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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재심사

건에서 재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

고 2019재노1 판결). 재판부는 당시 보안부대가 피고인과 증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거

대한 국가폭력에 짓눌렸던 젊은 청년들은 이제 완연한 중년이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임씨의 용기로 시작되었다. 임씨는 우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보안부대에 의한 가혹행위 등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

백하여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변론센터

는 신속하게 대리인단(변호사 황준협, 조아라, 서채완, 송상교, 조영관)을 구성하여 기

록검토와 당사자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2018. 5. 16.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

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12. 28. 위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개시를 결정

했다. 

재심 진행과정에서 당시 보안부대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했던 지인들과의 재회가 33년만에 이루어졌다. 증인으

로 출석한 지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며, 당시 보안부대 수

사관들의 고문과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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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최후진술에서 임씨는 지난 33년간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

을 호소할 수 없었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 다시 보안부대에 체포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왔다면서, 지금도 보안부대 수사관에게 끌려가 감옥 속에 있는 꿈을 꾸고 

있다고 진술했다. 설명할 수 없는 지난 세월의 상처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 법정에는 진실의 언어가 가득 찼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한 사람

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국가보안법 전과자로 만들었고, 친구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낙인을 남겼다.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국가폭력은 오히려 잘못

된 법원의 유죄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 그 동안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가해자

들은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고, 피해자는 전과자라는 낙인과 공포로 

가득한 삶을 말 그대로 버텨왔다. 여전히 33년 전에 멈춰서 있는 피해자의 시간은 오

늘 법원의 판결로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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