. 그러나 이미 해

당 각 법률은 수급권자 순위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권이 있고, 순직 재심사 청구의 

핵심적 법익 중 하나에 보상관련 청구권도 있음이 자명한데 이를 배제한는 것은 국가예산상 이익도 없

고, 오로지 차별적인 효과만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음(하주희 외, 2021). 







 

 

1)   ·   

 

 

도식 7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관계도 

 

위 도식은 개인(트라우마 생존자), 시민사회, 정부가 사회·문화적, 정책·법률적 환경 조건 속에

서 각기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정의와 인권, 실질적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을 나타냄.  

다음 도식은 시민연대로 이뤄지는 군 인권침해 피해 구제 과정에서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함과 함께 활동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모습을 순서도로 나타냄.  



2)      

 

도식 8 군 인권침해 맞춤형 지원 체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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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에 대한 

업 무 협 약 서 

 

군인권센터와 『○○○○○』(이하 “양 기관”)는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 중 □□□□ □□□□ □□□□>(“본 사업”)을 위해 상호 신

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

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와 치유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핵심참여자: 본 사업에 참가하는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 및 그 (유)가족 

2. 상담자: 본 사업의 심리상담 실무를 실행하는 자 

3. 환경 조정: 집기류 및 물품 재배치, 비소모성/소모성 비품 사용 등 제1조를 달

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한 물리적 변형이나 변경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상담 협력: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핵심참여자의 피해상황, 현 상태, 주 

호소 증상, 핵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교환하고, 상

담에 필요한 일정 조율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상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모하는 조치에 협력하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핵심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의 

윤리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상담이 종료되면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은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쇄한다. 

단, 핵심참여자 최종 선발은 군인권센터가 결정하며 『○○○○○』은 상담

일지, 평가일지, 후속일지를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사용된 검사지, 결과지, 

기타 행정서류를 구비하여 상담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군인권센터에 원본을 

제출한다. 

2. 장소 대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시, 핵심참여자 정보, 상담자 신원을 

협의로 지정하여 필요한 공간의 대관을 최소 3일 전에 요청하면 군인권센터

가 4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환경 조성: 양 기관은 2호에 따라 사용할 혹은 사용한 공간을 깨끗하고 안

전하게 관리하며 제1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조성한다. 단, 환

경 조정의 경우 매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대금 관계: 군인권센터는 1호에 대해 50분 회기당 상담비 0만 원(￦00,000) 

및 출장교통비와 대관비를 실비 지원하고, 2호에 대하여 매 1시간에 0만 원

(￦00,000)을, 3호에 대해 실비를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매 건에 대

하여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수령을 증빙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제5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홍보) 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

한다. 단, 군인권세터는 본 사업의 중간·결과 보고 등에서 『○○○○○』가 연

계협력기관임을 명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

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

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만약,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

대방의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본 사업의 중간·결과 보고는 

제외한다. 
 

제9조(법적구속력 배제) 제8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0월  00일 

 

 

 로 고 

소   장    임 태 훈   (인)  O   장    성 이 름   (인)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 군인권센터의 <나눔과꿈 2020>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

유·회복을 위한 ‘원스톱지원’ 사업」의 ‘○○○○○○○○○’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아

래 내용을 비롯한 군인권센터 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개인정보, 상담내용 및 지득한 지식과 정보, 중요

사항과 관련해 본 센터 외부에서 거론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구매∙요청∙반출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

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중간 산출물은 본 센터의 사전 동의없이 이메일이나 여

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일체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본 센터에 제출 

해야하며, 제출한 후 저장매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법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군인권센터 귀중 



 ·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는 ‘[세칙2-1] 법률 및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하 ‘내담자’)에게 법률·의료 지원(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칙을 내담자께 안내하고 동의를 구합

니다. 

① 지원기관의 선택, 지원의 집행, 변경, 종결 등 모든 지원과정은 내담자와 본 센터 간 합의에 기

초하여 진행합니다.  

② 내담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센터는 내담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내담자가 지원의 혜택을 향

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④ 본 센터는 지원이 종료된 후 또는 회계연도가 변경될 시 해당 시점까지 진행한 지원 전반에 

대해 향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과제달성 및 만족도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⑤ 지원에 사용된 비용은 증빙서류(선임계,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하므로 내담자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였다가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담자는 사용한 비용을 증빙하는 문서의 사

본(스캔, 사진, 팩스 등 포함)을 지출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본 센터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원본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이에 본 센터는 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제출을 내담자 본인에게 요청하거나 선임된 법률대리

인으로부터 해당 소송 경과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센터

와 내담자는 상호 연락에 충실히 응합니다. 

⑦ 본 센터는 내담자가 1) 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게 비용을 지출할 경우, 2) 지원 미이용 후 환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할 경우, 3) 증빙 서류 원본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연속한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될 경우 혹은 5) 기타 본 센터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될 상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하기 일자에 본 센터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이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부동의 시 지원사업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___ 년   월   일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 (서명/인) 

군인권센터 법률 및 의료지원 안내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군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관리 및 프로그램 

평가·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020 년도 군인권센터 기획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 및 

보고 

 수집하려는 필수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등 연락처) 

 수집하려는 선택 개인정보의 항목: 

학력, 경력, 가족관계, 건강정보(임상심리검사 결과,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부터 프로그램 전 회기 종료 시점 혹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중단 시점으로부터 5 년간 보유,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군인권센터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마음결 프로그램 운영자(상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정보주체가 동의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단체 및 개인) 

 제공받는 개인정보 이용목적: 마음결 프로그램 개발, 심리상담 실시, 기타 의료처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등 연락처), 학력, 경력, 가족관계, 

건강정보(임상심리검사 결과 자료,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 포함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부터 프로그램 전 회기 종료 시점 혹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중단 시점으로부터 5 년간 보유,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군인권센터 사무국)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심

리상담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본 마음결 프로그램에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마음결 프로그램 상담 신청 및 이용 동의서 

◼ 마음결 프로그램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 발급기관의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 상담자는 내담자와 약속한 시간을 지켜 정기적으로 만나며 내담자가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1) 상담자는 상담 내용 및 치료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마음결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의 사례는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군인권센

터 내부 회의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단, 참석자는 보안서약을 서명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를 일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내담자에게 통지한 후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 의뢰 시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보다 나은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자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자

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중 유의사항 

(1)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녹화/녹취하지 않습니다.  

(2) 상담자가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하여 슈퍼비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상담 내용을 녹화/녹취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이용 안내사항  

(1) 내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마음결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일정 등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전 

고지 및 협의없는 일방적 상담예약의 미이행시, 상담 회기는 보충되지 않습니다. 

(3) 상담자가 마음결 프로그램의 진행이 내담자에게 심리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내담자와 상호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자는 프로그램의 

시작 및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 경우 이를 내담자에게 안내합니다. 

4.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마음결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군 인권 침해 예방 및 정책 마련

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 본인은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

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마음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서명합니다. 본인은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내담자(참여자):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상담자(설명자):                        (서명)  



 

마음결 프로그램 비대면 상담 신청 및 이용 동의서 

마음결 프로그램은 건강상 어려움 등 일신상의 사유로 대면 상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물리적 접근성 및 프로그램 실시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등 보건

위기 장기화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에 비대면 온라인 상담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비대면 상담은 온라인이라는 특성 이외에 대면 상담과 동일하며,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화상의 방법은 zoom을 기본으로 하되, 상담자와 논의하여 다른 화상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구글Meet 등). 비대면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보안이 된 무선 

데이터 사용 또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 가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무료 Wi-

Fi가 아닌 보다 안전한 형태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2. 내담자와 상담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녹화/녹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

가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한 슈퍼비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상담 내용을 녹화/녹취하고자 한

다면,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상담은 화상으로 진행하므로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등의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만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걸어 다니거나 운전 중인 경우는 상담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집중해서 진행할 수 없어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안전

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5. 내담자 본인이 성인이 아닌 경우, 비대면 상담에 참여하려면 부모님 혹은 법적 보호자의 허

락이 필요합니다. 

6. 상담자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비대면 상담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 진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내담

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바, 비대면 상담에 동의하고 위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내담자(참여자):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상담자(설명자):                        (서명) 

 



자살예방서약서 

 

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1.  나는  자해나  자살과 같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것

을  약속합니다 .  

 

2.  나는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과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경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

청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혼자 있지 않겠습니다. 

 

보호자1: 연락처1:  

보호자2: 연락처2: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이 연결되지 않을 때 다음의 전문 기관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나는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의 약속의 지키겠음

을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약속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내담자 _________________ (서명)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 

 

상담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마음결 프로그램 출석부 
     

2022 
참여자 상담자 구분 결재 상담자 팀장 소장 

  당사자/ 

(유)가족 
서명   전결 

회기 장소 시작시간 종료시간 출석일자 참여자 상담자 

예) 군인권센터 10:30 11:20 3/1 자필서명 자필서명 

사전       

1 회기       

2 회기       

3 회기       

4 회기       

5 회기       

6 회기       

7 회기       

8 회기       

9 회기       

10 회기       

11 회기       

12 회기       

13 회기       

14 회기       

         
출석일수  

※ 성명 및 자필서명은 추후 익명화합니다. 



마음결 프로그램 사전면담 상담일지 

참여자  상담자  

상담일 2020.00.00. 회차 0 상담장소  

 

상담내용 

1. 상담의 주호소 문제 탐색, 호소문제 명료화 및 목표 설정, 상담의 구조화 실시  

2. 내담자의 현재 심리적 어려움(분노 조절, 우울, 무기력 등)과 수면 장애 등의 호소 문제 확인 

3. 다음 회기 안내 

 

 

마음결 프로그램 0회기 상담일지 

참여자  상담자  

상담일 2020.00.00. 회차 0 상담장소  

 

상담내용 

1. 지난 일주일 점검 

2. 다음 회기 안내 

 

 

마음결 프로그램 종결 상담일지 

참여자  상담자  

상담일 2020.00.00. 회차 0 상담장소  

 

상담내용 

1. 상담 목표 달성 평가 

2. 후속상담 일정 확인 

 

  



 

마음결 프로그램 (I단계 / II단계) 평가일지 

내담자 

정보 

성명  신분  성별  

피해유형 군 인권침해 (  ) 군 사망 유족 (  ) 

상담기간  

영역별 

목표 

달성 

평가 

 

[그래프 삽입] 

1: 성과없음 2: 기대이하 3: 보통 4: 기대이상 5: 최적향상 

상담자와 내담자가 논의해 설정한 

영역별 복표 및 달성 수준 

성과 

없음 

기대 

이하 
보통 

기대 

이상 

최적 

향상 

정서상태 (목표)      

대인관계 (목표)      

신체건강 (목표)      

삶만족도 (목표)      

개인별 

목표 

달성 

평가 

내담자별 

개인목표 

 

성과없음 기대이하 보통 기대이상 최적향상 

     

상담자 

종합 

평가 

 

  

0

1

2

3

4

5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계열 1



마음결 프로그램 후속일지 

내담자 

정보 

성명  신분  성별  

피해유형 피해당사자 (  ) 피해자 가족 (  ) 군 사망 유족 (  ) 

상담기간  

후속일시  상담자  

근황탐색  

목표달성 

유지 

점검 

내담자별 

개인목표 

 

성과없음 기대이하 보통 기대이상 최적향상 

     

상담자 

종합평가 
 

 

 



 

   

 

 

■ 인터뷰 방식 

군인권센터로 초청하여 IDI(In-depth Interview) 진행 혹은 HV(Home-visit Interview) 진행 

- 약 1시간 소요 예정 (추가 질의에 따라 최대 15분 초과) 

- 사전에 응답한 정량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 이유 심층 질의 

- 구제지원에 대해 과정 중 평가와 사후 평가로 나누어 진단 

 

■ 인터뷰 목적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하였는지 평가하고 달성 정도 분석 

- 만족도 조사 이후 심층적인 응답 이유와 배경을 파악 

- 각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 

- 군인권센터의 전반적인 지원 구제책의 보완점과 문제점, 장점의 구체적 이해 

 

■ 인터뷰 순서 

  소요시간 누적시간 

Part 1. 인터뷰 안내 및 자기소개 5분 5분 

Part 2 군인권센터 인지경로/이용경험 10분 15분 

Part 3 구제지원 진단 1: 과정 평가 30분 45분 

Part 4 구제지원 진단 2: 사후 평가  10분 55분 

Part 5 추가 질문 및 인터뷰 종료 5분 60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과제달성 등 평가 인터뷰 가이드라인 



PART 1 : Warming up 및 인터뷰 소개 5 min / 5 min. 

 

 인터뷰 목적 간략 소개 

 경험하셨던 군인권센터의 지원과 및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군인권센터 이용경험과 구제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방법 안내 

 약 1시간 소요 안내 

 정해진 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의견 말하기, 녹음 진행 안내(내부평가용으로만 활용)  

 참석자 소개 

 이름, 나이, 직업, 가족구성(기/미혼, 자녀 등) 

 

PART 2 : 군인권센터 인지경로/이용경험 10 min / 15 min. 

 

인터뷰 목표 :  

군인권센터의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접근성, 상담이용경험 확인 

군인권센터 인지경로 및 기대하는 바 확인 

피해구제기관 중 군인권센터의 특징과 이용하는 내담자의 특징 파악 

 

2-1. 군인권센터 이미지 

▶ 군인권센터가 피해구제기관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확인 

⚫ [군인권센터 첫 이미지] 군인권센터에 대한 첫 이미지는 어땠나요? 여러 카드를 여기에 둘 텐데, 

군인권센터의 처음 이미지 혹은 인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주세요.  

[To Moderator] Warming up 차원에서 카드놀이 형태로 진행,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피해구제기관 및 

상담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위주로 단어카드 미리 준비. 이미지를 보조하지 않도록 진행자가 

군인권센터의 특징이나 단체범주를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 [군인권센터 현재 이미지] 그렇다면 이번엔 군인권센터에 대한 지금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방금 

골라주신 카드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 더하거나 빠진 것이 있다면) 왜 이 

이미지를 더하셨을까요? 왜 이 이미지는 빠졌을까요? 

2-2. 군인권센터 인지계기 

▶ 군인권센터를 알게 된 계기와 접근하게 된 경로 파악 

⚫ [군인권센터 첫 인지경로] 군인권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포털서비스나 SNS, 혹은 지인을 

통해 들으신 바가 있나요?  

[To Moderator] 군인권센터가 어떤 단체 범주에 속하는지 미리 언급하지 말 것. 어떤 범주의 

단체(국가기관, 시민단체, 상담기관, 콜센터 등)에 속한다고 인지하는지 확인. 



 

⚫ [군인권센터 피해구제 신청 계기] 군인권센터에 피해사실 호소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다른 

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먼저 상담을 문의주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To Moderator] 군인권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 먼저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면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기관에는 있으나 군인권센터에는 없는 이미지 확인 

 

PART 3 : 구제지원 진단1: 과정 평가 30 min / 45 min. 

 

인터뷰 목표 :  

군인권센터에서 지원 받은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인 

각 지원수혜과정 별로 강점 및 개선점 확인 

정량 척도지표와 비교하면서 최고 척도에 도달하기 위한 Point 파악 

 

3-1. 지원 종류별 선호/개선요소 

(1) 법률지원 해당자가 아닐 경우 SKIP 

⚫ [실효성] 법적으로 지원 받으신 사항이 사건해소 과정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대효과]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보통 법률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떠오르는 지원의 형태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대되는 다른 지원형태나 

효과가 있을까요? 

- ★[실효 Point] 기대하셨던 좋은 점이나 효과가 실제로 만족스러웠던가요? 만족스러웠다면 

법률지원의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걸까요? 만약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기대했던 효과와 간극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 [강점] 실제로 법률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가장 

좋았던 점일까요? 

⚫ [단점] 실제로 법률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가장 

좋았던 점일까요? 

 

⚫ 지난 번 질문지를 통해 평가했을 때에는 법률지원 만족도에 N(1-7)점을 주셨습니다. 

[To Moderator] 정량평가 요약 수치를 보여주면서 내담자에게 정성평가 결과를 상기시킬 것 

⚫ [개선요소] 왜 이 점수를 주셨을까요? 7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7점을 주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의 어떤 요소가 더해지거나 빠져야 할까요? 

 

 



(2) 의료지원 해당자가 아닐 경우 SKIP 

⚫ [실효성] 의료적으로 지원받으신 사항이 사건해소 과정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대효과]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보통 의료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떠오르는 지원의 형태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군인권센터의 의료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대되는 다른 지원형태나 

효과가 있을까요? 

- ★[실효 Point] 기대하셨던 좋은 점이나 효과가 실제로 만족스러웠던가요? 만족스러웠다면 

의료지원의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걸까요? 만약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기대했던 효과와 간극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 [강점] 실제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가장 

좋았던 점일까요? 

⚫ [단점] 실제로 의료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가장 

좋았던 점일까요? 

⚫ 지난 번 질문지를 통해 평가했을 때에는 의료지원 만족도에 N(1-7)점을 주셨습니다. 

[To Moderator] 정량평가 요약 수치를 보여주면서 내담자에게 정성평가 결과를 상기시킬 것 

⚫ [개선요소] 왜 이 점수를 주셨을까요? 7점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7점을 주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의 어떤 요소가 더해지거나 빠져야 할까요? 

 

PART 4 : 구제지원 진단2: 사후 평가 10 min / 55 min. 

 

인터뷰 목표 :  

지원 이후 내담자의 복무 및 일상 상태 확인 

향후 군인권센터 피해구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집 

 

4-1. 내담자의 복무 및 일상 상태 

 

4-2. 군인권센터 피해구제 프로그램 개선 및 의향 

 

PART 5 : 추가 질문 및 인터뷰 종료 5 min / 60 min. 

추가질문 확인추가 질문 확인   

※ 혹시 인터뷰 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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