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보도자료 

담 당 김형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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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 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 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 

 

□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 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 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 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 

 

□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 

 

□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 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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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