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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군인의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분단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대립,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병리학적 기원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법적으

로 어떻게 취급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것인지는 공법학의 중요한 과제

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공법학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인의 죽음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구조적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

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군인의 인권과 국가책임을 검토, 분

석해 봄으로써 군복무 및 군사망사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

대합니다. 

공동심포지엄에는 기조연설을 해 주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관심을 견지해 오신 세 분의 발표자님과 세 분의 토론자님을 모

시고 풍성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선택된 주제들은 한편으로 공법학의 근본적 기능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공동학술대회에 함께 해 주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님, 

탁경국 상임위원 등 실무진, 공법학회의 문병효 부회장, 김태호 연구이사, 김소연 연

구간사 등 준비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27일

한국공법학회 회장  선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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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군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망인의 명

예회복 그리고 차별없는 예우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이 수행하는 의무가 ‘신성’하다는 

표현이 규범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여러 기구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군이 수행하는 의무를 ‘신

성하다’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인, 

경찰이나 소방경찰 등의 활동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영역에

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점에서 그 죽음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체에서 그 뜻을 오래도록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기

억되고 유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의 죽음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유족들에게 자식의 죽

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폐쇄적인 영역에서, 지휘권의 남용과 부

대관리의 잘못이나 그릇된 성인식(性認識)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감춰지고 조작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병이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해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는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한 나약한 군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평

가하고, 아픈 사람의 하소연을 꾀병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군

인이 죽음에 이릅니다. 

죽은 뒤에도 고통은 지속됩니다. 죽음의 시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전사,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다른 예우를 받게 됩니

다. 군 내부의 폭력은 대물림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도 한데, 망인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재해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분류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

유가 부각되는 죽음의 경우 순직으로 예우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군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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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만큼의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징집을 하였다면 군복무 중의 사망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군인의 죽음은 국방을 위

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다행히 올 7월부터 군인사

법이 개정되어 군복무 중의 사망에 대해서는 망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직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

보훈처의 심사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군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적 상황

을 방치하는 것이나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차별적인 제도가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의 사망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진상

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군인의 죽음으로 인한 억울함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군인과 

군의 명예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삶을 위

한 것입니다. 위원회 출범 후 1년 동안 접수한 1787건과 직권조사 사건 15건을 조

사하여 왔습니다. 현재 전체 사건 가운데 약 65%의 사건을 종결하였고 내년 9월까

지 모든 사건 조사를 종결함과 함께 군인 사망사고 문제해결과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도 그러한 제도개선안 마

련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학술적 논의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

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치열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변

화가 있을 방안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 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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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

1)

이 상 경*

Ⅰ. 서론

Ⅱ. 군인의 인권

Ⅲ. 군 사망사고 처리와 국가의 책임

Ⅳ. 결론

Ⅰ. 서론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은 직업군인이든 징집군인이든 상관없이 다른 모든 시

민과 동일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유럽안보 협력기구 군인기본인권지침서 서문 중에서>

문민시대에 군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국방의 의무

를 수행하는 조직인 군대는 대한민국의 아들･딸･형제자매들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토방위’의 신성한 역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이들의 임지일 뿐이다. 또한 군

인이라는 잠정적인 신분관계를 갖는 구성원들로 구성된 군대라는 조직은 치외법권

의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지배 아래 당연히 놓이게 되며,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자 직업영역 혹은 생활영역인 것이다. 

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논의의 시발점은 당연히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 한국헌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

군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군대는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분란

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

야 하므로 그러한 제약과 폐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군인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임무

를 지닌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군인도 합리적인 근

거 없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다른 군인으로부터 폭력, 폭언 및 가혹행위를 

당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군인의 생명은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우선적으

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군

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의식은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군인도 군대 내

부의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건전한 민주사회의 축

소판으로서 인권 보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대 생산적인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는 절대로 감시받지 않는 ‘성역’에서 벗어나 언제나 감시받

을 수 있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1) 그리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감시타워를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함을 물론이다. 그것이 억울하고 이유 없

는 군사망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Ⅱ. 군인의 인권

1. 군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은 사회적 약자성

군인은 그 임무의 속성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상명하복의 규율이 적용되는 

조직의 특성상 평시 근무뿐만 아니라, 정찰 임무, 방어 훈련, 전투대비 훈련, 때로는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전투 상황 등에 의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놓일 가능성

이 다른 공역무 분야 보다 훨씬 높다. 특히 어떠한 사유에서든 군인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경우에 사망사고가 발생 확률은 그 어느 분야보다 높

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투명하고도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

 1)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2017), 8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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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여전히 세칭 ‘의문사’ 발생의 라고 불리는 오명의 대명

사가 될 뿐이다. 이런 암흑의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군 사망사고 처리는 명징

하게 이루어 져야하며 그에 대한 국가는 반드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2. 군인의 기본권과 인권 제고방안

(1) 군인의 기본권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함) 제3장은 아래와 같이 군인의 기본권을 거듭 

보장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는 총론적인 규정이다. 

제10조 제1항은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여기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의 범위’에서 이러한 군인

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률에 의

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런 점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한계

를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군인복무기본법은 평등원칙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실현함에 

있어 거듭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동법 적용상의 헌법준수를 선언하고 있다. 이어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헌법 제14조의 ‘모든 국민의 거

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

을 금지하고 있다. 즉,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항은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여 원칙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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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

한 경우,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

우 또는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내내기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8조

는 영내대시 시행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2)

그 외에도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3조(사생활의 비 과 자유)에서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정신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 중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는 군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4조(통신의 비 보장) 제1항에서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보장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다만 군조직의 특성상 ‘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

과 관련된 부대편성･이동･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또 다른 제

한이 부과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복무기본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제15조(종교생

활의 보장) 제1항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

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

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등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제3항에서 

 2)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

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

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

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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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조

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에서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

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의 안보와 관련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7조(의료권의 보장)에서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

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폐쇄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군인

복무기본법은 제17조의2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을 규정하여 군인

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3)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가･외출･외박권을 군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4) 

 3)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의 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

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

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군인복무기본법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

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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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인권 제고 방안

군인복무기본법상 보장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에 더하여,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은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전체의 주체성을 향유하며, 헌법 제

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또한 군인의 인권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이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한 것이며, 군조직의 민주화와 

병영문화의 개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군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3.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군조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병영문화

의 개선을 통해 군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군내부의 

인사사고, 즉 성폭력,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더 나은 군 복무환경

의 조성과 인권 기반 군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은 우리 모두의 아들･딸･형제자매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젊음을 바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의식이 무엇보

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군대의 전반적인 복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억

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군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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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 사망사고 처리와 국가의 책임

1. 군사망사고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주요 현황

군사망사고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진정 접수를 통한 

조사대상 사건과 직권 조사대상 사건을 포함하여, 위원회 출범 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인조사 실시현황 누계는 8,767건이나 되었다.5) 그 가운데 2021년 9월 

30일까지 총 451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결정하였는바, 1970~1980년대에 진상 규명 

결정사건이 160건으로 35%에 해당한다. 사망 원인으로는 진상규명 451건 중 57%

에 해당하는 자해사망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총기자해사망 99건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사고의 354건(79%)이 자해로 인한 사망사건임을 볼 때 군조직 

내부의 비민주성･불투명성으로 인한 해악의 명백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6)

특히 구타･가혹행위가 극심했던 1970~1990년대에는 군부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신병, 심리적 취약자, 초임 간부 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구타･가혹행

위, 욕설･인격 모독 등의 폭언, 부대 내 악습 등 부조리에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

래했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신체적･정신적 취약성, 병사의 다양한 고충 호소 

등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부대 간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되기도 하였다.7) 

또한 군내부에서 자해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내성적 성격,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복무 염증, 염세 비관 등으로 사망원인을 국한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군내부의 부조리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이마저

도 밝히지 못하는 부실한 군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고, 미약한 근거로 

무리하게 추정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8)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을 지키고 

군사망사고의 발생을 줄여 선진적인 군대를 만들고 인권 존중적인 군 문화를 정착

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

 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면 [표1-3] 대인조사 실시현

황 참조.
 6)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72~73면 참조.
 7)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91면 참조.
 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103면 참조.



8

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제도개선 방안

(1) 군사망사고의 감시･감독기구의 상설화9) - 군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제도의 개선

국가의 책임은 특별위원회 등을 군옴부즈만제도와 같이 상시기구로 승격하여 항

상 감시･감독의 콘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는 현행 군 조

사･수사제도가 갖는 구조적 폐쇄성과 불공정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책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군사법절차 외의 군사사망사고의 조사기구의 

상설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군조직 내부에서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법치주

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감독의 콘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중

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의 국방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세 가지 기구가 존재하고 모두 일정한 임무

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우선 2006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만 

기능을 하는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등 3개 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 국가청렴위원회, 구 국무총리 행정심

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으로 지금까지도 권익위의 제4소위원회

(최초 명칭 “군사소위원회”에서 현재는 국방옴부즈만)에서 국방 및 보훈업무에 관련

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4소위는 3인의 위원(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된다. 군관련 고충민원 및 인권침해사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 1회 정례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충처리)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실무지원 인원이 총 14명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명은 각각 육･해･공군에서 파견지원 나온 인력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제4소위원회는 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의 미비, 기관 위상확

립의 실패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

회의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 실시,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이 가능

 9) 박병욱, 군사망 사고 관련 조사, 사법제도 등 개선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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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른바 ‘신청주의’를 전제하고 있어 사전적인 인권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다.

최근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등의 군

사법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국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을 군인권보호관으로 하는 국가인권위회법 개정안이 2021.12.8.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22.7.1. 시행된다. 사실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회를 

통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대통령 지명하는 국가

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옴부즈만의 기능을 넘겨 버린 형태로 개정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은 국회의 임무 방기로 비난받을 여지가 여전히 크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구제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

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
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

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

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

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

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

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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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

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

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

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

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

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

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

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

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

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

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

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

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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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로 정의함(제2조제7호 신설).

나.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44조).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

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

록 함(제16조제1항, 안 제50조의2).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

호관으로 함(제50조의3).

마.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

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의4).

바.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6).

사.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7제1항).

아. 성폭력범죄 등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호)

를 제외한 군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수사･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와 관련된 진정 중에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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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과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하

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7제2항 및 제3항).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자

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8).

차.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9).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대정부 견제를 위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형 군사옴부즈만에 비

하여 그 권한이 다소 약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은 전형적인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

권’을 명목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여 진상조사하여 

진상규명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를 행한다. 이외에도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도 그 업무의 범

위로 삼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은 군인의 사망

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전제하며, 사물관할도 군인의 사망사건으로만 제한된다는 점

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안보다는 

형사소추와 견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사망사고조사위

원회의 조사 등 권한을 강화하여 설정할 때 형사소추상의 권한을 준용하여 부여하

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

명 결정은 군인의 공무상 사망, 국가유공 인정 등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의 조사기능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혐의에 기초한 일반

적인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

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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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적어도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인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군부대의 

과실, 시스템상의 결함과 관련된 것일 수 있고 조사의 전문성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

각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망사고 조사임무를 모두 전가하기 보다는 좀 더 차

별성 있고 특화된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를 두는 것은 국방부나 군부대에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관련 처분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개선11)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정 당시 국방경비법은 아래에서 군법회의는 사법제도라기 보다는 군사

행정제도의 일환처럼 작동하였다. 이런 제도하에서 군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와 관련된 수사, 기소 등을 포함한 군사법 시스템이 사법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군지관의 군사기능, 군의 이신 등을 고려한 정

무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군사망사고가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

다.12) 

이후 1962년 군법회의의 제정, 1987년 군사법원법의 제정을 거쳐 군사행정으로서

의 군사재판이 상당정도 사법의 외형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직적, 절차적 면에서 발

전이 있기는 하였다. 1994년 1월 5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

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는 대신 검찰관이 구속영장 청구시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것은 지휘관사법의 틀 내에서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

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형집행면제권

을 폐지하며, 항소심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하였다. 군사법원은 이러한 일부개정

을 통하여 상당부분 군사법절차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군사

11) 박병욱, 전근대적 계급사회로서 군에 대한 통찰과 민주주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민
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2021) 참조.

1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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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군검찰제도가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였다. 일선 부대 지휘관

이 여전히 보유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감경권, 구속영장 청구시 승인권 등은 

전형적인 지휘관 사법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법제도 개혁을 본격적으

로 논의하는 등 군사법제도는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평시 심판관 및 

관할관 제도의 폐지가 비로소 제안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 전원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 인력 중에서 선임된 군판사로 구성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

키기 위하여 군판사의 소속은 사단, 군단급 부대가 아닌 국방부로 하며, 그 임명은 

민간인도 참여하는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제안하였다. 군

사재판 제1심 보통군사법원은 여전히 군에서 담당하되 5개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

치하여 권역별 군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단급 부

대 지휘관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

군사법원은 기존에 군별로 설치되어 잇던 것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도록 함으로서 

부분적 문민화 및 고등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그러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이러한 군사법원제도 개혁안도 여전히 1심 군사법

원은 국방부 산하 지역 군사법원으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의 정도에 이르는 완전한 군사법원의 문

민화 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다만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고등검찰단으로 일원화하였으며, 1심 보통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지역 검

찰단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설치함으로써 각 군 본부 지휘관 및 사단 지후관의 영향

력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공정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군검사 인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시 민간인인 

참여 가능하도록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13) 그러나 2005.1.18.부터 2006.12.31.까지 

활동하였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이러한 추진안은 안타깝게도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1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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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의 여파로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단급에 설치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단급 군사

법원으로 재편하였다(법 제6조 제2항).

둘째, 심판관제도를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즉, 군형법 및 군사비  보호법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였다(법 제27조의2항).

셋째, 보통군사법원의 일반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을 맡고 심

판관은 두지 않되, 다만, 위와 같이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6조 제1항).

넷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선임 군판사가 하되, 영관급이 아닌 장관급 장교가 심

판관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인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였다(법 제22조 제4항).

다섯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관할관 감경권의 대상을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

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

외한 판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

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감경범위를 

1/3 미만으로 축소하였다(법 제379조 제1항). 

아쉬운 점은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군사법제도에 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

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심판관제도 및 관할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작성한 개혁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이다.14)

202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20 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가 성추행 수사 

과정 중 사건 은폐, 왜곡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군사법

원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제까지 지휘관 사법을 지탱하는 것으로 지목되었던 

관할관의 평시 확인권과 평시 감경권이 마침내 폐지되었고, 평시 심판관제도 마저 

폐지되었다. 다만 군사법원법에는 군검사를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

록 하고 있으나, 군검찰제도를 유지하려는 경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처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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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군검사인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다수의 민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

여 군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특히 군사망사고와 관

련해서 보통군사법원을 담당할 군판사 인사 및 운영, 군검찰 인사 및 운영이 군지휘

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민간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될 때, ‘지휘관 사법’이라는 

틀로 인한 불공정 재판의 오명을 벗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불공정성 시비로부터 자

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9월 24일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

범죄, 군인의 삼아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1심 군사법원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하지 않고 일반 법원의 재판관할로 하였는데, 이것

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위의 범죄들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망사고만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군사망사고 발생시 1차적인 조사

로서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2021년 9월 24일 군사법

원법 개정과 맞물려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어, 2022년 7월부터는 일반경찰 및 군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될 예정이

다.15)

(3) 국가의 배상책임의 문제

2012년 6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에 따라 군에서 발생한 자해사망 사건도 부대적 요인이 규명될 경우 순직으로 인정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정 전에는 ‘자실’이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일반사망’

으로 처리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훈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자해사

망 사건에 대해 부대적 요인이 작용하여 자해 사망한 사실이 군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당시 법령의 한계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16)

군사망사고 중 자해사망 등과 관련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

1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4면 참조.
16)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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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제도, 국가배상 제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

우 다른 법령과 국가배상법의 관계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보충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부분은 오늘 한국공법학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학술대회의 각 발제를 통하여 상세하게 논의될 부분으로 발제자들의 발제를 통

해 매우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원

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폐쇄적 집단이

기에 군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증거가 은폐되기 쉽

다. 보훈보상자법의 제정 목적 및 성질, 가해자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위험영역이론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요컨대 자살군인에 대한 보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17)

둘째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

계가 문제된다.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례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자살자에 대

한 과실을 70~80%로 책정하여 배상의무자인 국가의 책임을 20~30%로 제한하고 있

다. 의무복무라는 특성상 같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군 자살자 사건들은 다른 사안

에 비해 국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 국가배상에 관

한 판결, 산업재해피해자 국가배상에 관한 판결 및 기타 환경에서의 자살에 관한 판

결과 비교해보면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과실상계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적어도 다른 손해배상 유형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원고 측 과실을 완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17) 김민영, 김윤진, 신주영, 이도감, 정동일, 지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17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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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에서 군사망사고를 통해 본 군인의 인권과 국가책임에 대해 킅 틀에서 살펴

보았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적으로만 누리게 될 수는 있

어도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 향유 주체이다. 여기서 입헌주의,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야 하는 시공간으로서 군대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

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가 있는 군대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 사

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군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군사망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감독의 콘트롤 타

워를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에 대

해 살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역

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군사법제도도 개선해야할 부분도 살

펴보았다. 나아가 국가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망인이 된 군인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자해사망 등의 

경우에 배상과 보상제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육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규정 제4조(사고의 종류)를 보면 군이 군내부의 사망사

고를 비롯한 군부대 사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군은 군 관련 

‘사고’를 군기사고와 안전사고의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즉 군기강, 군지휘

권의 유지 및 군전투력으로서의 군인과 군대물자･군시설에 관한 안전유지의 관점에

서 군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

인의 인권, 기본권 및 군인 개인의 명예회복의 관점이 자리 잡기는 매우 어렵다. 더

군다나, 국방부장관이 군인 출신이며,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현역 군인 출신들이 장

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사망민원조사단도 육군 사고예방 및 안

전관리규정에서 드러나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고, 설혹 전사

망민원조사단 인력이 그러한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상당

한 한계 내에서 군사망사고 민원재조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직속의 전사망민원조사단은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의 군인의 인권, 기본권 및 명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조직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에 대안으로 군과 국방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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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역할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라는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

회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18) 향후 군사망사고진상

규명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으로 군조직이 변화하고, 나아가 군사망사고가 현저히 감

소할 뿐만 아니라, 만일 군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상규명을 위한 절

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 

1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 (2022), 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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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

1)

김 성 배*

Ⅰ. 인간에서 국민으로 그리고 兵士로 

Ⅱ. 군내 사망사고에서 국가유공자와 국가의 책임

Ⅲ. 2012년 ｢보훈법｣ 체계 개편이후 판례검토

Ⅳ. ｢보훈법｣ 체계에서 법해석권한의 행사의 방향과 한계 

Ⅴ. 암흑천지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

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

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1)

<한겨레>가 직접 만난 생존자 8명은 “보상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뭘 

해줬냐”고 되물었다. 광수씨는 “보수 정부나 보수 언론 단체는 천안함 생존자를 정

치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2)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다쳤지만, 배상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요. 하지만 80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

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김모(21) 상병은 이달 초 국군수도병원에서 

휴가를 받아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집에서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3)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2) 천안함 생존자 최광수씨는 왜 한국을 떠나야 했나, 2018.7.16. 한계례21. https://www.hani.

co.kr/arti/society/rights/853403.html (최종방문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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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간에서 국민으로 그리고 兵士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선사시대부터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해 나가면서 끊임없는 외세와의 투쟁과 내부적 다툼이 있어서 왔고 현재의 자

유 대한민국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알려진 국가적 영웅인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

군, 이순신 장군, 백선엽 장군4)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과 

전설이 된 영웅적 승리와 전투가 가능하게 하였던 병사들이 존재하였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형상을 기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한다는 국가의 추상적 방향성이 ｢헌법｣상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단

순히 국토의 보전을 위한 수동적 방어적 국가방위의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5)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가구성원인 대한민국 전체 및 

개별 국민이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상 강제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자에 한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존에는 양심

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판단6)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

 3) 똑같은 軍 사고인데…사병 800만원 vs 직업군인 월 190만원, 2016.12.14. 연합뉴스, https:/
/www.yna.co.kr/view/AKR20161214115100051 (최종방문 2022.5.2.)

 4)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 2020.7.11, 중앙일보, htt
ps://www.joongang.co.kr/article/23822267#home (최종방문 2022.5.3.)

 5) 헌법학계의 주류의견은 대체로 수동적 방어의무만을 국방의 의무에 포섭하는 듯한 서술을 

한다. “국방의무란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이다.”; 성낙인, 헌법학, 18판, 법문사, 2018, 1508면. 
 6)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3년 이

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는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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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7)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강제 징집제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변화하고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변화하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시작되는 청문회

의 단골소재가 병력문제이며, 심지어 대통령선거에서도 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강제 징집대상으로 병력의 의무를 

완수한 것이 화제가 되거나 후보자의 강점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한다. 

1999년에서 고위공직자 30%는 현역면제를 받았고 현역 면제를 받은 직계비속의 경

우 78%가 질병사유이어서 일반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국회의원 직계비속

의 군면제 비율이 다른 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

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8) 그 후에는 주요 선거나 공직자청문에서 병력문

제가 국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소위 고위공직자지망군이나 주요 선출직후보

자들이 직계비속의 병역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지만 2016년에는 고위공직자들

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가 되었으며 심지어 병력의 의무를 마친 고위공직자 

중에서 현역 복무자로 병력의 의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0명 중 7명도 되지 않았

고 고위 공무원의 자녀의 병력면제율은 일반인 면제 비율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며9) 2022년 현재 청문회 대상의 장관후보 8명 중 3명은 병역 면

제자로 조사되는 현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10)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자 및 병

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한 국민을 둘러싼 현실을 단순히 이론이나 관념적으

로만 논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강제적 징집제를 기본으로 하는 병력제

도를 기반하면서 성인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의 강제적 병력의무11)의 속성

상 국가안보라는 테두리 내에서 기본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제약

사항이 많은 군대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법제도나 판례 검토

 7)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8) 고위공직자 30% 현역면제, 비속면제자 78% ‘질병’, 1999.10.30. 남도일보, https://www.na

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3 (2022.5.4. 최종방문)
 9) 고위 공직자는 ‘신의 아들’…병역면제 일반인의 33배, 2016.9.11 중앙일보, https://www.jo

ongang.co.kr/article/20581406#home (2022.5.4. 최종방문)
10)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11) 대표적인 징병제국가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터키, 이스라엘, 북한 정도가 존재하지

만 이스라엘과 북한은 남녀모두가 강제징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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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단순히 외국의 법제나 이론을 검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반감된다. 우리 ｢헌법｣ 제39조는 추상적인 국방의 의무조항을 제1항에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2)는 보호

조항을 같이 두고 있다.

Ⅱ. 군내 사망사고에서 국가유공자와 국가의 책임

1. 보훈제도의 변화개관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며 2012년 보훈법체계가 개변되기 전

에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

한 보답하는 일이라고 통상 소개되었다.13) 우리나라의 고대의 보훈제도는 신라시대 

상사서(賞賜署)가 존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에는 충훈부(忠

勳府)가 존재하여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는 일을 하였다.14)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보훈제도는 군사원호형태로 시작되었는데 1950년 ｢국사원호법｣15)이 제정

되어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무장공비 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한 것이 군사원호제도 업무의 출

발점이 되었지만 예산의 뒷받침 없이 시･도지사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행하였기

12)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이익 처우를 법적인 불이익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

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

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

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

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

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 네이버 국어사전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3633 (최종방문 2022.

5.4.) 
15) [시행 1950. 6. 1.] [법률 제127호, 1950. 4.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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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효성이 없었다. 5.16군사쿠테타 이후 1961년 ｢군사원호청설치법｣16)과 ｢군사원

호보상법｣17)이 제정･공포되었고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1961.11.), ｢군사원

호대상자임용법｣(1961.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

부법｣(1961.7.), ｢원호특별회계법｣(1961.11.), ｢군인보험법｣(1962.3.), ｢군사원호보상급

여금법｣(1962.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4.), ｢원호재산특별처리법｣(1963.7.),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63.8.), ｢애국

지사사업기금법｣(1967.3.)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80년대에는 ｢한국원호

복지공단법｣(1981.4.4.), ｢원호기금법｣(1981.4.4.)이 제정되었으며, 1984년 ｢군사원호

보상법｣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2개의 기본적 법률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5개의 지원관련법률이 통합되어 1984년 8월 법률 제

3742호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8)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은 1997년 

일부개정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이 되었다. 그 후 2005

년 ｢국가보훈기본법｣20)이 제정되고 2011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군대의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배

상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군인 재해보상법｣ 등을 기본

으로 하는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2. 구) ｢국가유공자법｣ 체계상 판례

1) 시대적 상황과 판례검토범위한정

1988년 ｢헌법｣ 체계하에서 문민정부21)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군내사고에 대한 국

16) [시행 1961. 7. 5.] [법률 제647호, 1961. 7. 5., 제정]
17) [시행 1961. 11. 1.] [법률 제758호, 1961. 11. 1., 제정]
18)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19)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20)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72호, 2005. 5. 31., 제정]
21) 일반적으로 문민정부라고 하면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김영삼대

통령정부 또는 김영삼정부와 그 이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6

가배상이나 국가유공자등록은 국가의 은사적 조치로서 내려오는 것이지 불복절차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정서가 존재하였고, 행정기관의 1차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구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보훈법｣ 체계의 개편이 있기 전에 군사망 재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나 국가유공

자에 대한 판례나 학술적 논의는 주로 가장 비극적 사례에 해당하는 군내의 자살자

(의문사포함)를 중심22)으로 전개되었다. 

2) 군자살자 또는 의무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판례

(1) 공군조종사에 대한 무비행보직이동조치와 우울증으로 인한 집무실에서의 자살

군인의 직무관련한 자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

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이다.23) 본 판결은 징집에 의한 의무복무 군인이 

아니라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이동 후 후배장교와의 갈등 및 교관자

격평가에서 탈락 후 평가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심한 좌절감을 겪고 재평가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가중된 심리적 부담으로 불면증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였

으며 우울신경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소속비행단장은 면담을 통해 비행이 필요없

는 보직변경을 하였지만 보직변경이 확정된 후 집무실에서 자살한 사건이었다. 

원심은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

른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으로써,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24) 하지만 대법원

은 기존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25)

22) 임성훈, ｢영내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에 대한 배상과 보상｣, 행정판례연구, 제10권; 황
정근, ｢군내 구타로 인한 자살과 국가배상책임｣,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3.8.4. 2005; 전극

수, ｢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해

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8집 제1-2호, 2009; 조성제,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4; 김민영 외 5인,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 2017; 조창길/ 이상원, ｢군 장병 자살의 예

방대책과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1호, 2020.
23) 이에 앞서서
24) 서울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7구45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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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하고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

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

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

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 하

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①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②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면서 국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인용하였던 원심을 파기하였다.

본 판례는 군인의 자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인데, 본 

판례에서는 ① 우울증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② 정상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인지를 기준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6) 즉 

만약 우울증에 따른 비정상적인 의사에 따른 자살에 해당하고, 군복무와 우울증 발

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시행령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에 해당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해서 법적으로 등록대상

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7)

25)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

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

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6)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회 XVIII-1, 행정판례연구회, 

2013, 198-199면.
27) 당시 시행령 제3조2는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 순직･공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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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경찰의 우울증 발병과 외박 중 자살28)

현행 의무경찰제도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

지만 그 시작은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의무경

찰은 구)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29)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임용하는 제

도로 운영되었다. 즉 의무경찰이라고 하지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

민이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은 내성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의무경찰 생활을 하였지

만 상급자의 욕설과 구타 그리고 부적응으로 삶에 대한 의욕저하와 불면증세가 나

타나 외박명령에 따라 집에 있던 중 비정상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병원진료를 받고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정기휴가를 마치고 늦

게 귀대하였기에 당직 부관으로부터 기합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구정 특박명령을 

받았으나 귀향하지 못하고 동기생 집에서 지내던 중, 인근공사현장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검시결과 약 5일 정도 전에 직접사인 질식사

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

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으며 유족은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

2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2011년 현행 보훈법체계로 개편될 당시 자

살자를 제외하는 입법안은 명시적으로 대법원에서 전투경찰사건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국

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즉, 개정법 체계에서도 본 

사건을 대입하면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이 될 수 있도록 법해석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29)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

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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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

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

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

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

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

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

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선 지역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

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극심

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의경의 자살사건이 휴가 중에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공무와 우울증 발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

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써,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도 앞의 

공군조종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자살은 ‘자해행위’

가 아니라고 보았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입법취지는 공

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

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는 자해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즉 당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극요건으로서 자해행위에 대한 고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공무상 사망판단단계에 포섭시켜서 상당인과관계여부로 국가

유공자해당성을 판단하고 있다.30)

30)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회 XVIII-1, 행정판례연구회, 
2013,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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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수긍한 판례

앞의 두 사례는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매우 

전향적인 판례에 속하는 판례이고, 거의 대다수의 사례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수

긍한 판례들이다. 

(1) 의무복무하사관의 직무부적응으로 인한 자살31)

본 사례는 공군기술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공군 하사로 임관한 망인이 특기가 조

종된 후 장비운용에 미숙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중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재입원하

는 등 치료받던 중 부대복귀를 위한 청원휴가기간 중 폐건물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본 사례에서 1심32)과 원심33)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망인 스스로의 의

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

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

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을 파기하였다.

본 사례에서의 대법원은 업무수행과 우울증의 발현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더라도, 완전히 자유의지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자살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의 모든 자살의 경우에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되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이다.

3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본 판례는 명시적으로 대법원 2012.6.18. 선
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임)

32)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33) 서울고등법원 2005.10.13 선고 2005누4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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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혹행위･업무스트레스에 따른 무선병의 자살34)

본 사건은 전문대학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하여 무선전화병으로 근무하게 된 망인

은 종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등 잦은 병원치료를 

하여 담당 업무에 적응이 어려웠으나 인력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

었으며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흥

분한 상태에서 교보재 창고에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었다. 

원심은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35)하였으나 대법원은 “군복무 

중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적응장애는 선임병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

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본 판결은 군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완전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는 한 자유

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자

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는 가혹행위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심신

상실에 이르렀거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서 등

록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4) 자살자에 대한 구) ｢국가유공자법｣상 판례의 기본적 법리

군인이 구타･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자해

3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35)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1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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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여부에 달려 있었다. 판례는 군인이 구타･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자유의지”에 따른 자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

유공자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① 먼저, 군복

무와 자살사이의 인과관계(㉮ 우울증과 사망사이의 인관관계 및 ㉯직무와 사망사이

의 인과관계 등 2중인과관계의 연결)를 살펴보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살

이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가 존재하며 

(공군조종사), ② 공무로 인한 우울증 발현에 의한 사망의 경우, 공무와 자살은 상당

인관관계가 존재하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사례도 존재한다.(휴가 중 

의경자살사건) 하지만 절대다수의 대법원 판결36)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

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

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

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

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7)판시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 사례에서 군자살자의 나이와 성격, 그에게 일어난 가혹행위의 내용･
기간･정도 그리고 자살자의 신체능력과 정신적 심리상태, 질병유무, 가족력, 교우관

계 등 모든 관련 제반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고려하여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앞에서 살려본 사례들은 군복무 중 가혹행위, 업무과중, 

적응장애 등으로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업무수행과 우울증발현이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자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군자살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이 판례

의 기조였으며 이런 선례들은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수긍한 판례들의 예는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

임｣, 행정판례연구회 XVIII-1, 행정판례연구회, 2013, 201-212면; 전극수, ｢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

로-｣, 공법연구, 제38집 제1-2호, 2009, 277-280 참조.
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변경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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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배상판례 

1)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소동

소위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베트남전쟁 파병

으로 인하여 파병군인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이 폭증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이 국가배

상으로 지출될 것을 우려하여 1967년 3월 3일 ｢국가배상법｣을 정하여 이중배상금지

를 규정하였지만 학계에서는 본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1971년 6월 22일 위헌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불구

하고, 당시 박정희정부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의 근거를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헌법｣
규정 상호간의 위헌은 없다는 논리에서 위헌시비를 피하였으며 당시 위헌의견을 냈

던 9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의 재임명탈락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151명의 판사들이 사

표를 제출했던 사법파동38)으로 이어져 사법부에게는 아픈 기억이 되었다.

2) 국가배상관련 판례

(1)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한 현역병39)

본 사건에서는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 성격으로 전입시부터 군생활에 잘 적응

하지 못하여 보호관심사병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경계근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 입창 

처분을 받았고 연기된 정기휴가 중 본인의 집에서 선임병의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자해하였기에 망인의 부모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부탁하였으나 정기

적인 면담을 하였을 뿐 그 외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망인은 그 후 군생

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임들의 폭언 등이 간혹 이어졌다. 망인은 

2차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한강대교 교각에서 익사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망인이 한 차례 자살시도

를 한 적이 있는 점, 동료 사병들이 망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없어졌고,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및 망인의 자살을 예방

38) 김병록,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위헌성｣, 토지공법연구, 제14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167면.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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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부모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29,448,704원, 형제자매인 원고 3, 4에게 각 2,500,000원의 손해40)를 인정하였다.

(2) 간부와 선임병에 의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교육학과 출신 의무병의 자살

사건41)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출신인 망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군수장교와 선임병으로부

터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육군에 입대한 지 약 7개월 만에 사단 내 

식당 뒷편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지도 않았기에 관련 간부들은 병력관리 소홀을 이유

로 견책 또는 7일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망인의 부모들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

였고 본 판례에서는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태로 발

견되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지만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

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부모들은 국가배상소송을 통해서 각 

40) 일실 수입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까지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로 생계

비는 수입의 3분의 1, 그리고 위자료로 망인에 대해서 1천만 원, 부모에 대해서는 각 5백
만 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2백 5십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책임비율은 20%로 제

한한 결과이다.
41) 전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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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84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42)

(3) 의무근무 군인의 사망에 따른 국가배상의 문제

2010두27363사건 이전 대부분의 판결은 자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지지하는 판단이었고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체계하의 대법원 판례들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군자살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에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고43) 2019. 12. 10.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예외적으

로 제32조(장애보상금)･제29조(사망보상금)만이 의무근무하는 병에게 적용44)된다. 요

약하면 이전에는 ｢국가배상법｣ 이외에는 군자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2001년부터 군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위

로금 형식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다.45)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 민

사사건의 손해배상사건과 동일하게 사망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만60세를 가동연

한으로 보고 기본적 손해금액을 산정하는데 명문대학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

42) 본 사건에서 원고인 부모들은 교육전문가로서의 수익을 주장하였지만 인정되지 않고 망인

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시점부터 만 60세가 되는 기간의 일용직 노무자의 

58,883원을 기본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43) 동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44) 동법 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45) 죽은 군인의 어머니,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 오마이뉴스, 16.1.25. (최종방문 2022. 5.6.)

“지난 2015년까지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자살로 사망할 경우 국가와 국방부는 무엇을 해

줬을까요. 진실을 알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놀랍게도 국방부가 유족에게 내준 것은 ‘죽은 

아들의 시신 한 구’와 ‘국방부 장관 명의로 지급하는 위로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0만 원 위로금 지급도 2001년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

원회는 군자살자로다 공무관련시 순직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제도개선을 권고면서 

원인불문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참고자

료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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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한 군제대 후 대학을 졸업한 시점을 기

산점으로 계산하기에 고졸보다 전문대재학생이 전문대재학생보다는 대학재학생이 차

별받는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의 책임의 범위는 일실수익, 위자료, 장

례비 등이지만 통상 국가의 책임을 20% 내지 30%로 제한하고 있어서 유족들은 6

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46) 기존의 보훈법체계에서는 통상적

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다가 최후에 국가배

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Ⅲ. 2012년 ｢보훈법｣ 체계 개편이후 판례검토

1. 2012년 ｢보훈법｣ 체계의 개편

2011. 9.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부개정을 통해서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

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47) 동개정은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이유를 보면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

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 2011. 9. 15.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

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

46) 홍석표, ｢국내자살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한계｣, 송무자료집 11집, 서울고등검찰청, 2008, 
134면.

47)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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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

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

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군사망･재해사고에 있어서 중요해진 쟁

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사례(특히 자해사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이 되거나 거부되

는 실무와 판례로 이어지는 법개정이 되었다.

2. 자해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존판례의 변경48)

대법원은 2011. 9. 15. ｢보훈보상자법｣의 제정과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이 있었지

만 아직 효력을 발하지 않았던 2012. 6. 18. 자해사망한 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게 된다.49)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구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

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

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

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

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를 들고 있으나, …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48) 본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판례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공
2004상, 637)(변경);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변경);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변경); 대
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공2006하, 1755)(변경) 등이다.

49)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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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

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

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

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50)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

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법해석학적으로 

보면 다수설에서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자해행위삭제)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반

대의견은 자해행위삭제를 언급한 점으로 비추어 보면 다수설에서 명시적으로 밝히

지 않았지만 동법이 개정되어 제4호가 삭제된 것을 고려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기에 

입법목적주의를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재판준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예시

에 불구하다는 판단을 내린 저변에는 법이념중심주의적 접근법에 의한 사법적극주

의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박병대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은 동법 제73조의2와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본

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자로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여, 일단 법 제4조 제6항 4호에도 불구하고 자살자도 국가유공

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별개의견에서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제73

조의 2는 2011. 9. 15. 삭제되었기 때문에 별개의견은 입법의도설에 입각한 해석은 

아니며, 완화된 문언해석만으로는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힘들

기에, 법완화된 문언해석과 법이념중심주의를 혼합한 형태의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완화된 문언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입법목적주의(제정당시기준)와 법이념중심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

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핵심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며, “자해행

위”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

50) 본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

회 XVIII-1, 행정판례연구회, 2013, 1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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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자유의지”유무 즉 심신상실 혹은 정신착란의 상태 등 도저히 자유의지가 있

었다고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예외적 사유만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자

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극단적 예외가 아니면 도저히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다.51)

3. ｢보훈보상자법｣ 발효이후 판례의 변화

1) 군인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비인정사례52)

본 사건은 망인은 이병으로 육군에 입대하다가 하사로 임관한 후 약 15년 동안 

육군에 근무하게 되는데 망인은 보직변경 신고를 앞두고 영내 숙소에서 자살을 시

도한 채 발견되었고 병원후송 중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는 부대 내의 따돌림과 부

당한 민원제기로 인한 우울증에 기한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하

였다. 

1심법원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를 인정하고 망인의 근무기록과 

망인에 대한 징계 및 보직 변경내역과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스트레스, 불안증

세) 그리고 유서내용을 바탕으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므

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53) 

하지만 2심법원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

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51) 본 사례와 법해석기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회 XVIII-1, 행정판례연구회, 2013, 244- 249면 참조.

52)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5누323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53)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구단1221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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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

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가혹해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을 근거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가혹행

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

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54)

2)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구분 문제 

(1) 군입대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군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뜀뛰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탈출

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회의로부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호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1심은 원고의 기존 병력이 없는 점과 훈련소기간 중 부상이 명백하고 국군병원에

서 현역복무부적합판명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사건 상병과 군 복

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

결하였다.55) 2심법원도 1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56)

하지만 대법원57)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

54) 본 판결은 고등법원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은 

확정되었다.
55)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56) 광주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5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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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

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

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

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

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는 판단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계속되는 판결로써 그 기조는 유지된다.

(2) 군복무 중 휴가 중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의무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비

해당결정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화포정비병으로 근무하였고 포상휴가 말일 날 열차에 뛰

어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어머니는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질책

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기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된 점, B

급 배려병사로 조정관리된 점, 수차례 질책은 있었으나 구타나 가혹행위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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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

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였다.58) 

2심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점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를 구한 점은 인정하

지만 1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59)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 2. 13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

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60) 

본 대법원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

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불가피한 사

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

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

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본 대법원의 판단은 2016년 이후 암흑기 같던 일련의 국가유공자관련판례에서 

58)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

결정취소]
59)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6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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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의 해석과 정신으로 돌아간 판례로 평가된다.

3) 국가배상 및 2중배상관련 판례 

(1) 입대 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과 보훈급여금지급관계61)

본 사례는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망인

의 부모들은 국가배상소송을 통해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순직

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결정을 하였지만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비추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안내를 한 사례에서 보훈급

여금부지급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배상법｣과 ｢보훈보상법｣의 취지, 요건, 성격을 달리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명시적으로 보훈급여금청구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

상 보훈급여금 청구권을 배제하는 해석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비록 1심법원의 판결이지만 확정된 판결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상급심법원

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된다.

(2) 법개정에 따른 국가배상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권의 행사여부62)

해군 하사로 임관한 망인이 임관 후 우울증 판정을 받고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

하던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자살하자 망인의 부모가 국가배

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은 망인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

망하였으므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구법에 의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을 

한 증거가 없음으로 지원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후, 국가배상소

송상의 2중배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63) 

61)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21036 판결 [보훈급여금부지급처분취소]
6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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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상의 단서를 적용할 때 구법이 아닌 개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각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등

으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64) 본사건

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판단은 개정법률의 부칙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평가된다.

Ⅳ. ｢보훈법｣ 체계에서 법해석권한의 행사의 방향과 한계 

1. 2016년부터 2020년 대법원의 판결기조(日暮途遠)

1)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구별기준과 소송관계

(1) 군입대 후 축구경기 중 인대부상과 연골파열 (보훈대상자가능성 긍정)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전･공상을 사유로 전역한 후, 축구경기 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한 안무연습을 하다가 

연골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원고의 상이와 군 공

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단순병합형태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그 판

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

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65)

63)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2759 판결
6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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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66)은 이 사건 상이가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위법하게 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의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로 인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이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는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그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

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

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였다.67)

65) 부산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4누11918 판결
6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67) 본 사례는 아니지만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의무병이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무릎을 다쳐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상이등급에 미달

한다고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

원의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

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기초로 원고승소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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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차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직접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례로서 표면적으로는 타당한 법해석으로 보이

지만 직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고 주원인성을 강조한 판례들로 이어

지게 된다.

(2) 비상대기 종료 후 야근 중 식사를 위해 외출 중 졸음운전 사망사건 (국가유공

자성부정)

비무장지대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은 5일간 2교대 비상철야근무를 계속하였

다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다음 날 당직근무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당직근무를 하

던 중 저녁식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여 식사 후 부대복귀 중 졸음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신

청이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68) 부대 내 식당이 문을 닫아 불가피

하게 부대 밖에 외출한 점, 부대위치상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비상근

무에서 당직근무로 이어지는 연속적 철야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인 점을 고려하

여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부대 밖에 외출하여 식사하고 귀대 

중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순

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는 주위

적 청구이므로 주위적 심리판단한 후 이유 없어 배척되는 때에 예비적 청구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69)

도 존재한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 [상이등급결정취소]
68) 서울고등법원 2015. 10. 19. 선고 (춘천)2015누252 판결
6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

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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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순위적 보훈대상자까지 부인한 사례 

(1) 부서장이 아닌 상관이 주재한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치사사건

망인은 휴일에 업무목적으로 상급자인 F의 지시로 출근하였다가 사기 진작차원에

서 부서 최선임자인 A중사이하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업무부족

상황을 지적받고 훈계 받는 중에 A중사에게 대들다가 A중사에게 뺨을 맞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2012. 3. 4.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부인은 2013. 4. 

1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2013. 8. 14. 비해당결정을 

받자 당해 비해당결정취소를 구하는 일련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차 등록신청에 대한 제1심은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경위나 참석자들의 범위, 상

급자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녁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

로 이어진 일련의 회식 과정이 상급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 회

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업무상 부족사항을 지적받다가 일어나 폭행으로 사망하였

다는 이유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70) 2심은 1심 판결 중 국가유공

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부분은 모임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을 취소한 부분은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71)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

고하였으나, 2015. 12.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72)

이에 망인의 부인은 2015. 12. 17.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망인

은 소속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등록신청에 대한 1심은 망인은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
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

70)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451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7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누214
72) 대법원 2015두55851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됨



48

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73)을 하였지만, 2심은 망인이 

부대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중 부대의 부사관 선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1심을 취소하였으며74), 대법원은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

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5)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상의 부대(부서)이 장 또는 소

속기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에는 반하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좁은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성이나 보훈대상자성을 부인하더라도 차라리 원심과 같이 직무수행중 

사고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덜 궁색하였을 것이다. 

(2) 이명과 어지럼증 및 청력상실과 상당인과관계증명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원고는 업무상 스

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

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취

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은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의료기록(정신과 신체감정의), 의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유발인자로 알려진 사실, 그리고 질병 발병 무렵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부로

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와 입대 후 지금까지 근무하기 전

까지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기록에 기초하여 원고가 군 복무 중 수

행한 소음소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였다.76)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원심이 

73) 전주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구단421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74) 광주고등법원 2017. 9. 25 선고 2017누1303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7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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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한 바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

를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평상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원

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외에 군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하던 다른 법무

관들(다른 법무관 1명, 법무서기 1명)이 함께 일한 점과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상 차

이, 원고 부대 소속 법무관 및 법무서기 사이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 원고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

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하였다.77)

3) 국가유공자등록 필요조건으로 직접 원인성 및 주된 원인성

(1) 잠수함 갑판병 실족사 사건 (국가유공자 부정)

망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갑판병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4.20. 소화

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정박 중인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

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

인의 아버지(원고)는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
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

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망인이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위하여 훈련 시작 5분 전에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보고한 후 익사한 사실과 함

정은 하나의 무기인 동시에 숙박장소인 점, 함정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준비’하기 위

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78)

76) 부산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12031 판결
7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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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79)은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

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

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한다

고 판시하면서 순직군인에 관하여 제2-1호 (가)목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

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

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

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

3호 [별표 1]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직접적 원인을 본 판례와 같이 좁게 해석하면, 영내에서 거주하거나 해군 함정에

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적군의 어뢰공격 내지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하여 함정이 격침

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나 지진에 의해서 막사가 붕괴되거나 동료의 오

발이나 수류탄투척이 있어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수호등과 직접 관련된 직

무수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여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사이에 직접

적인 원인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성이 부인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군대내의 사망 혹은 부상발생에 있어서 교육훈련이 40%∼49% 영향을 미

쳤고 기존의 본인의 체질적 소인 51%∼59% 영향을 미치면 지원대상이 되는 보훈

보상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여지며, 판례가 금과옥조처럼 지적하는 개

정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대상자법의 개정이유중 한 부분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78) 부산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79)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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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여 년 전 의병전역한 장갑차 운전병의 고혈압･시력저하에 대한 비해당결정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75. 1. 31. 의병 전역하

였는데, 군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고혈압과 시력저하가 발생했

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11. 4. 4.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

당결정을 받았고 2012. 8. 31.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태성 고혈압, 자완 망막박

리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상이의 발병이나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상이중 좌측 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80)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

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

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

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

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

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상,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해당결정처분 중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

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

하면서 “좌안 상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그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부분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80)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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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였다.81)

본 사건의 적용법률을 대법원은 개정된 ｢보훈보상자법｣체계에서 판단하였는데, 개

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부칙조항82)을 간과한 것이 아니지 의문이 제기된다.

(3) 전투경찰근무 중 불침번근무 중 자살한 사건

망인은 1976. 7. 15. 경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선임경의 구타와 가

혹행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에서 원심은 망인의 사

망과 전투경찰대 복무 등의 직무수행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유공

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비해당결정처분을 모두 취소83)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

상자법｣의 차이와 입법이유를 강조하면서 ｢국가유공자법령｣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

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

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

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

로 하여 발생한 것84)”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85) 또한 대법원은 개정법체계

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

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

8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

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
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

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

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3)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5513 판결
8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참조
8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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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면서 그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한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와 보훈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데 단순병합으로 보고 양립불가능한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기에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망인이 자살 당시 수행했던 불침번 근무가 이 사건 별

표 제2-1호 나.목에서 정한 ‘경비’ 업무의 일종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망인이 시간적으로 위와 같은 불

침번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는 기각하였지만 “망인

이 분대원들이 취침 중이었음에도 그 옆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한 점까지 보태

어 보면, 당시 망인이 초소 불침번 근무를 하다가 힘든 전투경찰대 복무 및 그와 관

련된 구타,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져 합리적이

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는 인용하였

으며 소송총비용은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86) 

(4) 탄약정비병의 림프종 발병 (직접 원인성 부정)

망인은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87)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을 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법｣상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자 망인의 어머니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망인이 군수품인 탄약의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

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담당

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

86) 광주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누529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87)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

다. 악성 림프종에는 호지킨과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이 있고 악성 림

프종의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특정 림프종의 경우 엡스테인 바 바이러스(EBV)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 서울 아산병원 건강정보 비호지

킨 림프종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0458 
(2022. 5.1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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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인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

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

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88) 대법

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을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개정 법체계의 특성과 입법의도를 강조89)하면서 원심을 지지

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90)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대상인정과정상의 심사단계

(1) 육군에 입대한 후 유격훈련 중 부상으로 의병전역 후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

이 거부된 후 10여년이 지난 후 재신청한 사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13. 이병으로 의병전역했는데, 유격훈련 중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치료 후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01. 12. 18.자 요건 비해당 심의･의결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고, 2013. 10. 4.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

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다른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보

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등록을 단순병합하여 취소를 구한 것을 

기각하였고 원심91)은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으

나 대법원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88) 광주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5누7516 판결
89)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고 유지함.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9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9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

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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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

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2상이

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제1상이와 제2상이는 동일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이고, 군 훈련이 제2상이에 기여한 정도는 7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을 지적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이 제2상이를 진단하였고 그 부분에 절제술까지 시행

되었으며 감정의 또한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

분의 상태가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2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이나 보

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서 원심판결 중 제2상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92)

(2) 산악구보훈련 중 두부골절과 보훈보상대상인정 및 상이등급 (2단계절차 강조)

원고는 1988. 8경 입대하여 훈련 중 특수 무술훈련 중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

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 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무술훈련 

중 허리 및 부상은 인정하여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는 의결을 하지만 상이등

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악구보 중 부상을 당한 것을 주장하면서 2014. 10. 17. 재등록신청을 하였

지만 증거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

였다.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

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3)

9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93) 서울고등법원 2016누75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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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

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94)

5) 상당인과관계증명 책임과 증명정도 

(1) 전차 화포정비병으로 근무 중 포상휴가 중 자살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화포 정비병으로 근무하였지만 군 입대 후 C급 배려사병

으로 관리되고 적성적응도 검사에서 전문가 지원이나 자살 등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이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로 병역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부대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을 알고 있다가 혹한기훈

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 날 열차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는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95)과 

원심96)은 부대 내 가혹행위나 구타가 없었으며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

스가 없다고 보고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

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

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9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95)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

결정취소]
96)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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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하였고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예

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였다.97)

(2) 자대배치 4일 만에 자살한 의무경찰

망인은 2007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충주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자살

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선임 대원들의 부

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

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20%로 제한하였고 유족들은 2015. 7.

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망인은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

단하여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는 판단98)을 

하였지만 2심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

고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망인이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

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

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

97)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98) 관련기사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자살… 보훈대상자 안돼, 법률신문, 2020.04.16. 

https://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F0B927CFB6F (최종방문 2022.
5.14.)



58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99) 대법원은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

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

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

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

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100)를 참

조한 후, 원심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시행령 별표에 대한 위헌주장에 대

해서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

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01)

6) 국가배상 및 국가배상과 보훈법령의 관계

(1) 해군 당직 사관근무 중 부대인근 공원에서 자살한 사건

해군에 입대한 망인은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폭

언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고 원고인 망인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여 1억 1천여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하

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

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기에 보훈급여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심102)은 1심103)과 달리 ｢보훈보상법｣에서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99) 대전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13203 판결
10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10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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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을 취소하였지만 대법원104)은 

｢국가배상법｣상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

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

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
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2) 군의문사에 대한 부실수사와 국가배상

망인은 2003. 4. 15. 군에 입대해 수도군단 야전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의 화장실 벽면에 걸린 전투화 끈에 목이 매어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헌병대는 

외상이나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타살인 경우 이를 인지한 병사들이 있어

야 하나 없다는 점과 거짓말 탐지기결과 등을 근거로 타살가능성을 희박하다고 판

단하였고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 모욕과 강요와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

로 결정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9. 23. 군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의 타살증거가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살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당해 진정을 기각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2017.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에 사망장소인 화장실 구

조상 망인이 혼자 목을 맬 수 없는 점, 헌병 수사관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10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1. 23 선고 2015누337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

의 소]
1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10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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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을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소월한 교육하에 지뢰제거 투입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소속부대원이나 수사관의 행위가 고의

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2018. 3. 14. 어머니는 2019. 9. 3.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국방

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19. 9. 4. ‘망인이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

였으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부실

한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지만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

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시효소멸을 주장하였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군의문사 조사/제도 

개선추진단 법무심사팀은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 현장검

증결과 욕조와 못 사이의 거리, 바닥과 욕조의 거리를 고려했을 경우 망인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조사한 사실, 원고가 의뢰한 사망원인 조사에

서 목매어 자살한 사람의 목 부위에서 볼 수 있는 주저흔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끈

에 목이 졸리어 죽임을 당한 교살 때에 볼 수 있는 방어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군 수사기관이 그 당시에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 사고를 ‘원

인불명’으로 판단하였어도 국가보훈처가 ‘원인불명’을 영내 취침 중 “사고 또는 재

해”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 

휴식,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판단하여 당시 ｢국가유공자법｣상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

아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서의 과실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군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망원인을 조작･은폐하지 않은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금액은 망인의 부모에게 각 15,000,000원, 형제인 원고에게 5,000,000원으로 정하였

다.105)

부실수사를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인불명의 사망인 경우 개정 전 법률

하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이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단은 쉽

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즉 원고의 주장된 사실이 확정되면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판단하면 결론이 도출되고 또한 기존의 판례입장에서도 자살자에 대해서도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53373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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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

다.

2.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특징과 그 이후 입법과 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상 사건의 적용법률

은 구법체계(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지만, 대법원의 판

결의 선고는 2012년 보훈보상법체계가 입법되고 발효되기 직전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은 이미 개정법률의 존재와 개정이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

었다고 판단해야 하며,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영일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문언해석에 충실하고 개정되어 시행될 법률의 취지 중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별개의견을 제시한 박병대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은 자살자에 대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취지와 

유사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

공자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는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

서 본 판결로 인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현실은 

개정법률과 개정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결론들이 이어졌다.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라 구체적 법적

인 분쟁이 있는 경우106), 그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07) 그

러므로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

관계에 적용될 법조문을 특정하고 조문형식으로 입법된 법조문을 개별 사건에 적용

하는 법해석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 보훈법체계하

의 판례들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개정이유에 주목하고 강조하는 판

106) ｢헌법｣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107) ｢법원조직법｣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

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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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하고 있는 외향을 취하고 있지만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또 다른 주요개정내용

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

록 함”이라는 부분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행정법령에 많이 

나타나는 기본법체계에서는 법원은 헌법의 관련조문과 기본법의 정신을 처분의 근

거법규와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정신과 통상은 기본법에서 표방하는 기본

이념에 충실하고 현재의 사회실정에 맞는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수긍가능한 해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체계하에서도 헌법과 일반법률과의 관계처럼 법해석

상 기본법의 우위를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법령체계의 

관계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

고 있는데,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

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데, 결국 ｢국가유공자

법｣의 대상이 되던지 단순(?) ｢보훈보상법｣의 대상이 되던지 그 숭고한 정신을 선양

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보훈법체계의 목표가 되는 것

이다. 또한 기본이념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

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다.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아니

라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은 자신의 젊음을 바친 것

에서 시작하여, 상황적 특수성에 의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 

당연히 포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병렬적으

로 나열한 주요개정이유에서 나타난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

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의 의미가 실제로 가능하게끔 ｢국가유공자법｣의 실무적

용과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해행위자를 삭제한 배경으로 제시한 대

법원 판례인 전투경찰사례가 개정법하에서 문제된다면 입법취지를 반영하면 국가유

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법해석을 해야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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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 관련성과 주원인성관련 해석문제

현재 개정법체계에서 잠수함 갑판병의 실족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

과 직접 원인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지만 

하급심판단에서 보듯이 함정의 특수성과 훈련대기의 특수성 그리고 규명되지 않은 

직접 원인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 원인성을 증명하라고 할 수 없는 군내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 준비 중인 함정에 일어난 실족사사

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판단하고 사인이 

익사라는 점이 밝혀진 것으로 바탕으로 실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피해자

의 과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훈련 중 실족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

로 직접적 원인성을 인정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비록 적군의 

기습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해군장병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화장실에 있거나 수면 중

에 있었거나 식사 중 폭음에 놀라서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였다면 전몰군경이나 순

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지지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현재 동법 시행령 별

표에서 박스 내에 다시 기재되어 있는 “직접적인 원인”,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염병 환자의 치료, 인명구조 등 대민지원 업무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치안정보 수집 

위한 현장 활동도 규정된 것에 착안하여 각 개별 호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즉 직접적 원인활동은 도저히 국가유공자로서 볼 수 

없는 사례를 주위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당연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2010두

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신을 계승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했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군내의 사고･
재해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보
훈대상자 등록 관련처분의 근거법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법｣ 혹은 ｢보훈보상자법｣이 

되겠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용법령을 획정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는 당연히 ｢헌법｣ 제39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는 병역법체계와 조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모병

제국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합헌적이지만 차별적인 병력의 의무가 지워지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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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병역의무가 부가되지 못했고 국민정서

와 합당하지 않은 병력의무의 실천이 있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즉 징병제 국

가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국민 즉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주의의

무가 ｢병역법｣상 주어져 있다. 국가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을 통해서 현역에 복무하

는데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다고 판정한 남성이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국가와 사고를 당하거나 입은 국민이 나누어서 지는 것이 아니

라,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국가와 의무복무군인을 관리하던 국가가 

그 책임을 근본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 없

거나 국민정서상 도저히 보훈법령에 의해서 예우 또는 지원할 수 없는 사례는 예외

적으로 제외하는 구조로 입법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국가배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책임문제

군내의 자살에 있어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통상 20% 정도로 제

한하는 판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원제국가가 아닌 징병제국가에서의 징

병체계와 병력의무이행을 위한 법체계를 도외시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헌법에서 부

과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현실적 수범자로 대한민국 남자만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병역법에서 병역판정검사체계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공평하고 신뢰가

능하며 납득 가능하도록 부여할 의무가 국가에 주어져 있다는 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해서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병역

판정108)을 하도록 필수적 주의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혹시 모를 병역판정검사의 

오류나 상황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입영판정검사시스템을 두고 있어서 현행 법체

계에서는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만약 군대 내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배상법｣의 판례에서 

108)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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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하는 개인적 이유나 체질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

사에서 국가가 강제징집하면 자살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될 국민에 대해서 차별

적･과오적 병력판정 및 입영판정을 하여 군대에 강제징집한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

이 된다. 결국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단순히 군관리책임자로서의 국가와 자살자의 

문제가 아닌, 병역처분과 입영판정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제 징집처분을 하는 국

가와 군대내부의 질서와 운영을 하는 국가의 책임문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살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이 20대 내지 80대가 아니라, 적어도 병역시스템을 운

영하고 징집처분을 하는 국가와 군대내부관리책임자로서의 국가가 80% 이상의 책

임을 지고 도저히 징병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거나 군입대 후 발

생한 사정변경과 개인적 사유를 국가가 입증하면 개인의 책임이 20% 정도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의학적 증명과 관련한 판례의 재검토

군내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에서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

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109)는 판단을 하였다. 즉 망인의 군생활의 개별적 특성과 망인의 질병사

이에 연관성이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명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다는 것

이다. 즉 상당인과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지위에서 발병원인이 군생활에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것이라고 재판부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훈법령 해석에 대입하면, 특별히 상당인과관계인정과정

에서 의학적 판명을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과 달리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박 중 자살한 의경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판단한 판례에서 법

원은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10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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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

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울증과 자살

에 대한 의학적 연관성은 입증되었고 우울증이 의무복무 중에 생기지 않았다는 증

거를 국가가 제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입증책임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군내 

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수긍 가능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공군조종사

사건에서 대법원110)은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직접 원인성)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에 최종적인 인과관계(직무직접관련성)를 검토하여 자살에 의한 사

망도 당시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사유로 규정한 자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법정책적 법해석을 통해서 길을 열었다. 2012년 발효된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명시적으로 자살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개정이라

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직접적 직무 관련성과 직접원인을 기존의 공

군조종사사건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해석을 하는 근본적 이유와 의도가 

과연 개정법률의 개정이유뿐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Ⅴ. 암흑천지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면서 

2012년 발효된 ｢국가유공자법｣ 체계에서 판례가 강조하는 보훈의 정체성강화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과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의 구별도 헌법과 보훈

법체계와 조화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된 법률상 유지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의 목

적조항과 합리적으로 조화되고 동법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조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을 계속 이어서 사용한다는 점을 2012년 이후 판례에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

다. 즉 국가를 위하여 한 희생은 공헌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희생이 큰 경우는 국가

의 안위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그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다는 기본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헌법정신이 

110)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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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으로서 국가의 강제 징병에 응하여 군복무 중 생명을 다했다

면 그 희생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희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도저

히 국민정서와 헌법정신 및 국방의무와 ｢보훈법｣체계가 용납할 수 없는 희생에 대

해서는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자로 예우하고 지원하지 않는 법체계를 입법자는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은 사고에서 국가유공자성이

나 보훈대상자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대상자법｣
의 입법목적이 “①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제고하고, ②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자해행위로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 입법이유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②의 개정이유와 관련해서는 원

안인 박선숙의원의 안111)에서 명시적으로 자살한 전투경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

록거부처분을 취소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개정이유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대안가결된 법안의 개정이유에도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명시한 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판례의 태도라면 과연 입법자가 의도한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의도가 실현되는 사례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판례가 국가유공자성이나 보훈대상자성을 거부하면서 사용하는 “사망이나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

이나 생활습관에 기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수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판례를 수긍할 수도 있

겠지만, ｢병역법｣체계와 결합하면 체질적 소인이 있고 기존 질병으로 현역복무가 부

111) [18114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H1G0Y4U0E1C1N8K0Y4G5S8
D4U1Q3 (2022.5.1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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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국민에 대해서 강제징집하여 사망을 초래했다는 근본적이 국가의 책임을 간과

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 국가의 책임은 단순히 ｢국가배상법｣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결단에서 고유적 의미의 국가수호와 영토방위와는 상관없는 베

트남파병을 결정한 국가책임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제도에서 국가방위와 국민의 안전

과 직접적 관련 없는 국가정책결정에 따른 파병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형평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6.25전쟁에서 

군번 없는 학도병으로, 전투지원 민간인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되지 않는 희생까

지 한 분들과 적의 탱크를 막기 위해 육신을 던지거나 교전 중 부상한 분들과 유가

족의 기준에서는 국가유공자제도는 고귀하고 그 정신이 반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엄

격하게 운영되고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

경과 전상군경뿐만 아니라 4･19혁명부상자 등도 국가유공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평균연령이 73세112)에 이르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과 

2012년 이후 보훈 대상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점113)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법｣체계에서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일들이 다반사114)로 일어났다는 점115), 군대 축구 중 부상으

로 2008년에서 2013년 기준 매년 450명이 의병제대하고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로 등

록되고 있었다는 116)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에서 입법자의 입법의도의 한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통해서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발생한 사망

과 재해 그리고 이어지는 피해에 대해서 법률해석의 범위 안에서 사법정책적 해석

을 해야 할 것이며, 2010두27363판결과 같은 해석틀 내에서 국가유공자성이나 보훈

대상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법부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치부하거나 시행령 별표상

112) e- 나라지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
tlPageDetail.do?idx_cd=2482 (2022. 5.16. 최종방문)

113) 2012년 861,817명이던 보훈대상자는 2021년 기준 839,118명이다. e- 나라지표, 국가보훈

처, 보훈대상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61 
(2022. 5.16. 최종방문)

114)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 의병 전역...‘국가유공자’, 오마이뉴스, 11.05.03. http://www.ohmyn
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1114

115)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법률신문, 2009.02.02. (2022. 5.16. 최종방문)
116) ‘전투 축구’ 뭐길래…매년 450명 의병 제대, SBS 뉴스, 2013. 10. 14. https://news.sbs.co.

kr/news/endPage.do?news_id=N100202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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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해석하여 개정법률의 한쪽 의도만 강조하여 또 다른 

개정이유는 불능미수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훈심사 해당하는 재해사망부상군경이 2020년 2,431명에서 2021년 1,781명으로 

줄었지만 2012년 이후 최대 2,878명 등 줄곧 2천 명 이상이 재해사망부상군경이 존

재하였다.117) 보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

으로 군내사망재해사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는 판례

의 태도는 2020년 기준 군경유족 72명, 2021년 72명에 비하여 기타의 경우(독립유

공자본인, 독립유공자유족, 무공보국수호자, 전공상군경본인을 제외한 경우)가 역시 

72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하여도 자대배치 4일 만에 자살한 사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성을 부인한 판례는 병

역법체계에서 강제징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되는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판

례이다. ｢국가배상법｣체계뿐만 아니라 ｢보훈법｣체계에서도 사망의 원인 혹은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 특성 탓으로 돌릴 것도 아니고 평균인 기준에서 상황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종합적 고려를 해야 한

다는 기본적 판례입장에 충실한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실천과정에서 일어난 군복무자의 사망･재해사고에 있어서 국가는 인수책임내지 위

험으로 강제초대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군복무자가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입대하였

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사회로 복귀시킬 무한책임이 존재하며, 국가는 세대적 

형평성과 시대적 공정성을 담보하고 현실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병역제도를 설계

하고 운영하고 그에 수반된 사고에 대한 전책임과 무한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입법하고 입법된 법률을 운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물리적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

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본다. 누가 국

가를 위해 총을 들 것인가? 가고 싶은 군대, 당당한 군생활 그리고 자긍심과 보람이 

있는 의무복무는 형식적 병역의무의 획일적 집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유공자성이 부인되거나 보훈대상자성이 부인된 사례의 원고들 입장에서 판례가 

주장하는 보훈제도의 정체성확립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별성 앞에서 한 번 고배를 마

117) e- 나라지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
etail.do?idx_cd=2486 (2022. 5.1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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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고 수긍하고 울분을 삼켰을 수도 있지만 BTS의 병역면

제법안을 호소하는 장관118)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119)을 보면 해외이민을 생각하

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건 과한 상상이길 바란다. 

의무복무중인 군인과는 단순 우열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의 경

우에는 ‘직업’ 또는 ‘생계’적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 판례120)에서 1992년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하반신미비가 

되었고, 2013년부터 2018년사이 욕창치료 및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8년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에게 동호회회장직퇴출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 등 다른 요소들이 있다

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여운 상

황이라는 전제하에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판단한 판례도 존재한다는 점은 

대법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18)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 2022. 5. 4. https://www.korea.kr/n
ews/policyNewsView.do?newsId=156506256 (최종방문 2022. 5.16.)

119) BTS 병역특례 기준 마련해달라 국회서 첫 토론회, 한국경제, 2022. 5. 12. https://www.ha
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20006i (최종방문 2022.5.17.)

120)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 / 김성배 71

선고일기준의 참고판례목록
심
급

사건번호 사건유형 쟁점 결론 주심

대
법
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
34275 판결

산재보헙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재해행위의 
업무상재해인정

우울증자살인정 김재형

서
울
지
법

2021.4.16 선고 
2020가합 533735 
판결

국가배상 수사부실
부실수
사배상

대
법
원

2 0 2 0 . 3 . 2 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
부처분취소

상당인과관계/자살
4일만에 자살 
의무경찰

 김재형 인과관
계부정

대
법
원

2 0 2 0 . 2 . 1 3 선고 
2017두 47885

국가유공자및보훈
보상대상자비대상

결정취소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

자살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와 

증명책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구

분(직접성)
김상환 0

대
법
원

2019.5.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
부처분취소

주된 원인
탄약정비병의 

림프종
안철상 X

대
법
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의 

상당인과관계

공군법무실장 
불인정

조재연
인과관
계부정

대
법
원

2018.6.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
부처분

공상인정절차와 
상이등급결정절차

구분됨/ 
공상인정에서 

상이등급판단안됨
김재형

일부
긍정

대
법
원

2018.3.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
해당결정취소

상관의 주재한 
회식참여(부사관) 부대장아님 조재연 부정

대
법
원

2017.9.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
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 직접관련성 약함 조재연

대
법
원

2017.8.24. 선고 
2017두42521

국방부중앙전공사
마심사결정취소

항고소송의 대상 박상옥

대
법
원

2017.7.11. 선고 
2015두49153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주된원인/ 
직접관련성
관절연골파열

청와대경비
증명부족

박상욱 부정

대
법
원

2017.5.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
록거부처분및보훈
보상대상자유족등
록거부처분취소

직접적인 관련성 
직접적인 원인

졸음운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은 
양립불가

김신 부정

대
법
원

2017.3.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
대상자비해당결정

처분취소

기존질병의 악화 
(위임한계)

자유심증위반 
(인정취지) 김소영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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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급

사건번호 사건유형 쟁점 결론 주심

서
울
중
앙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국가배상 (경찰관) 2중배상문제

대
법
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
지처분취소

역2중배상사건
국가배상후 

보훈보상급여청구
가능

조대희

대
법
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순직군경-직접적 
원인관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관계

직접적 원인강조 
(불인정) 조대희

원심파
기

대
법
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된원인
기존질병악화
일부취소

장갑차운전병 
국가유공자인정취

지
박병대

일부파
기

대
법
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
부처분취소

교육훈련 직접관련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 주돈 원인

잠수함 갑판병 
화장실실족사 

불인정
김용덕

원심파
기

대
법
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국가유공자보훈보
상대상자비해당처

분취소

이의신청의 
항고소송대상성

처분성부정
석명권행사

박상옥 비연관

대
법
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직접적인 관련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관
계

직접적 관련성강조
주위적･예비적

박상옥
원심파
기

대
법
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주된 원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관
계

주된원인 
강조(신병훈련소 

뜀뛰기)
주위적･예비적 

청구

이상훈
원심파
기

대
구
지
법

2016. 4. 29 선고 
216구단10010 판
결

국가유공자및보훈
보상대상자비대상

결정

구타나 가혹행위 
증거부족

육군화포정비병 
(포상휴가중 자살)

청구기
각

대
법
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
결

국가배상 2중배상문제 실재행사와무관 김용덕
원심파
기

광
주
지
법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뜀뛰기 추간판탈출 
인정

대법원파기됨
1심인
용

서
울
고
등

2015. 6. 17 선고 
2015누323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취소

군인의 
자살(비위사실고발 

15년차)

보훈보상비인정 
적법

1심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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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급

사건번호 사건유형 쟁점 결론 주심

행
정
법
원

2015. 1. 16 선고 
2014구단56492 판
결

보훈급여금 청구
제소기간문제

보병 사수 자살
국가배상일부승소
후2013구합21036

창
원
지
법

2014. 9. 26 선고 
2013구합21036 판
결

보훈급여금부지급
처분취소

입대후 우울증 
자살

역2중배상문제

국가배상일부 
승소후 보훈대상

2018년 
대법원
과 동일

대
법
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처분

군인의 자살
직무중 사망

자살도 
상당인관계판단후 

결정
전수안

서
울
중
앙

2010. 10. 13 선고 
2010가합34109 판
결

국가배상
업무과중 갑질피해 

자살
20%책임제한

서
울
고
등

2010. 9. 10 선고 
2010나2697 판결

국가배상(경찰관) 2중배상금지
일반 직무포함

대
법
원

2007. 7. 12 선고 
2006다28089 판결

응급가료비지원미
지원 배상청구

군의관과실인정 2중배상청구아님 이홍훈

대
법
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의무경찰) 국가유공자인정 이강국

대
법
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국가배상 2중배상
장애등급비해당시 
국가배상청구가능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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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참고 법률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

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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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

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 5. 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

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

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

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

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

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 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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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

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

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

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

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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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

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

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

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

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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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

으로 확인한 문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

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시행령 별표2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

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

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

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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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

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

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

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

(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군에

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

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

원 업무

…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

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

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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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

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

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

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보훈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

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

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

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

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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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

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

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

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

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

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

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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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

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

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사망사

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증명서･처방전･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

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

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

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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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

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제20

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

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

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

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

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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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 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

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

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

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

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

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

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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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

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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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에 대한 토론문

1)

박 현 정*

김성배 교수님의 발표는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특히 보훈법 체계의 개편이 판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했던 관련 판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주셔서 

판례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

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교수님께서 

제기하고자 하신 문제는, 제가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해･자살자도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함

에도 판례가 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고의 전

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의 제한에 있어

서 국가가 의무복무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

는 판단을 거쳐 복무를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판례가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직접원인성을 엄격하

게 요구하는 것은 2011. 9. 15.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교수님의 견해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발표문을 읽고 든 저의 생각을 부

족하나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배상은 군 사망･재해사고에 관하여 부

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군인연금법이나 2020년 시행된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재해의 인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에서의 재해 인

정의 구조와 동일할 것이라 추측되고 발표문의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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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보훈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

훈보상대상자의 관계 설정 문제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부분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 보훈법 체계의 개편과 보훈법령의 해석･적용

2011. 9. 15.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기존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의 사망 등 여부에 따라 순직･공상군경과 재해사망･부상군경으로 나누고 

전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후자는 같은 날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에서 규율하는 구조

로 보훈법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2019. 12. 10. 제정되어 2020. 6. 11. 시행

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

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

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군인연

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였습니다.1) 이에 따라 현재의 군인 보상･보훈 체계

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재해보상을 제공하고, 이에 추가하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재해에 대

하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추가의 보상과 예우를 제

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2)

순직･공상군경 또는 재해사망･부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동일합니다. 먼저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3) 

 1) 법 시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보상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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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 포함)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각 시행령의 별표에서 순직･공상군경 또는 

재해사망･부상군경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각각 8개 항목과 16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5)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의 결정 문제는 위 

각 시행령 별표의 해석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2. 군인의 자해･자살과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제3호 이하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되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제2호에 정한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

자로 인정하는 일종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사고 또

는 재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회된 사람, 질병으로 사망

한 사람을 적용대상에 포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의 자해･
자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15조, 제16호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

였다고 인정된 사람(“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포함

되어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삭제)

제16호: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4)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5)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제2-1호부터 제2-8호까지 8개 항목) 및 보훈보

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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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2020. 6. 9. 

개정으로 신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의 특징 중 하나는 제15호에 “자유로

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구 시행령 별표를 적용해야 하

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15호의 해석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법률의 해석을 

통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제15호의 해석의 지침

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제15호가 상위 법률

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후속 판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1년 국

가유공자법 개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표현이 상위법률에 반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의 16개 항목은 1차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

하는 행정청의 업무수행의 예측가능성과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법규명령으로서 법

원을 구속하는 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별표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상이 또는 질병이 빠짐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 별표는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사망 등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위 16개 항목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16개 항목이 가능한 많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위 

항목 중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보훈보상대상자

로 인정함으로써 관할청의 입장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

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방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과 직접관련성 및 직접원인성 

군인의 자해･자살과 국가유공자 해당 문제도 국가유공자법령의 해석에서부터 출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자체에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일 것을 명시한 이상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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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관련성을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접관련성

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

안에서 법원이 직접관련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인지 반성할 필요는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원인성 문제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공상군경 개

념 정의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사망이나 상이(질병 포함)”일 것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그 직무수행 등이 사망이나 상이의 직접 원인이 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요건 및 기준을 정할 때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및 “사망하거나 상이(질병 포함)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고

려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각 항

목은 극히 일부(제2-3호, 제2-8호 라목)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이 그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순

직군경･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의 의미를 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반대하는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원인성’은 위의 

‘직접관련성’과 달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데 전혀 필요하지 않

습니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국

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의 구별 징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논리로만 따지자면 ① 국가의 수호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사망 등의 원인이 되었으나(직접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② 개인적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하여 직접원인성은 부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국가유공

자에도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각 항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2-1호부



94

터 제2-8호까지 8개 항목은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사망, 상이, 질병을 모두 포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2-1호부터 제2-6호

까지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자해･자살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제2-7호6) 및 제2-8호 나목인데, 그 중 직무수행 

등으로 질병을 입은 경우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제2-8

호 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급성으로” 

부분은 2022. 1. 13. 개정으로 삭제)

대법원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

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라고 

보아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

고 2016두55933 판결). 따라서 자살･자해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원

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수호 등과 직무수행 등의 직접관련성 

및 직무수행 등의 직접원인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의 판례 취지에 따를 때 대

상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같은 선상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전몰군경･전상군경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

다. 국가유공자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

 6)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

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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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을 전몰군경･전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직･공상군

경과 달리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질병”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

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호에서도 “사망 또는 상이”만을 국가유공

자 인정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

되었기에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 문제상황 자체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

투로 얻는 PTSD로 고생하거나 자살한 참전용사도 전몰군경･전상군경으로 예우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을 통한 해결도 필요하겠으나, 궁극적으로

는 법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발제】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1)

조 성 제*

Ⅰ. 들어가며

Ⅱ. 군인의 사망 – 의무복무 장병의 자해사망을 

중심으로

Ⅲ. 군인재해보상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책임 확대

Ⅳ. 군인재해보상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등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Ⅴ. 맺으며

Ⅰ. 들어가며

“매번 이러한 군부대 사고가 발생하면 갈등이 생기는 보상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

신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가득 드리운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있

다. 1차 사법파동의 원인이기도 한 이중배상 문제다.”1)

“사망한 군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망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순직 형과 순직 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부적절하다. 군대 

내 부조리 통제 실패 및 의무병에 대한 보직관리 실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의무복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2)

 *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1) 오마이뉴스 2016.12.15. : 군에서 사고 당해도 배상 청구할 수 없는 이유 (http://www.ohmy
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0438) (최종 방문일시 : 2022. 
05.16.)

 2) 뉴시스 2021. 09. 09. : 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http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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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2019

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21년 3월 30일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

해보상과를 신설하였다.

군인재해보상은 장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나 이 글에서는 주로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논의에 국한하기로 한다.

우리 법제사에서 대표적인 개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 국가를 위한 활동 중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는 보상금만 지급

하면 다른 책임을 모면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나 이

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어져 왔다.

아래에서는 먼저 군인의 사망과 관련한 그 중에서도 의무복무장병의 자해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논의를 서술하고, 군인재해보상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국가책임 

확대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상 관련 법령과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배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판례를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국가배상과 관련된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군인의 사망 – 의무복무 장병의 자해사망을 중심으로3)

1. 개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군입대한 병사들이 자해사망하거나 정신질환으

wsis. com/view/?id=NISX20210909_0001577734&cID=10301&pID=10300 (최종 방문일시: 
2022.05.16.).

 3) 졸고,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을 중심

으로 -,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371-375면과 379-385면을 요

약하여 정리하였다.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 조성제 99

로 상이를 입는 경우는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의무복무장병의 자해사망에 대한 담당

부처인 국방부와 보훈처의 판단기준도 상이하다.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주요한 법률관계는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사망보상금 및 유

족연금, 국가유공자 등록이다. 

군인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은 사망보상금 급여 제한사유의 하나로 본인의 고의

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으로써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서는 군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

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자해행위로 인

한 경우도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한 바 있었다.4)

그런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간 일치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었고,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은 대부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제외규정

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2. 1. 26. 법률 제6648호 개정으로 동법 제4조 제5항으

로 신설되었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 개정으로 제4조 제6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규정 당시 그 취지는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

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

여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

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제301회 국회 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 201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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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가혹행위 등 ......이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살이 자유로

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등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치료를 받다가 공군조종사가 자살한 사건에서는 자해행

위 해당성을 부정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부사관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임병 등의 괴롭힘에 자살을 선

택한 경우에도 군생활의 부적응 탓에 의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사망으로 돌리거

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언어적 괴롭힘 뿐이라는 이유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

고 있는데, 이는 선임병으로부터의 괴롭힘 등의 심각성,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5)

또한 종래 대법원이 ‘자유의지’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법적 판단의 도구

로 사용하면서도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한 적이 없는 

연유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자살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해당 규정의 취지 및 구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업무상 재해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종래 법원은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의 입법취지나 급여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차별적으로 보아야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지적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6) 그리고 다른 법률

들이 국가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고의․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을 보호의 배제사유로 

삼고 있지만 반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범위에 포섭시키

는 구조인데,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어야 할 것이다.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군자살자의 국

가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입법목적, 기본원칙, 사회

적 고려 등에 비추어 군자살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5) 전극수, 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공법연구 제38집 제1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9, 279면.

 6) 노호창,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한 쟁점, 노동판례리뷰, 노동법학 

제4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443-444면.
 7) 조성제,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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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심신상실 혹은 정신착란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그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었다.8) 그러나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

원 다수의견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다른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

야 한다면서 군인이 군 복무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

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

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직업군인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에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자살을 한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

급되는데 반해, 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만 지급될 뿐이다. 그리고 산업

재해보상법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업

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이나 근로자보다 더

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군의무복무 중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해석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9)

또한 이 판결로 인하여 군인의 자살에 대해서 종전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여부라는 기준은 폐기되고 오로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8)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법판례연구ⅩⅧ-1, 박영사, 2013, 215면.
 9) 최병률,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8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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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리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산재법 등 다른 법에서의 

판단기준과 상당 부분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고, 정책적으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 내의 왕따･집단괴롭힘 등에 의한 자살이 우울증․정신질환 등으로까지 발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폭넓게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

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일정 정도 현실에 부합하게 되었다.10)

2. 자해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

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이외에 유족급여가 지

급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직업군인이나 근로자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군의무복무 중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실무상 국방부는 군 인사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자해사망자에 대해 폭넓게 순

직Ⅲ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근

거하여 엄격하게 요건심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

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합당한 지원을 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의해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 역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10) 노호창, 앞의 논문,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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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 요지는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

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

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제도와 취지, 심사절차, 요건 및 효과 등

이 구별되고, 그 심사결과에 타 국가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법 재해사망군경 및 군인사법상 순직Ⅲ형의 판단요소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중요

한 판단자료가 되고, 그 판단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국방부

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개선방안

(1) 규정 개정

군인사법은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1항에서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

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

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순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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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Ⅲ형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

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

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 Ⅱ형 및 순직 Ⅲ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

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3-14에서는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8. 2.13. 별표 8 개정을 통하여 비고를 신설하

였다. 그 이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중 자살 여부 등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순직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자해행

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

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서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현행 보훈 법령에 의하면 자해사망자 관련 규정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

령 [별표 1] 15호 규정이 유일하다. 15호 규정은 아래의 규정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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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정 및 시행 2012. 7. 1.>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
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
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
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

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

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

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보다시피 2012. 7. 1.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 및 시행시 제15호는 ‘자유로운 의지

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문구들이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

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면서 언급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명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의 변경 등이 

역시 모호하다는 비판, 대법원 판결이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을 다시 가중하여 추가

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11)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구타･폭언, 가혹행위’ 문구

가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으로 순직자 심사기준이 확대되어 긍정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무상 부담 증가, 과중한 업무 수행의 성격이 구타 

및 폭언 등과 다른 유형이기는 하지만 자의적인 심사기준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기

에 군인사법상 분류기준표의 비고를 참조하여 자해사망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망의 

11) 하주희, 각 군 전사망 재심사 무엇이 문제인가? 군인 순직심사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2014. 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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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

다 생각된다.

다른 방안으로 15호 해석에 있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

게 해석하는 입장12)을 견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는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자

살로 사망한 군인 등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

이 요지이므로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 취지에서 15호를 위의 방안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자살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자살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2) 추정규정 신설

군인사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

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

적13)이 있어 왔다.

12) 조성제, 보훈처와 국방부의 상이한 심사기준에 대한 제언,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 관련 전

문위원회 발표자료집, 국가보훈처, 2018. 9. 17, 12면.
13) 동일한 취지의 지적으로 김호철,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3, 93면;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

발의, 제8689호】검토보고서, 2014. 2, 4-6면;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군인사법 일

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제2109702호】검토보고서, 2021. 8, 5-6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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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군

인들의 존엄성을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

연히 국가 및 군에 있다고 볼 때, 이들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

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니라

고 입증한 경우에 대해서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이 근본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지적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

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규정이 2022년 1

월 4일자로 신설되어 동년 7월 5일 시행예정으로 있다. 

Ⅲ. 군인재해보상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책임 확대

0. 국가책임

행정상 손해전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는 위법한 

국가작용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국가배상제도와 적법한 행정작

용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한 구제수단인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양자는 국가작용

에 의한 손해･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인 점에서는 공통되나 종래 그 연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으로는 별개의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작용은 과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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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하여 전보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손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도가 갖고 있는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 위법･무과실책임제

도인 수용유사적 침해제도와 위험책임제도에 해당하는 수용적 침해제도가 발전되었

고, 프랑스의 경우 이른바 위험책임제도가 발전되었다. 특히 위험책임이론은 국가작

용의 적법･위법과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중간영역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설에서는 양자의 융합현상을 지적

하고 양자를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국가보상제도 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 표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법한 국가작용과 적법한 국가작용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 및 손실의 전보를 구성하는 법원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실정법 역시 양 제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나아갈 방향

은 두 제도의 균형된 발전 속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위법･무과실책임이나 위험책임 등 흠결된 부분은 판례의 발전과 입법

적 조치를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군인재해보상법의 제정의 의미

｢군인연금법｣이 군인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인 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 이후 사회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군인이 

균등한 비율로 납부한 부담금과 기여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반면, 군인 재해보상제

도는 군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그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양 제도는 목적과 재원이 상이하다.

이와 같이 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963년 ｢군인

연금법｣ 제정 시부터 양 제도가 통합･운영됨에 따라, 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가려서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및 적시적인 제도 개선이 제한되어 

왔다.14)

14) 예를 들어 첫째, 현재 장애보상금을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순직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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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

(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이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

되었던 것을 분리함과 동시에,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

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

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

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

였다.15)16)

2. 군인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17)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

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여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유가족 수에 대한 고려

가 전혀 없어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제한되고 있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이유
16)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제출】검토보고서, 2018. 8, 5-6면.

[현행 군인 연금제도 및 군인 재해보상제도 비교]
구 분 군인 연금제도 군인 재해보상제도

법적근거

｢군인연금법｣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군인연금법｣제23조, 제26조, 
제30조의5, 제30조의10,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성질 사회보험 사회보험

목적 군인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

군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가 적합한 보상

재원부담

부담금(국가)
+기여금(군인)
+보전금(국가)

사용자(국가) 전액 부담

급여지급

및 징수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가보훈처

유사제도

(근거법률)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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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

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

급여(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

(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

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

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

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

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

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

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

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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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3. 군인재해보상법의 한계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순직의 경우에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지급기준으로 변경한 제정안의 내용은 여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및 법체계의 일관

성을 고려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

로 할 경우 순직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현행 대비 감소하게 되는데, 간부의 경우 순

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유족가산제 신설에 따라 사망보상금 감소분은 일정기간 

경과 후 만회가 가능하나, 병사의 경우 간부와 달리 여타 보상이 없어 병사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18)

18)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제출】검토보고서, 2018. 8, 68면.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계급별 지급액]

구 분
현행

｢군인연금법｣(1)
｢군인 재해보상법｣ 

수정안(2)
감소액

(2) - (1)
감소액 만회 

기간*

지급기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대 장 2억 7,807만원

1억 2,240만원

△1억 5,567만원 21년
중 장 2억 6,247만원 △1억 4,007만원 20년
소 장 2억 3,481만원 △1억 1,241만원 18년
준 장 2억 2,524만원 △1억 284만원 17년
대 령 2억 1,163만원 △8,923만원 16년
중 령 1억 8,319만원 △6,079만원 12년
소 령 1억 3,834만원 △1,594만원 4년

대위~소위 1억 2,435만원 △1,952만원 0.5년
준 위 1억 5,899만원 △3,659만원 9년
원 사 1억 4,825만원 △2,585만원 6년

상사~하사 1억 2,435만원 △195만원 0.5년
병 1억 2,435만원 △195만원 -

주. *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유족가산제 신설에 따라 사망보상금 감소분은 일정기

간 경과 후 만회가 가능(유족은 배우자 1인만을 가정, 자녀 추가 시 만회기간 추가 단

축 가능)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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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 제2조19)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兵), 군간부

후보생 등 간부가 아닌 군인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

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병사들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른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군인재해보상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등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 서설

우리 법제사에서 대표적인 개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1967년의 국가배상법 개정은 

현재까지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은 첫째, 헌법 제29

조와는 달리 배상 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시켰고, 둘째, 신체･생명

의 침해에 대한 별도의 배상액 산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셋째,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시켰다. 국가배상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한 헌법과 

달리 배상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시키고 있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헌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1967년 법개정

의 가장 큰 문제는 제2조 제1항 단서에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규정

을 도입한 것이었다.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이들의 직무 수

19)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

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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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인재해 보상규정(이들 법령

은 이후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대체됨) 및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보상받게 되는

데 만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별도의 배상을 받는다면 이중배상이 되어, 공평성이 없

을 뿐만 아니라 국고손실을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등에 의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을 갖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

격을 갖기 때문에 양자는 성격이 다르며,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

지에도 위반하여 위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대법원은 1971년 6월 

22일의 판결20)에서 동 단서규정은 평등권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반한다는 이

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유신헌법은 명문으로 군인 등의 국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위헌법률이 헌법조항으로 되는 세계에서도 유

례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인 등의 이중배상문제는 국가배상금

으로부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등에 의한 보상금을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공제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으며, 개정 당시의 판례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군인 등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지

금껏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

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은 군인재해보상법(구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먼

저 청구하여 배상을 받은 다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

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금지되는지 문제

20) 대판 1971. 1. 29, 69다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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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1)

아래에서는 이중배상금지조항과 보상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각종 보상 청구에 관

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령

헌법 29조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

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

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

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

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1) 이철환,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법과 정책 제

23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19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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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

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

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

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

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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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

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金)은 보상금(報償金),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金)으로 구분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

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3. 잘못 지급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

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

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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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金), 수당 및 사망일시금

(死亡一時金)으로 구분한다.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

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

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련 판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

호), 애국지사(제2호),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

(제6호)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제11

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

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제12조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정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1항),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보상금

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며(제3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

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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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교육지원(제3장), 취업지원(제4장), 의료지원(제5장), 대부(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

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

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

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

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

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

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

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

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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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

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

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

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

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

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

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

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

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

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

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

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

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

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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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

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

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

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

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

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

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

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

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

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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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 관련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대법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

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

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2)23)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여 국가유공

자 등의 권리보호를 확대하였다는 평가24)가 있는 반면에 청구의 선후에 따라 청구

의 인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25)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보상 또는 배상의 청구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배상법 제2조의 이중배상금지 조항

을 삭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구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과 관련하여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

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

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망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손실을 메꾼다

2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2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24) 정하중, 행정법개론(제12판), 법문사, 2018, 529면 
25) 이철환, 앞의 논문, 19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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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군인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망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

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

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동일한 취지 : 보훈급여금은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

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손실을 메꾼다는 점에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훈보상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

면,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

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재해보상법(구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군인재해보상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 내용임)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사망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보상

과 배상은 별개). 

Ⅴ. 맺으며

1. 군인의 사망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서 자살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직업군인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군의무복무 중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는 국가유

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이다. 

대법원 판례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법원 

역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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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의무복무장

병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에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

연히 국가 및 군에 있다고 볼 때, 이들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으로 요청되었던 바, 이에 대한 

개정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

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전수안 대법관

의 보충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되어야 한다.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

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특

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기도 하는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 내 자살에 대하여도,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다.”

2. 군인재해보상법 제정과 국가책임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

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

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

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병사들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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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른 것이 과연 합

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예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

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국가배상과 관련된 해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향

3.1.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합목적적 해석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을 금지한다.

현행 법률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배제를 전투･훈련 등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에 제한시킴으로써, 일반적 직무행위의 

집행과정에서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

아오던 군인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군인 등이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현행 개정법률 역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을 여전

히 받고 있다.

따라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의 범위에 관하여는 합리적･제한적 해석을 

통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26)

3.2. 입법론적 개선방향-종국적 개헌(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기 전의 현행법 하에서는 판례가 재해보상

26) 이철환, 앞의 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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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먼저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보상관련 법령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입법적 개선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망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손실을 메꾼다는 점에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망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

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

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

항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과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보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공무원 및 군인 등

의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연방공무원 부양법 제46조27)와 같이 이

들의 직무수행상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침해를 받은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28)

27) 독일의 경우 원래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은 군인부양법(Soldatenversorgungsgesetz) 
91조a에 규정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연방공무원부양법(Bundesbeamtenversorgungsgesetz) 
제46조에 의하여 모든 공무원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정하중,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

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 제67권 제1호, 법조협회, 2018, 638
면 재인용)

28) 정하중, 위의 논문, 638면.





【토론】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에 대한 토론문

1)

김 권 일*

한국공법학회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학술대회의 토론의 기회를 주

신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인 조성제 교수님께서 군인 사망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셨고 이번 발표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하여 타당한 개선방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충

적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군인재해보상법상 적용범위

발제자께서는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

정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직업군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군의무복무자[병사로 보임]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이외에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병(兵)의 경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 ｢군인 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법되기 전, ｢군인

 * 충남대학교

 1) 군인 재해보상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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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에서도 동일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2) ｢군인연금법｣에서의 적용범

위에 병사를 제외한 것은 군인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

다. 

이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과 직업군인과의 처우가 다

른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국가의 예

우와 책임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두루 적

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차제에 병사들에게도 군

인재해보상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한 발

제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와 같은 발제자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

다.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공약 중 병사에 대한 월 200만원 임금지급 때

문입니다. 병사 월급이 현실화된다면 군인연금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

었을 때, 결국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여금도 부담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

면 연금지급도 물론이거니와 군인재해보상법상 내용 전부를 장교 및 부사관 등과 

동일하게 하여 유족급여 등도 지급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관련 법률에서 병사도 군인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의무복무라

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상당히 낮은 처우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

나 규범적으로 병사도 공무원이고,3) 직급에 따른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중 등이 다

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2) 군인연금법[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5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

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3. 22.]
군인연금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군인을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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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분의 군인과의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보상 등의 차별은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필요성 재검토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처분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물론 재심사

가 가능하지만) 구제 등도 제한됩니다.4)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수

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5)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별도 국

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그 전공사상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개별 법률

상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왜 군인은 군인사법에서 전공사상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내용상으로 전공사상심의원회의의 심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재심 절차만 있고, 재해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결정

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면서 사법구제로부터는 도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전공사상심위원의 심의가 단순한 확인이라 내용상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다면 절차의 중복, 심의의 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인에서 병사를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병사도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4) 대법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들에 대하여 내무부조리

와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

자 甲이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순직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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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2년 1월 4일자로 신설

되어 동년 7월 5일 시행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발제문에서는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존엄성을 더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재해보상법상 군

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 제한 여부를 심의하게 되

는데,6) 발제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심의할 수 

있고,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다면 절차가 중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공상자 구분, 순직추정 규정, 전공사상심의

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규정하여 그 심의도 군인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사법에서 해당 규정이 삭

제된다면 그동안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사상 등에 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3. 국가배상과의 관계

군인재해보상법과 국가배상과의 관계에 있어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종국적으로 

보상 또는 배상의 청구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재해보상금 청구시 국가배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6) 군인재해보상법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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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보상과 보훈보상의 관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 국가유공

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7) 이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던 자(출근 또는 취짐 중 사망, 행정 

업무 중 사망 등)들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였고, 보훈의 정

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과 보훈보상과의 관

계에 있어서, 급여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8) 그 성격의 경우 양

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는 자에게는 다양한 보상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이나 국가 재정의 중복 보상이라는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구합니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

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

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

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

는 것”
 8)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발제】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신 미 용*

1. 군복무 관련 사망･사망자 관련 법령 체계 

2. 군인 사망 분류에 관한 법령

3. 군복무 관련 사망자 예우에 관한 법령 

4. 공통되거나 특수한 문제

5. 결론: 개선방향 모색

1. 군복무 관련 사망･사망자 관련 법령 체계 

군복무 관련 사망자에 대한 현재의 법령 체계는 군인사 관리의 측면에서 군인의 

사망 자체가 순직인지, 일반 사망 등인지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문제에 관한 법령과 

그 사망자가 예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보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를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법령으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이, 후자의 법령에 대표적으로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및 같은 시행령 등이 있는데,1) 각 법령의 규율대

상과 적용 에 대하여는 법체계상 불명료하거나 부정합되는 문제가 있고, 순직 결정

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이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 변호사

 1) 각 시행령은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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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판정이 서로 조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군인사법상의 순직심사는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중앙전

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고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

훈처 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된 사망 사례

들의 다수 사망자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보훈처가 선제적으로 유공자로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

고, 유족들은 소송을 거쳐서 겨우 인정받는 실정입니다. 국방부가 순직에 해당된다

고 사망을 분류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는 그 사망자에 대하여 일부는 국가유공자로, 

일부는 보훈보상자로, 나머지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망자로 취급하고 있

습니다. 

2. 군인 사망 분류에 관한 법령

가. 군인사법의 군인 사망의 분류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인사법에서 순직자를 구분하도록 한 규정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될 때 입법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망의 분류 기준과 전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

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에 있던 

내용을 군인사법 제54조의2로 정한 것인데, 이렇게 정하면서 종전 훈령에 ‘순직자’

라고만 분류되어 있던 것을 순직 I,II,III형으로 세분하였습니다.2) 

 2) 이 개정은 3개의 의원 개정안에 대한 통합 대안으로 군인사법에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전

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

안하고 있었는데, 정부(국방부)가 여기에다가 자신의 심의 내용을 기초로 순직자를 3개 유

형으로 세분화한 정부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이 정부의 대안이 심사 검토되어 법률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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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을 뜻하고, 전사자나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

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일반사망자로 합니다. 

이러한 군인사법의 개정은 일반사망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설정한 것 외에 순

직자와 관련하여서는 종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순직의 범주에 새로

이 추가된 바는 거의 없고,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의 구분선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한 사람(질병 포함)’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선의 문언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순직 유형과 국가유공

자로서의 순직군인의 요건이 연동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적용됨으로써 동일한 법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

어 오히려 규범적 혼동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은 군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는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칭하고, 군인사법상 ‘순직’ III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한 사람(질병 포함)이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법률 사이에 ‘순직’ 용어의 

본래적 개념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요건을 두어 군인사법에서는 

순직자인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인은 되지 못하고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자에 

불과하게 되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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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

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2022. 7. 5. 시행>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2022. 7. 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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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인사법상 순직 I,II,III, 형 구분의 실익과 실제 구분의 문제점

1) 순직 유형 구분의 무익성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사망 중 전사 또는 전상,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

는 사망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은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전사자와 순직자는 진급을 시킬 수 있으며(제30조), 순직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지위가 순직의 유형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은 아니므로3) 순직의 유형구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2) 순직 I,II,III,형 구분의 타당성 문제

의무복무자의 경우 자대배치나 보직 내직 직무의 부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

이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군의 작전은 첩보, 전투, 수송, 보급, 행정 등 

여러 직무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직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더 고도의 위험

이라거나 더 타의 귀감이 된다거나(순직Ⅰ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지(순직Ⅱ) 아닌지를

(순직Ⅲ형)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령 취사병은 새벽부터 취사근무에 

투입되어 과로에 취약하고 가스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인의 취식 

문제는 곧바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

에서 취사병의 업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복무자에게 부여된 직무는 의무복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무복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이를 우연히 부여된 직무에 따

라 달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수호와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자 군대를 조직하

여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의무복무자를 직무를 나누어 평가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히 차별하는 것으로서 

 3) 예컨대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서 순직 유형에 따라 안장 여부 등이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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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3) 순직 유형의 실제 구분의 문제점

가) 시행령 해석의 자의성

순직 I II III형을 구체화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의 별표는 그 규정 내용상 열

거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육군의 경우 GOP 

경계등 현행작전 수행 간 사망 시 적용’한다는 사유를 들어 순직II형으로 인정한 사

례가 있는바, 각 순직 유형의 일반적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불분명하

고,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혼란을 야기

합니다.

또한 순직 유형 구분에 있어 ‘직무수행 중’ 사망과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망’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별할 실익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

다.

나) ‘직접적’ 관련성 기준의 자의성

구체적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8의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Ⅰ형 (2-1-6)으로 분

류하고,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

행 중 사망한 사람(2-2-1)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무는 “수색･매
복･정찰활동” 등으로 동일함에도, 사망 장소가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

인지 아닌지에 따라 순직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의무복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한 기회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위험의 정

도를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해안경비초소와 해안경비초소 안쪽 경비초소와 큰 차이

가 있는 것도 아니며, 비무장지대에 가깝지 않은 해안에 있는 경비초소라 하더라도 

간첩이 출몰한 경험이 있는 곳이면 비무장지대와 가깝게 적과 접촉하는 해역과 위

험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순직Ⅲ과 순직Ⅱ형을 비교하면 더 문제가 큽니다. 경계 업무 중 과로로 사망

한 경우와 본부중대 행정병이 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우를 비교할 때, 두 업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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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를 수호하는 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경계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이고, 행정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업무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군인사법에서 순직II형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를 구체화한 시행령에서는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
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정하면서(2-2-1) 여기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

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2-2-1), 엄 히 말하면 이는 순

직 1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

하는 행위‘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위 경계등의 직무수행이 매개가 되므로 엄 히 말하면 이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

다고 할 것이지만 순직II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 관련성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

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난점이 무리하게 ‘직접적’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둔 데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4) 의무복무자에 대한 법 개정의 평가

2022. 1. 4. 일부 개정되어 법률 제18680호로 2022. 7. 5.부터 시행되는 군인사법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

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전사

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

여, 개정 군인사법은 의무복무 군인이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고의･중
과실 사망, 위법행위 등이 원인이 아닌 사망은 모두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개정되었

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지정이나 보훈보상대상자지정에 관하여는 순직자 분류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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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누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개정 군인사법 부칙 제3조는 “제5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 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순직자로 분류되지 않은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여

전히 순직자로 분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국방부에서 

38,000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여 이들을 현충원에 

안장하고, 유공자로 예우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부담과 사망기록 

자료보존 유무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이

나, 과거의 사망자들 중 이미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실제 안장신청 

수요에 대한 조사 없이 창군 이후 순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급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 군인사법상 전공사상 심사의 문제점

1)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 및 문제의 개요

군인의 사망의 구분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공사상심사위

원회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자 결정, 특히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의 

분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것인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것인지 여부에 

사실상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무복무 병사를 제외한 간부들의 경우 순직 

결정은 군인연금법 상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위한 ‘결정적 자료’로 ‘순직’ 결정 없이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군 사망자 보훈심사 현황을 보면, 순직I형 분류자 13

명 전원(100%)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결정을 받았고, 순직Ⅱ형 분류자는 16명으로 

그 중 10명(62.5%)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6명(37.5%)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

망군경)으로, 순직Ⅲ형 분류자는 총 323명으로 이중 국가유공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247명(74.6%)이 82명(25.4%)은 비해당 결정을 받

았습니다. 

위와 같이,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는 사망한 군인의 지위를 결정하고, 진급, 국

립묘지 안장 여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정과 연금 등 보상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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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공사상심사의 불투

명성, 절차 참여권의 미보장, 위원들의 비공개 및 최대 80명의 위원 중 9인이 번갈

아가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함에 따른 순직결정 기준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2) 순직 유형 결정의 문제점  

순직 유형을 I,II,III형으로 분류하는 것의 문제점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구

체적으로 홍○○ 일병 사건4)을 보면, 군은 홍○○ 일병이 병색에 완연한 상태임에도 

사단작계전술훈련 기간 동안 외박･외출이 금지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홍○○ 일병에

게 군장과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위장크림까지 바른 채 훈련에 참여시켰고 그 과

정에서 백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순직

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2-2-5)”에 

해당하는 것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의 취지도 

위와 같습니다. 이렇듯 홍○○ 일병의 경우 순직Ⅱ형에 해당할 것임에도 육군은 “순

직Ⅱ형에서 직무라 함은 순직Ⅲ형과 달리 완전무장 및 실탄휴대 등 현행작전에 국한

되며 현재까지 군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군인 13명을 순직Ⅲ형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과 달리 재심 기각결

정을 하였는바,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8의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있지도 않은 

‘완전무장 및 실탄휴대 등 현행작전에 국한’이라는 요건을 붙인 자의적인 결정으로 

실제 전투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왜곡된 시선에서 만들어진 타당성을 잃은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무복무 군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자들이고 자발적으로 직무를 선

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직을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상황에 따

라 차별하는 것인 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대한 

 4) 사건의 개요는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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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직접적인지 여부 등의 차이가 군복무 관련한 군인의 죽음에 규범적 지위

를 달리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의무복무 군인의 사망은 복

무를 관리하여야 할 군대가 책임의 주체 인바, 책임을 져야 하는 군이 사망의 원인

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됩니다.

3)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 및 행정처분성 불인정의 문제

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미제공

군인사법 제54조의2,3,4의 위임을 받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

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20. 12. 15. 국방부훈령 제

24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5.부터 시행중인 것)｣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훈

령은 유족의 의견진술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한정하고 있고,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제5조 제1항, 제6항). 실제

로 홍○○ 일병 사건에서, 유족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뿐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유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 진

정을 하고서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

니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원자료 공개 등 규정 미비

판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

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

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보훈심사위

원회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여,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은 독립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자로 결정된 군인에 대하여도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에 

비해당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사망한 자녀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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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보훈대상자 자격에 해당하다는 점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내지 전공사상심사위

원회에 제출된 수사자료 등 원자료를 확보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유족들은 이러한 

원자료를 통해 보훈대상자 지정신청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

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54조의5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

회의 회의록에 대하여만 공개 규정을 두고 있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는 유

가족에게 전공상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통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홍○○ 일병 유가족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이후 절차에서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

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 입증이 곤란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불인정 문제

대법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갑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

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한 후 유족 을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훈령은 군의 전･공
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사망을 전

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 각 군 참모총장이 보통전공사망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을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보훈처, 유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2015. 6. 22. 개정된 군인사법에서는 전사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구분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고(제54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제54조의3)이 신설되

었다. ②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한

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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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

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

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처분성 법리를 오

해한 것이고, 확인적 행정행위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

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

분으로 보았던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과도 충돌합니다. 

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

직미해당결정(또는 순직유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공

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할지 문제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고

권적 작용을 의미하고(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헌재 2014.9.25. 2013헌마424), 

그 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헌재 2012.3.29. 

2010헌마599). 즉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공적 주체여야 

하고, 그 작용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을 제약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와 같이 

공권력작용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

권에 기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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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은 공적 주체가 군복무 관련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

고, 순직자의 경우에 승진도 가능하므로, 군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자로 인정되는 

경우유족이 갖는 자긍심은 단순히 유족의 내면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사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외적 명예에 해당하여 유족의 평등권, 명예권 등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은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군복무 관련 사망자 예우에 관한 법령 

가. 국가유공자법 제정의 연혁

한국의 보훈법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

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을 보훈의 대상으로 하고, 군인

사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대군

인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

원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예우 보상을 하고 있습니

다.

국가유공자제도는 1961년 법령제도가 마련된 후 정착과정을 밟아오다가 1984년을 

전환점으로 종전의 원호제도가 국가유공자 예우제도로 개편되었으며,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될 때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

무수행과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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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일부의 국가유공자에게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행하던 것을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1990년 이후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크게 강화

되고 2000년 이후 독립이나 호국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이외에 민주유공자가 새로 

설정되는 등 국가유공자체계가 개편되었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될 

때 보훈보상자법의 제정과 맞물려 국가유공자의 요건, 특히 순직군경의 요건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보훈행정이 이원화되었습니다. 

나. 우리 국가유공자법의 특징

1) 국가유공자법의 이념 및 우리 국가유공자법의 개념 표지 

국가보훈은 “공동체의 존립 발전을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국민들에게 그에 상

응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예우를 행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국가

적 차원의 활동”, 또는 국가를 위한 공헌 또는 공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희생이 있

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답행위이고,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책임으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예우하고 보호하며, 그 희생의 고귀함을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복지와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헌법은 전문과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보훈제도의 근거를 직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동 규정

과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훈대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의무를 부담합니

다. 

전공사상 군인은 국가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이루는 중대한 가치를 위해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은 사실상 보

수 없이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생명 신체를 희생당한 사람으로 그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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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대상 이상의 국가 공동체를 위한 공헌과 희생이라는 의미

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르면 보훈의 대상자에 관하여는 국

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공헌을 위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보국수훈자(제8호 나목)의 경우에는 

희생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보훈행정의 대상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일반적으로 전공사상군인을 핵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군인 이외에 유사 신분을 

가진 자 및 민간인의 포함 여부나 평시의 순직 또는 공상군인의 포함 여부는 역사

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다른데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5)

임무수행
민간인

군인 경찰 공무원
전쟁

사상

평시

사상

참전

군인

제대

군인

순직

공상

순직

공상

독립

운동

민주

운동

폭력

희생

전쟁

희생
미국 ----- ----- ----- -----
영국 ----- ----- ----
캐나다 ----- ----- ----- -----
호주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러시아 ----- ----- ----- ----
일본 ----- -----
중국 ----- ----- ----- -----
대만 ----- ----- ----- -----

이스라엘 ----- ----- ----
한국 ----- ----- ----- ----- ----- ----- ---- ----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공상공무원이 보훈행정의 대상이 된 것은 1974년 12월 24

일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개정으로 공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5)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6,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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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대한 원호제도를 신설하게 되면서부터인바, 공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 법률상 연금 및 제수당의 지급은 제외시키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상 및 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부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상 원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원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1999년 8월 31일 일부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에 제7등급을 신설함

으로써 수혜자의 범위를 넓혔는데, 신설한 7등급에는 “201.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 인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 인자, 202.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상공무원에

게 까지 확대수혜를 얻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09. 6. 2.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될 때, 종전까지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국

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원에 대한 과잉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

하여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

자와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정서와도 괴리가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공무원의 복지

가 낮았던 상황에서 정책적 배려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할 것이고, 모든 순직･공상공

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

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별도

의 보상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우리 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

정치적 고려나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훈관계법체계를 보

완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의 부상이나 질병을 판단

하는 데 있어서 행위의 유공성이 우선시됨으로써 전공사상 군인의 권리보호에는 다

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권리보호의 강화를 위한 법제의 조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보

국수훈자는 평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경

우로서 실제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이나 공훈 보다는 장기복무를 이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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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적절한 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국가유공자법의 2011. 9. 15. 개정과 보훈보상자법의 제정

1)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과거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요건을 사망 부상 질병이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에 기인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의 위 

개정과 새로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에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망’으로 세분 축소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계된 사망 부분은 보훈보상자법의 재

해사망군경으로 이전하여 순직군경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은 있지만 그 관련성이 직접적인 

것인 아닌 경우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11. 9. 15. 개정(2012. 7. 1. 시행) 이전 2011. 9. 15. 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

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

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

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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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11. 9. 15. 개정(2012. 7. 1. 시행) 이전 2011. 9. 15. 개정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

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

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

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

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

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삭제

* 2022. 2. 현재도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제정, 2012. 7. 1. 시행)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

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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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는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

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

훈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6) 

 6) 위와 같은 입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공상공무원의 위법한 국가공무원 등록 등이 

문제가 되어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점이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보훈처 전 차장이 복지사

업국장일 때 지병(척추 추간판탈출증)을 공무상의 부상으로 조작, 국가 유공자로 등록한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처벌된 사실이 있었고, 또 일반 직원들도 심사과정의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국가 유공자로 등록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심사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감사원은 2000년 이후 등록된 자를 중심으로 심사, 사후관

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훈복

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된 후 국가 유

공자가 급증했는데,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증가된 49,217명 중 91%인 44,768명이 신

설된 상이등급 7급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적발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북도 6급 B씨는 2004.4.17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어 공단에서 공무상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2006년 6월 27일 국가 유공자로 등록했으나, 사실은 31명이 부서의 공식회식

을 마친 후 7명이 2차로 술을 마시는 중 발생한 사고인데도 관련서류를 꾸며 공무상 요양, 
장해급여를 받아 유공자로 등록된 사안, 울 구로구청 6급 C씨는 2001년 1월 21일(일) 행
사지원을 마치고 귀청하여 잔무처리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 요양

급여 승인을 받고 2천3년 3월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으나 사실은 친구 집을 방문하다 발생

한 사고로 사적 용무에 해당되는 것을 상병경위로 꾸며내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안, 
00교육청 소속 교사 D씨는 겨울방학 중 승용차로 출근하다 제한속도 30km 도로를 

115.1km로 과속 운전한 본인의 중과실로 부상을 입어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

당되지 않아 공단에서도 공무상 요양, 장해급여 승인시 본인의 중과실로 결정한 사안인데

도 보훈처는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안, 보성군청 6급 E씨는 서울 출장 중 향우회장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해 왕복 16차선인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공상이 아닌데도 공단에서 공무상 요양급여 승인이 됐다는 이유로 공상 국가유공자

로 등록된 사안 등이 보도되고 있다.(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 
mytalk.kr); 서울신문 2010. 1. 26. 자 기사) 
참고로 국가보훈처 행정은 위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등록 사안뿐만 아니라, 일찍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의사와 변호사인 심사위원이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과 의결서에 기명 날인되어 수만 명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요건비해당’으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무자격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의사정족수

와 의결정족수마저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200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

다(200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 2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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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은 생명을 바치는 큰 

희생을 치르고 국가수호･안전보장에의 공헌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가 국가수호･안전보장에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단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국가유공자법의 위와 같은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개

정 취지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 제13

호)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왜 국민으로부터 존

경과 예우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의 위와 같은 개정은 국가유공자의 개념 표지에 맞지 않게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으며, 실제 적용 결과 순직군인 국가유공자 

인정의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사건을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로 귀결되게 하여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

로 격하시켰습니다. 

2) 순직군인 부분 개정의 불필요성

순직군경 부분에 대한 개정의 취지는 ‘체육･질병 등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활동 중 사망･상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

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위 표에서 보듯이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로 이미 입법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동 조항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의 대상을 

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

외하되 적정한 보상을 할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2010. 9. 9. 군 체력단련행위 중 하나인 농구경기에서 당한 상이

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규정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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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

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한 후, ‘이러한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시하였고(2010두7710 판

결), 이후 또 다른 체력단련행위 중 하나인 축구경기에서 당한 상이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11. 3. 10, 2010두23309 판결).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73조의2는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종전의 이와 같은 법률조항과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체육･질병 등 

국가수호 등과 관련이 없는 통상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존경와 예우

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법률개정

의 요청은 타당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적용과 집

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여야 합니다. 

3) 유공자 예우 및 보훈보상지원의 차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은 약 70% 정도이며, 의료지원

에서도 혜택이 적고, 더욱이 의무복무 중 사망한 전몰 순직 군인은 대부분 미혼으로 

그 지원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실효성이 매우 적습니다. 

라.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의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 

1) 법률의 문언을 넘는 시행령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은 국

가유공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인 부분), 이

때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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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조항이 위와 같은 규정내용이 된 것은 2011. 9. 

15. 국가유공자법이 순직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가 하고 있던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일 것으로 개정되면서 그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에의 위임에도 그 직무에 관

한 사항이 고려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기 전에는 순직군인 부분에 대한 위임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에는 ‘해당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상

위법인 국가유공자법에서 일정한 성격을 갖는 ‘직무’ ‘수행 중 사망’이라고 정하고 

있는 문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좁히

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관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으

로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2)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순직군경’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법(2011. 9.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제5호가목: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4. 제1항 제

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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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대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2-1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관계로 한 사망’

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

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

면서, 망인이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육군 제○보병사단 사단사령부 작전

참모처로 파견되어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는 동안 육군 제○보병사단 인근의 비무장

지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고, 망인은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5일간 2교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하고 비상상황이 종

료된 후에도 2012. 6. 17. 당직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6. 18. 13:00경 당직

근무를 마친 뒤 근무자에게 다음 날 아침 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저녁에 다시 오겠

다고 말하고 지휘통제실을 떠났다가 20:00경 저녁식사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하야 22:20경 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로 23:25경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수행한 비상근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계속된 철야 근무로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비상근무를 종료

하고 다시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도 저녁식사를 하

고 부대로 복귀하던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

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

두56397 판결)8)

 8) 이 판결이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19. 선고 (춘천)2015누252 판결)에서는 ① 망인이 

당직근무로 밤을 새고 일어난 시각은 부대 내 식당이 문을 닫은 20:00경이어서 저녁 식사

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 밖으로 외출한 점, ② 사단사령부의 위치상 외부 식당에 가

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졸음운전으로 인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졸음운전의 원인은 비상근무에서 당직근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철

야 근무로 망인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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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은 상위법의 문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시행령 규정을,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것으로 더 좁게 해

석하여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의 인정범위와 한층 동떨어지게 순직군인의 국

가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더 좁히고 있다. 가령 위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 망인이 당

한 교통사고는 망인의 비상근무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해석을 자해사망 같은 사안에 적용해보면, 자해사

망 자체가 직무수행은 아니므로 직무수행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로 하는 자해사망으

로 포섭하기는 어려우나. 직무수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해사망을 촉발하는 계기

가 발생하였고 이 계기에 자해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

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되고, 실제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보고 자해사망에 대해 국가

유공자 인정을 부정하고 단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습

니다. 

망인이 헌병대의 체포, 이송, 유치장 수감과정 또는 유치장 수감 중 헌병대 관계

자에게 당한 폭행으로 두부가 손상되어 급성 경막하 출혈로 군 병원에서 치료 중 

병원에 발생한 정전으로 1974. 12.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군은 이 망인의 사망원인

을 병사로 조작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진정 16호).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판시하는 바와 같은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

과관계가 직무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인과관계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례 망인의 사

망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된 것은 군 병원의 정전발생이라고 볼 수 있어, 

헌병대의 고문으로 발생한 상이에 대한 치료 등은 완전히 사상되는 상식적으로 납

득되기 어려운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구성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강원서

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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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유공자법 중 ‘순직군인’ 규정의 위헌성

1) 문제점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은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

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여,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이지는 않은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사망 포함)한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해당 여부를 가르고 있고, 군인의 직무수

행(교육훈련) 중 사망함으로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을 위하여 생명의 종식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 관련성의 불명확성

군인의 어떤 직무나 교육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

는 직무로 해당시킬 것인지가 항상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군인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은 그 본래적 성질상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기여하

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직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직무

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구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가령, 취사병의 직무는 모든 군인에게 취식을 제공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고 군인

의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 직무에 해당하는데, 취사병의 직무수행 중에 

취사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면9), 취사병의 직무는 군인의 전투력 유

지에 필수적인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취사병이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되어

 9) 취사병 가운데는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직업병으로서 촉저근막

염,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이 발병된 사례가 적지 않고, 때로는 이에 대한 군에서의 대처 

미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158

야 하는가? 오히려 취사병의 직무가 수행되지 않아 부대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

하면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산을 담당하는 행정병의 경우에는 직접 육체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직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현대전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정보전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해안의 경비대대에서 경비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를 보면, 그 해안이 전

방에 가까운 위치는 아니지만 과거 간첩이 침투한 적이 있으면 그러한 해안의 경계 

직무수행은 통상은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가, 간첩이 

침투할 때는 국가안보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변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외양상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그 직무수행의 본질은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을 방지

하고 적절한 대처로 위험을 극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그 직무수행은 국가수호 안전

보장에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관련을 가지게 되고, 직무의 외양만으로 국가수

호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만큼 구별기준이 불명확

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2016헌바263 결정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

6호 공상군경의 요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에 대하

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판시는 ‘직접적인’이라는 어휘의 뜻에 형식

적으로 주목하고 군인의 복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에 대한 관

련성이 직접적인 것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은 문

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문제되는 순직규정 중 순직군인 부분은 국가수호･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함으로써 군인이 수행하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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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훈련)의 내용이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기준으

로, 즉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여 군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함으로써 군복무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을 수행 직무

의 내용 또는 국가수호･안전보장에의 공헌의 방식에 따라 차별취급을 하고 있습니

다. 

우선 군인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은 그 본래적 성질상 국가수호･안전보장에 기여하

므로, 국가수호･안전보장에 관련됩니다. 이런 점에서 군복무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

들은 모두 국가수호･안전보장에 공헌을 하였고 그러한 공헌에 있어서 생명의 종식

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한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존경

과 예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보훈제도와 국가유공자법의 기본정신이다.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은 국가수호･안전보장에 관련이 있고 그 관련성

은 직무의 외양을 기초로 직접적인지의 여부를 일의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그 차이를 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위험상황까지 대비하여 직무수행

(교육훈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인의 직무수행의 본질적 성격이므로 군인의 직무수

행(교육훈련은)은 국가수호･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직무의 외양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대한 국회의 검토의견에서도 군인으로서 33년 이상 복무

하고 퇴직하여 보군훈장을 받은 사람을 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존속케 하는 

것에 관하여 ‘군인의 직무 자체가 국가수호와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

는 취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순직군경의 규정 중 ‘순직군인’ 부분은 군인의 직무수행(교육훈

련)이 국가수호･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그러한 경우에 

직무수행(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함으로써, 군인의 직무수

행 중 사망함으로써 국가수호･안전보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생명의 종

식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하였다는 점에서 같게 취급되어야 할 군인을 같지 않게 

취급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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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 기준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 또 그 보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

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1).

대부분의 의무복무자가 20대 초반으로서 그 유족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의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에 드는 재정부담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우보

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

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에 비춰볼 때 직무수행 중인 사망한 의무복무자를 그 직무

의 외관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필요재정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

렵습니다. 

문제의 순직군인 규정이 특히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직무

가 국가수호･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도 외양상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된 개인의 가장 큰 희생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이 더욱더 크게 되어

야 한다는 국가유공자 보상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직

무의 종류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국가에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내용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

지 않는 것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의 채임을 묻는 것으로 타

당하지 않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의무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더라도 의무복

무자의 특성 상 그다지 크지 않은 재정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보훈의 대상자로 삼을 것인

지 여부는 ‘직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고, 외국의 어느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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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직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 등에 직접

적인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라도 그 직무가 국가수호 안전보장 등에 직접적이지 않은 관련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 지원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입법

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직무수행 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자를 국

가유공자로 예우할 필요는 없지만, 순직군인 규정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공통되거나 특수한 문제

가. 전역 후 사망의 문제

1)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 분류의 대상성 흠결

군인사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에 적

용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군인에 대해서만 전사･순직 등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

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제3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3. 병역법에 의거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역의 경우에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상(질병 포함)으로 전역하여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 사망하였으나 전역 당시

까지 원인의 존재를 모른 경우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망

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공상 후 그 원인을 알고 

있었으나 군의 대처 미흡으로 전역 후 사망하게 된 경우 거의 무조건적으로 재해사

망군인으로 인정되는바, 구체적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서 보

이는 전역 후 사망 사안으로 주목할 만한 진정사건을 추려보면 아래 각주와 같습니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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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사망이 우연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전역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망의 경위 등이 전부 도외시

된 채 순직 여부의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11) 이는 전상자 또는 공상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

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신설조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전역 

10) 
순직 인정사례 순직 심사 불가(전역 후 사망)

사망연도 사안 사망연도 사안

폐
결
핵

1957
복무 중 발병한 ‘결
핵폐활동성중등도’
로 사망(순직)

1958 복무 중 폐결핵에 감염되어 2년간 투병 치료 끝에 전
역 후 이송된 병원에서 6개월여 만에 사망 

1958
복무 중 발병한 ‘활
동성 고도 폐결핵’
으로 사망 (순직)

1989 복무 중 폐결핵 감염, 전역 후 4개월 후 병사

백
혈
병
등

2016
복무중 발병한 백혈
병 진단 사망(순직
Ⅲ형

1993
상관이 지시한 회식을 인솔하던 중 민간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중상해(뇌손상, 중추신경계통 후유증), 1987
년 전역 후 집에서 투병하다 의식불명 상태로 사망

2013 치과군의관 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 전역 후 사망
2014 복무중 급성 백혈병, 전역후 사망

2015 복무 중 ‘골수성육종’을 진단받고 전역 후 급성 골수
병 백혈병으로 사망

2018 복무중 악화된 ‘뇌교모세포종’ 진단 전역 후 사망

정
신
질
환
등

1986 복무중 정신질환 발병 또는 악화 전역 후 자해사망
1997 복무중 편집성 조현병 발현, 전역 후 자해사망
2000 복무 중 정신질환 발명, 전역 후 4개월 자해사망

2003 
군 복무중 업무 스트레스,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조현양상장애’가 발병하였고, 전역 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2014 복무 중 양극성정동장해, 의가사제대 후 전심사위원회
에서보충역으로 편입하여 공익근무 1일차에 자해사망

11)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3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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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사망이 군복무 중 발생하였던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종전의 위 규정을 삭제하여, 군복무중 사망의 원인이 발생

하였으나 사망 자체는 전역 후에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

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종전의 규정은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등

록신청전 사망한 사람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가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

록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으나, 그 이후 이

러한 사람들도 병상일지 등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제가 사라졌으므로 종전 규정을 존치할 

이유가 없으며, 전역을 기준으로 볼 때 상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동일한 법률효

과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12)

나. 자해사망의 분류 및 자해사망자에 대한 예우

1) 자해사망 사고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근래 군대 내 자해사망 사고의 건수는 수적으로는 감소했을지라도 군의 전체 사

망사고 중 자해사망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60%가 넘고, 안전사고를 제외

한 군기사고 중 자해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0%에 달하므로, 군에서의 

자해사망은 군복무 관련 사망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 하겠습니

다. 

2) 자해사망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순직자 인정 및 예우의 문제점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일정한 자해사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III형의 분류

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와 같이 순직Ⅲ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

가유공자는커녕, 보훈보상대상자조차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최근 3년간 25.4%정도

입니다. 

자해사망 군인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자로 분류되면, 군인사법상 보

1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각주 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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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은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승소를 이유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결정을 받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의위원회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간부의 경우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위 국가

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따른 순직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는 기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 이병 사건13)의 경우에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결정을 하지 아니하

자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결정을 받고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자해사망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개정되기 전)과 그 시행령은 

자해사망자를 명시적으로 순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에도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

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

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

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통해 비록 

군 장병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어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

외하던 제4조 제6항 제4호를 삭제하면서 자해 사망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

도록 한데 반하여, 같은 날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은 그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에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

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사람”을 처음 명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자해사망의 경우에 일

응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법에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사망의 경위 등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하

13) 별첨 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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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5. 결론: 개선방향 모색

가. 전역 후 사망자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개선 

- 전역 후 사망자에 대한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법등에의 입법될 필요. 

- 이러한 과정의 일환에서 가령 부진정부작위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의 

경로를 채택하는 것도 유용

나. 군인사법 순직 유형 구분의 삭제

- 군인사법상 순직 1,2,3,형의 구분은 구별의 기준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별의 실익도 없으므로 ‘순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미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 모색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에 해당될 가능성

- 법원이 처분성을 불인정하는 상황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로를 통한 구제 

모색의 유용

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인 요건 개정

- 직무수행 중 사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명백히 직무수행이 아닌 경

우에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 

- 이러한 개정은 개정 이전의 규정도 무방하므로, 국가유공자법에 소극적 해당 사

항을 정하는 경우에 군인의 경우에 보훈보상자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고려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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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각 해당 법률의 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2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

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4.>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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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8. 4.>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

레펠･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

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

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

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

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

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

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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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Ⅲ형

2-3-1

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

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

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

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

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

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

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

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 Ⅱ
형 및 순직 Ⅲ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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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3.>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생략)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

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

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

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

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

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

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

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

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

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
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

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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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

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

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

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

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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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

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

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

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

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

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

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

7.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

생･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

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

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

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

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

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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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
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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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건의 개요

1. 홍○○ 일병 사건의 개요

(1) 망 홍○○ 일병(이하, 망인으로 함)은 2015. 8.경 군에 입대하여 수송대 운전

병 및 인사행정병으로 군 복무하던 중 2016. 3. 24.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뇌부종, 소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입대전 병력이 없었고 2015. 10. 17. 훈련소에서 헌혈을 하였으며, 

2015. 11.경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대부분 특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하였고, 2016. 

3.경 최초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군복무를 하였

다. 망인은 2016. 3. 6.경 처음 건강의 이상을 느꼈고, 2016. 3. 8. 연대 의무중대에

서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2016. 3. 11. 다시 연대 의무중대에서 항생제를 추가 처방

받은 이후, 2016. 3. 12.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였고, 2016. 3. 13. 망인은 불침

번 근무 후 갑자기 구토를 하고 몸에 큰 멍이 생기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통 등으

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러자 2016. 3. 13. 사단 의무대로 이송되어 피부과 전문

의 대위로부터 급성 위장염, 두드러기 약을 처방받았고, 2016.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사단작계시행훈련으로 외박･외출이 금지되는 특수 상황에서 망인은 부대

에 잔류하고 이 기간 망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망인은 일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당시 생활관에서 단독군장을 하고 헬멧을 쓰고 위장크림을 바르고 대기를 

하거나 망인의 사수를 보조하여 훈련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보았고 위 사단작계 훈

련에 참여하였었다. 망인 부대 행정보급관은 2016. 3. 20. 망인의 몸에서 멍과 붉은 

반점을 확인하여 2016. 3. 21. 여단 의무중대로 후송되었고 여단 의무중대 피부과전

문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의심 진단을 하고 국군춘천병원에 같은 달 22. 

외진 첫 예약을 하였을 뿐 부대로 복귀시켰다. 이후 행정보급관은 2016. 3. 21. 양

구에 위치한 푸른미래의원 진료를 하였는데, 당시 병원에서 망인이 혈액암 가능성으

로 혈액내과 내원 필요 진단을 하였으나 국군춘천병원 예약을 같은 달 23.로 한 후 

부대에 복귀하였다. 사단 의무대는 2016. 3. 22. 망인은 구역질, 두통, 기침, 어지럼

증 증상을 호소하고, 멍, 시야이상, 피부 및 눈 흰자위가 하얗다는 증상으로 혈액학

적 문제 가능성 의심이 되나 응급후송하지 않고 의무중대로 복귀시켰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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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의무중대로 복귀 후에도 구토, 헛구역질 등을 하였으나 계속 입원대기 

상태로 있다 2016. 3. 22. 국군춘천병원에 외래를 가게 되었고 국군춘천병원은 기초

혈액검사 혈소판 수치 확인으로 망인의 백혈병 가능성을 진단하고, 뇌CT 촬영 결과 

뇌출혈증 의증을 진단하였다. 망인의 부대는 위 검사 이후 망인의 부모에게 최초로 

연락을 하였다. 같은 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뇌실외배액술 후 

중화자실에 입원하였으나 2016. 3. 24. 망인은 소뇌 자발성 뇌출혈, 중중뇌부종, 다

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신○○ 이병 사건의 개요 

(1) 망 신○○ 이병(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년 입대하여 육군 제22보병사단 53

연대 전투지원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2014. 7. 24. 내무반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축구화 끈으로 의사하였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OP) 임병장 총기 난사사

건(2014. 6. 20.)이 발생한지 약 한 달여 만에 같은 부대에서 망인이 목을 매 숨진 

것이다. 

(2) 망인의 유가족에 따르면, 망인은 군 입대전 중국 유학생활을 하였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훈련소에서 위 사실을 듣고 관심병사(A)로 분류하고 우울증 약을 복

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훈련소에서는 방송으로 망인을 불러 약을 주고 입

안 확인 등 강제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

도 강제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와 통화 중 위 약을 복용하면 정

신이 붕 떠서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자신이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한 사실을 하였다. 망인은 우울증 등 과거 병력이 없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

실도 없다고 한다. 망인이 자대를 배치 받은 이후에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군의관

이 행정보급관에게 약을 주면 행정보급관이 약을 나누어 주는 형태로 항우울증제를 

계속 복용해야 했고, 위 약을 먹으면 내무반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머리

가 아프다고 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군의관에 약 복용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계속 약물처방이 이루어져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약을 받아 복용하였다. 망인이 복용

한 약은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약으로, 위 약은 초기 우울증이나 

청소년 등의 자살충동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약이다14). 망인은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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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샤워실 겸용 화장실 2번째 칸의 허리 높이의 자물쇠에 축구화 끈을 이용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되어 있고, 망인은 발견까지 2~3시간 가량 위 화장실 칸에 있

었다. 당시 발견자는 망인의 유가족에 군번줄로 자해사망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축구화 끈을 이용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사망 후 부검결과 

사인은 ‘의사’로 판정되었고, 망인의 늑골이 7개 골절된 부분은 심폐소생술 중에 발

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은 이미 사망한지 2~3시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늑

골 7개가 골절되도록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부검시 약간의 타

박상이 발견되고, 망인이 주먹을 쥐고 있고, 혀가 나오지 않았으며 운동화가 벗겨져 

있었던 사정 및 허리 높이 화장실 자물쇠에 끈을 걸로 의사를 한다는 것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방부 조사결과는 망인이 입대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관리된 점과 타살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망

인의 사망을 자해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3) 망인은 처음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었다. 망인의 어

머니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해 사망이 순직인정이 어렵지만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과실비율 이상 승소하는 경우 순직자로 재심에서 결정될 수 있다

고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순직Ⅲ형 결정을 받

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이다. 

3. 박○○ 대위 사건의 개요

(1) 망 박○○ 대위(이하, 망인으로 함)는 2015. 4. 26.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정형

외과 군의관으로 복무 중 ‘뇌교모세포종’을 진단받고 서울 OO병원에서 위탁 치료 

중 2018. 2. 28. 의병 전역하였다. 이후 망인은 이 질병이 원인이 되어 전역 12일만

인 같은 해 3. 11.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임관 후 치료소대장, 국군OO병원 외과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27개월여 동안 8,988회 진료하던 중 두통 및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 2017. 7. 

경 소속 병원에서 MRI촬영한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같은 달 13일 서울 OO병

14)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59, 의약뉴스, 국감서 터진 SSRI 
처방 제한 논란, 해결책은 있나?,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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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악성 종양의 일종인 ‘뇌교모세포종’을 진단 받았다. 2017. 9. 28. 국군수도통

합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의무조사 결과를 육군본부에 보고하였고, 육군본부는 

2018. 1. 5.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해 2. 28. ‘공상’으로 의병 전역처분하였다. 정상적인 전

역 예정일은 같은 해 4. 25. 였으나 질병을 이유로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

서 전역처분한 경우이며 이후 항암치료를 받던 망인은 전역 후 12일만인 3. 11. 사

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상황

(1)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망인에 대하여 “고인은 OO로서 임관 2년3개

월경에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받다가 2018. 2. 28. 본인 전

공상 전역한 후, 2018. 3 11. 뇌종양 및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압상승으로 인한 혈압 

저하, 심정지 소견 보여 사망한 것으로, 복무 중 발생․진단된 질병으로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

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4호에 해당함” 이라고 망인의 가족에게 통보하였다. 

(2) 망인의 아내 및 가족은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안장

을 위하여 육군에 전공사망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인사법상 예비역을 전공사망 심

의를 한 사례가 없다며 거부당하였고 망인의 아내의 민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2018. 8. 13.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예비역 신분으로 군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한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현 법령 기준으로는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다.(보훈지원과-17510)

(3) 이에 망인의 아내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로 현역 군인만을 한정하고 예

비역 등은 아예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

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제2019-4소위32-국01호)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는 2019. 9. 9. “피신청인1에게, 공상으로 전역한 후 해당 공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전공사망심의의 대상과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는 주문을 의결하였다. 

(4) 망인은 2017. 9.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신장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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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에 의해 전역을 원한다는 복무의사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며 당시 본인과 

신청인 모두 해당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의 가족은 망인이 서명 

당시에도 정신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들도 이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전역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에 동의한다는 복무의사확인서를 근

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 고인을 전역시킨 것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전역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전역처분 당시 전역의 통지가 ‘휴대전화’로 

이루어졌고 관련된 사전통지도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2018년 6월 국방부 중앙 군인

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자, 망인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복

무기간 내에 있는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면직’에 준하

는 성격이 있어 행정절차법을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이 사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원칙적으로 무

효”라고 판단하여 망인의 전역처분은 무효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은 국방부

의 항소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다.15) 국방부는 상고를 포기하였

다. 

15) 망인 가족의 요청에 따라 판례번호 미상, 이데일리, 法 “문서로 통보 안 한 전역은 무효…
‘순직’ 인정해야”, 2020. 12. 6. 기사 참조. 





【토론】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1)

이 황 희*

1. 발표문은 현행 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모색, 제안한 글로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주장을 담고 있습니

다.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논지에 공감하며, 이 논지에 따라 해당 제도가 더 나은 방

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은, 이 주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군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가 군인의 명예를 각별히 존중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헌법이 군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

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이 (사실상 위

헌적으로)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금지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사망 군인의 명예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데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발제문은 군인의 사망과 관련한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우리 군복무제도가 의무복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무복

무자의 임무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

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의무복

무적인 성격의 유무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직업군인

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군인이 된 자이므로 의무복무적인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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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임무이든, 군에서 배정된 임무는 자신의 의사보다는 군의 필

요에 방점을 두어 결정될 것이고, 군에서 배정받는 임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

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4.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

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서 심사위

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부재하므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지 각 관련 법령

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 참고자

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두42514 판결). 

발제문은, 이러한 판단에 비판적입니다. 그러면서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는 처분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② 확인적 행정행위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으로 보았던 판결(2019두61137 판결)과도 충돌

한다고 평가합니다. 

②와 관련하여, 위 2019두61137 판결은 산업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

의 기초가 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측면에 기초합니다(“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

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사업종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17두42514 판결과 2019두61137 판결은 서로 상이한 논리구조를 가지므

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발제문은,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결정

이 이루어지면, (사실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그 이후 절차들이 위 결정에 따라 자

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넘어, (법률 해석상 혹은 규범적으로) 그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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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위 결정에 기속되어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

에 관하여 발제자의 설명을 좀 더 구하고자 합니다. 

5. 발제문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또는 순직유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이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생각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처럼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아들

인다면,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1)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

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즉, ①관할 행정청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된다면 처분성이 인정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

어 부적법해지고, ②관할 행정청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지 않는

다면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불확실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쪽이든 부적법해질 가능성이 있

다고 보입니다. 

6.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관련하여, 발제문은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순직･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

우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과

잉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의 법적 개념은 그 자체로 한정되어 있는 편입

니다. 예컨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

 1)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인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9. 12. 27. 2016헌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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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공상공무

원의2)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발제자의 설명은 이처럼 한정된 자들도 모두 국

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더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만약 전자라면 어

느 정도로 범위를 한정해야 옳을 것인지,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