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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순직군인 형제자매 보상의 필요성

현재까지 정부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사망한 군인의 피해회복과 명

예회복 및 예우를 위해 조사를 통해 죽음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한 축으로, 그에 

걸맞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또 한 축으로 하여 노력해 왔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

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고, 

2018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통해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죽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사망 구분, 사망

구분에 대한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순직’ 유형

을 다양화 하고, 순직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위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망한 군인의 죽음

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심사를 통해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재분류 되더라도, 이를 기초

로 이루어지는 보상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백이 생

기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사건들 상당수가 이미 사망에 따른 보상을 수령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고, 「군인연금법」,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함),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함)은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와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고, 성년인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접수 건수 1,786건 중 형제자매가 진정한 건수

는 840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40년대 사건이 2건, 50년

대 65건, 60년대 53건, 70년대 사건이 241건, 80년대 사건 244건, 90년대 99건 건(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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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건)인데, 형제자매가 신청한 것은 다른 유족을 대리하여 신청하였다기보다는 피해

자의 유일한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통해서 군인의 죽음이 업무

와 관련있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진정인들 상당수가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유족 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를 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회복과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보상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군인사법의 개정과 형제자매에게 재심사 신청권 부여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 및 보훈제도와 관련있는 군인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 

에 의할 때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지급 가능한 것은 사망조위금 및 안장비용의 

일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5. 6. 22. 「군인사법」개정시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순직자를 I, 

II, III형으로 구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54조

의3 제2항 제1호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민법상 재산상속

인에 포함되는 형제자매가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재심사 신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구분을 달리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아 

이에 기초한 보상을 받고자 함인데, 순직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보상도 지

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모순이다. 

3.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의 근거 

 가. 형제자매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다수 존재

1950년부터 제정·시행되었던 대통령령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시행 당

시부터(대통령령 제455호) 1974. 6. 19. 폐지될 때까지 동일호적내에 있는 형제자매에

게 사망급여금의 수급권을 인정하였다.  



- 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

매를 포함하면서,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형제

자매의 경우 19세에서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유족보상의 대

상인 유족의 범위에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지 아

니한 형제자매를 후순위로 정하고 있다. 선원법은 유족의 범위에 사망 당시 그에 의

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시행령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

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등 특정 사안의 피

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것을 목

적으로 하면서‘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령에서 관련자 내지 피해자에 대한‘보상’에 

관하여 정하면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 형제자매이 수급가능성을 인정한 법령이 상당수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

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

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나. 형제자매에게 고유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판결(아래 판결들은 모두 대법원

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확인된 희생자들의 유

족으로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

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그 유족이 국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희생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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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판결이유중에 “희생자들의 형제자매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들의 희생 과정과 희생 전후의 제반 사정, 이들과 

망인들 상호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형제자매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별도

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 이외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확인된 희생

자의 유족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2나429판결은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 시 

위자료 청구권자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규정에 불

과하므로 사망자의 형제·자매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다고 판단함. 군작전 중 순직한 군인의 모, 형제, 누나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5594판결 역시 군 의무복무 중 가혹행

위와 과중한 업무로 자살한 병사의 부모와 누나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의

무복무 중 선임의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자살한 병사의 부모와 누나

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뿐만 아니라 누나의 경우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모, 형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도 

형의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가합517761판결).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형제자매의 보상 방안 마련이 주요한 과제로 

인식 

순직군인의 형제자매의 실질적인 보상 필요성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의 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1950

년대 사건은 총 48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형제가 진정한 건은 15건으로 31.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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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친인척 진정 역시 6건으로 12.5%에 해당하였다. 재조사 결과 순직처리된 건

이 2건이었는데 1999년과 2002년에 각 순직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

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1960년대 진정사건 총 41건 중 형제 진정 건은 26건으로 63.4%를 차지했다. 

1960년대 진정 사건 중 순직처리된 건은 5건이었는데 이 중 2건이 수령자가 없는 상

태였고, 수령자가 없는 2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실제적인 피해보상을 원한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1970년대 진정사건 총 34건 중에서 형제 진정은 여전히 23건으로 67.6%

를 차지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순직처리가 되었는지, 수령자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망의 충격이 원이 되어 가족이 사망한 건이 8

건에 해당하여 군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이 극심했음을 역시 짐작할 

수 있다. 

연대별 사례 정리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형제 진정인들은 망인 사망 

후 부모가 고통을 잊고자 술에 의존하여 살다 결국 병에 결러 사망하거나 상실감에 

삶의 의욕을 잃고 화병이나 스트레스관련 신체질환을 앓게 되면서 일찍 사망하거나 

가세가 기우는 등 집안 환경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황폐화 되었음을 호소하였다고 분

석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통 속에 살아온 가족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부모 사망후 형제자매들에게 순직 처

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별도로 중요한 조사결과로 언급하였던 것이다.  

 라.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례 분석 결과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건 1,786건 중 형제자매가 진정한 건수는 840건으로 

전체 진정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40년대 사건이 2건, 50년대 65건, 60년대 

53건, 70년대 사건이 241건, 80년대 사건 244건, 90년대 99건 건(전체 704건)이다. 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분석에 따른다면 70년대 사건까지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드물고, 80년대 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존한 경우가 많으나 군의문사진

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결된지도 이미 10여년이 지난 상태이니 80년대 진정사건까지

의 대부분은 다른 유족을 대리했다기 보다는 사망한 군인의 유일한 가족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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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 보인다. 

확인된 사례도 다수이며,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형제자매가 진정한 건들 중 상

당수는 극심하게 결핍된 생활로 고통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적어도 1990년대 이

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진실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고통을 겪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된 사유의 국가책임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상규명 결정’을 한 사건들에 관하여는 적어도 과

거 수사결과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개인적 원인이 아닌 

‘폭언, 질책, 구타·가혹행위 등 공무와 관련이 있는 군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런 원인에 ‘병력관리 소홀’이 더해졌으며, ‘부당

한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과중’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사망당시 수사나 조

사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심리적 취약자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군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해 조기 선

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후에도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다.

이처럼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여 사망구분 재심사 등을 요청한 사례가 과거 

군조사결과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종합 정리한 결과 상당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

기 어려운 과거 군 수사가 미비한 점, 혹은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데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입법제안

 가. 형제자매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에 대한 검토 

최초 전사‧순직으로 분류된 사망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족으로 성년인 형

제자매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전체를 개정하여 형제자매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의 순위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지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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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및 법령의 정비로 순직의 범위가 확장되어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서 형제

자매가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사건 역

시 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한꺼번에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문제도 특별히 과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

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상 각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유

족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더라도, 위 각 법률에서는 각종 급여의 지급순위와 관련한 규

정을 두고 있는 이상, 형제자매를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등보다 후순위로 둘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예산상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혹여 필요하다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수급금액을 일정 감액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

만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

다만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상 각종 수급

권자에 형제자매를 일반적으로 추가하는 데에 국민적 공감 및 기존 수급자들과의 형

평성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사

망구분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재심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위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인이 사망하여 최초 전사‧순직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 한하여라도 형제

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항을 추가하여 “제2항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자등의 구분이 변경될 경우, 「군

인연금법」제3조, 「국가유공자법」제5조, 「보훈보상자법」제3조의 각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전사자등의 유족에 전사자등의 형제자매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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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급여 중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소정의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에만 한정하여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의 가장 대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은 관련 법령

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에 한정하여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고 보인다.

과거 군인사망보상금과 관련하여,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는 형제자매가 

사망보상금의 청구인에 해당하였으나[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455호, 1951. 2. 

28. 제정) 제1조], 이후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에서는 유족의 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군인사망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법상 여타의 급여와 달리 일시적으로 지급되

는 것으로 유족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국가의 재정 차원에서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추가적인 막대한 재원 소요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망보

상금의 경우, 그 지급 근거였던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소정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가 포함된 전례도 있다. 나아가 전사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있는 ‘제2연평

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군인사망보상금의 경우에 한하여라도 유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그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도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의 유족 범위를 개정하고 39조 사망보상금의 수급자

로 형제자매를 넣는 방안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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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군대에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사망군인의‘순직’을 인정받

고자 하는 때가 있었다. 군인의 지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4조는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순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와 보상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민감한 문제인 죽

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순직’ 결정을 

받을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멀지 않은 과거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사망군인의 압도적 다수가 의무복무 중인 병사이고,1) 의무복무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군인은 그 역할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

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 그 통제성과 폐쇄

성으로 인하여 가혹행위 혹은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

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고, 병역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

정한 국방의 의무로서 사회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의무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은 그 이행 기간 중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국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군에 입대한 국민에 대하여 그들이 병역의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사망한 군인의 피해회복과 명

예회복 및 예우를 위해 조사를 통해 죽음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한 축으로, 그에 

걸맞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또 한 축으로 하여 노력해 왔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형제자매가 진상규명을 신청한 840건 중 685건이 사망 당시 신분이 병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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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5년 12월 31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군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종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

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으며,2) 공권력에 의한 군 ‘의문

사’ 이외의 군인의 죽음과 관련한 실체 규명을 위해 2018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를 통해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군 사망사고의 실체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자 함이다.

조사를 통해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사망 구분, 사

망 구분에 대한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순직’ 

유형을 다양화하고, 순직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위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망한 군인의 죽음

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2014. 11. 4.부터 2017. 12. 21.

까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총 261건 중 전사 2건, 순직 240건, 기

각 17건, 보류2건의 결정이 이루어졌다.3) 실체를 규명한 죽음의 상당수가 공무상 관

련이 있는 ‘순직’으로 인정되어 명예회복에 훨씬 가까워진 것이다.

그런데 재심사를 통해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재분류 되더라도, 이를 기초

로 이루어지는 보상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백이 생

기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과거의 사건들 상당수가 이미 사망에 따른 보상을 

수령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고,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함),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함)은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고, 성년인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총 진정접수 건수 1,786건 중 형제자매가 진정

한 건수는 840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1940년대 사건이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0738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의원 등 26인) 제안이
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7P0J6J1O4U1C4W2J4W4C2Q4W3M3

3) 2017. 12. 21.자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 ‘군의문사’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들과 제도개선 위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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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1950년대 65건, 1960년대 53건, 1970년대 사건이 241건, 1980년대 사건 244건, 

1990년대 99건(전체 704건)인데, 형제자매가 신청한 것은 다른 유족을 대리하여 신청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통해서 

군인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진정인들 상당수가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건 중에서도 제257호, 제413

호의 진정인은 각각 망인의 동생으로 순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적격에 해당하

지 않아 취하한 바 있고,4) 진정 제637호 진정인 역시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유족 적

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직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자 진정의 실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취하하였다.5) 또한 후술하겠지만 순직연금 수령 대상자가 없는 문제는 

이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부터 실질적 피해보상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군인의 사망에 대해 ‘순직’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실체

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형제자매에게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중 피해회복이라는 한 

축이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군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

한다는 결정을 하고도 정작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

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도 물론이다.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의무

복무 중인 병사의 경우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설령 배우자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건의 경우 직계존속은 물론 배우자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형제자매는 군인 사망의 실질적 피해자이며, 진상규명을 신청하는 등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기도 한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므로 보상을 받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피해회복과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순직

군인의 다른 수급권자가 없는 형제자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2. 연구목표와 연구방법

 가. 연구목표 

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9년 제2차 조사활동보고서(2019. 3. 14. ~ 2019. 9. 30.)』, 136쪽  

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조사활동보고서』(2019. 10. 1. ~ 2020. 3. 3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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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실증적 근거 마련

   순직군인에게 어떤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보상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 등 국가의 입

법정책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바49 결정). 이 연구는 현재에 

있어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2) 실효성 있는 입법의 방향성 및 법률안 대안 마련

    위에서 확인된 필요성에 따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법률안 대안을 마련하

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순직군인 형제자매에게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현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순직군인으로 재분류된 경

우에 특별히 보호받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일부의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 

등 입법의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1) 현행 순직군인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한 개괄적 검토

이 보고서와 관련 있는 부분, 각 관련 법령의 목적과 유족의 범위를 중심으로 

순직군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괄하고, 특히 보상의 기초로서의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 구분의 의미와 제도를 연혁적 고찰함으로써 순직군인 형제자매에게도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유사법령과의 비교 및 판례 검토

이 보고서와 직접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

교법적으로도 순직이 되었을 경우 보상과 예우를 일원화시키거나 군인의 사망을 공무

상 사망으로 추정한다거나 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것 이외에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의미있는 차원의 것은 찾기 어려웠다. 이 연구 주체 자체가 

사망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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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사망한 군인의 국가배

상 청구 사건 등에서는 이미 형제자매의 고유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고, 법령에 형

제자매를 급여의 수령자로 정하고 있는 법령도 다수이다. 

  3)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형제자매의 피해사례 정리

위원회에 진정한 형제자매 대부분은 사망한 군인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극

심한 고통을 받았고, 군인의 사망 자체가 원인이 되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도 다수

였다. 그 피해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이들이 고유의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실증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 순직 재분류 사유에 대한 검토

위원회 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기존에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었던 상당수 사건

의 순직 재분류 사유에 대해서 일응 검토함으로써, 과거의 일반사망으로의 사망구분

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 및 보훈 제도 개괄

1. 보상의 기초로서의 사망 구분 – 「군인사법」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가. 「군인사법」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개정] 개괄

  1) 사망구분의 의의

  

「군인사법」(이하 ‘군인사법’이라고만 한다)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

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

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군인이 전사 혹은 공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법 54조). 따라서 군인사법상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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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사망한 군인의 보상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2) 사망 구분의 기준 

   ① 군인사법 (54조의1 제1항)

군인사법 제54조의1 제1항은 군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

로 구분하고 있고, 순직자의 유형을 I, II, III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

   군인사법 시행령은 순직 I, II, III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6)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

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

직 Ⅱ형 및 순직 Ⅲ형 (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사망 구분에 관한 심사절차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법 54조의 3)

군인이 사망하면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최초의 

6) 이 보고서의 연구목표에 따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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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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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분을 하게 된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하고, 

위원은 전문가들로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군 참모총장이 회

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

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의결은 지정된 9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20. 2. 군인사법 개정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

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

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였다(54조의 5).

   ②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법 54조의 4)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둔다(제2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

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원은 전문가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한다. 

보통전공사상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는 i)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7)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ii)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8)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 

7)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8) 
군인사법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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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나. 순직 재심사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혁적 검토 – 신청권을 중심으로

  

  1) 검토의 의의 

‘순직’심사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이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상의 기초이자 사망군인의 명예회복의 시작인 ‘순직’결정을 

받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순직 ‘재’심사를 신청할 신청권이 유족들한

테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더 길었는데, 2020년에 이르러서는 재심사 신청권을 형제

자매에게까지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즉 ‘순직’결정을 받기까지 사회 전체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었고, 재심사 신청권을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2) ‘순직’결정의 의의

군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전사 혹은 공무(公務)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이 상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군인사법 제54조)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전사 혹은 공무로 

인한 사망(순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은 현행 군인사법이 시행되기 전의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

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
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 9 -

결정에 대해서“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국립묘지 안

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였으나(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75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390 판결 참조), 현실에서 순직결정

은 참고자료가 아닌 ‘결정적 자료’였고, ‘순직’결정 없이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

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국방부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사망보상금 지급을 위해 ‘순직’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회신한 바도 있었

다.9)

  3) 순직 재심사의 제도화 과정 

  이처럼 ‘순직’결정의 기준과 근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군인사법

이 개정되어 사망 구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군인사법 제54조 이외에 법적

9)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7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의 국방부 사실조회 회신. 위 사건에서 대전
고등법원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은 사망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진급 등
과 관련하여 유족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질
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순직군경의 처우에 관
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
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09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누
13296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음.



- 10 -

인 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법적 근거

도 불분명하게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077호, 2009. 

7. 29., 제정] 상의 별표를 통해 전사, 순직, 일반사망을 구분하였다. 당시 사망 구분은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각군 참모총장이 하되, 군부대의 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만으로 사망구분결정이 어려운 때에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

다. 그마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

장이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사망의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정

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2014. 8. 28.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 8. 28., 일

부개정]을 개정하여 국방부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위한 ‘중상전공사망심사위원회’

를 최초로 설치하였다.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i)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

위원회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한 사망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 ii) 

사망자의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구

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

부장관이 심사 요청, iii) 유족이 사망구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착오, 전공사망 최초 

심사 시 중요한 증거 누락, 기존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 발견의 경우 직접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망 구분을 

재심사하는데 유족들의 신청권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으나,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불분

명했고,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이 누구인지 역시 불명확했으며, 유족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방부 훈령으로 규율되던 군인의 사망 구분과 관련하여 2015. 6. 22.에야 비

로소 군인사법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순직자를 I, II, III형으로 구별하고 구체적인 구

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의3으로 전공사

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 보통전공사

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제1호).

  2020. 12. 22. 「군인사법」 개정시에는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

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54조의4로 별도로 신설하여 제1항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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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15. 6. 22. 개정되어 2015. 9. 23. 개정된 군인사법이 시행된 이래

로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 소결

사망 구분으로서 순직 재심사에 대한 연혁적 검토를 통해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왔고, 유족들에게 직접 신청권

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군인사법」상 정의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유족’을 넘어, ‘「민법」상 재산상속

인’에게까지 재심사 신청권을 준 입법자의 의도를 좇을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과거

의 것이어서 형제자매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군인의 사망 구분

은 보상의 기초가 됨이 분명하며, 보상이 아니라면 굳이 사망구분을 엄밀하게 할 이

유가 없고, 이런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권을 형제자매에게 인정한다면 그 결정

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 역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2.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함 )

은 안장을 위해서는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즉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유족이 없

더라도 각 부대장들의 신청에 의해 안장은 가능하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16조 제1항). 다

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데(제16조 제1항),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이장비용신청을 통해 국

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결국 사망군인이 순직으로 재분류 될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직계비속이 



- 12 -

없어 형제자매가 안장 관련 일을 하게 될 때 운구 비용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상의 보상 – 유족 범위를 중심으로

 가. 「군인연금법」상 인정되는 보상 

 군인연금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부사관, 병은 제외)되는 법으로서,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제3조 제1항 제4호), 사망 당시 해당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이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형제자매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

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
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
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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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
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퇴역유족연금(퇴역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퇴역연금

액의 60%), 퇴역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군 복무중 사망),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추가 지급), 퇴역유족연금일시금(유족의 희망에 따라 연금과 

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20년 미만 군 복무 사망), 퇴직

수당(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 등이

다.

 나. 「군인재해보상법」상 인정되는 보상 

「군인재해보상법」(이하 ‘군인재해보상법’이라고만 한다)은 2019. 12. 10.

제정되어 2020. 6. 11.부터 시행되었다. 

그 제정 이유에 대해서 국회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

(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

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

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

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

다.10) 

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843]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T9X0K9R2K4C1E9Q4V8P1C1W7R2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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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제4조), 유족의 범

위와 관련하여서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규정을 준용하며,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제3조 제2

호)고 규정하였다. 

즉 군인재해보상법 역시 순직군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어떤 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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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
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
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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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법상 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제7조), 사망조위금의 경우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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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

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하고(41조 2항),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41조 3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45조는 사

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에 관하여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

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

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

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年金)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다. 소결

결국 형제자매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사망 군인에 대해 ‘순직’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일하게 사망조위금의 경우 수령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장

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형제자매가 진상규명 

혹은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꽤 오래된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장례절차

는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망조위금 역시 현재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과 같은 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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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함)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순직군경’으로 규정(제4조 제1항 5호)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의 범위를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성년인 형제자매의 경우 보상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가유공자의 등록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망한 군인이 혹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신청권도 없으

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6조의7이 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

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를 “국가보훈처장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제7조), 사망일시금의 

경우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

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 제1항) 이 역시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

망”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 법상의 유족 및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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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없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함)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

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를 제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나 경

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

함)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

는 미성년 제매”라고 국가유공자법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인 형제자매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는 유족이

나 가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역시 보훈보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이어야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막론하고 법상의 유족 및 가

족에게만 수급권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의 신청에 의해 ‘순직’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도,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다. 

III.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의 근거

1. 유족 범위에 대한 유사법령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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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된 법령(폐지된 법령과 현행법령 포

함)은 크게, ①‘형제자매’를 명시하고 있는 법령과 ② 「민법」상 상속인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족을 위로

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각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유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각 법령을 참고하여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형제자매’를 명시하고 있는 법령 

  1) 구「군인사망급여금규정」

  

1950년부터 제정·시행되었던 대통령령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시행 당

시부터(대통령령 제455호)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

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
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66년에 이르러서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2561호, 1966. 6. 9., 

일부개정)은 사망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에서 

“군인”으로 개정하고 유족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규정이 1974년 군인연금법 제31조의 위임에 의해 시행되는 「군인재해보

상규정」에 포함되어 폐지될 때까지(대통령령 제7181호, 1974. 6. 19., 타법폐지) 제1조 

제2항에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결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

자녀(태아를 포함한다)ㆍ부모ㆍ손ㆍ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이래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호적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망

급여금 수급권을 인정하였다. 

군인연금법은 1963. 1. 1.부터 제정·시행되었는데(법률 제1260호), 당시 법상 

유족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事
實上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ㆍ자ㆍ부모ㆍ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제3조 제1

항 제4호)고 규정되어, 법상의 유족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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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그 

액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제31조), 같은 해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1963. 1. 1. 시행, 각령 제1189호)에는 재해보상금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1963. 12. 16.에 제정·시행된 “군인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

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규

정」(시행 1963. 12. 16., 각령 제1734호) 제5조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지

급되는 사망급여금은 이 영에 의한 사망보상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즉 정리하면, 군인연금법의 유족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 성격을 갖는 재

해보상금은 1974년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사망한 군인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 이는 향후 입법과정에 주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최종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0. 3. 23. 시행, 대통령령 제

4775호)에 의한 군인사망급여급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2) 군인유족기장령 등 

군인 유족기장, 군표창, 경찰유족기장 등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배

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되고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

게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경찰관유족기장령의 경우에는 본인사망 당시 그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경우로 한하고 있다.

군인유족기장령(대통령령 제20571호 일부개정 2008. 1. 31.)
제1조(수여대상) 전사·전병사·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제2조(수령순위) ① 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별표]
군인사망급여금액표

계급 장교 및 준위 상사 및 중사 하사이하
급여
급액

당해 계급봉급
월액의 12월분

당해 계급봉급
월액의 12월분

중사 최저 봉급
월액의 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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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하면서, 유족보상연

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 19세미만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자로 한다. 

군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97호 일부개정 2017. 9. 19.)
제13조(추서)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관유족기장령 (일부개정 1996.8.8 대통령령 제15136호)
제1조(수여대상) 
전사·전병사·기타 직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하여 경찰관유족기장을 수여한다.
제2조(수령순위) 
① 경찰관유족기장은 본인사망 당시 그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위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 순위내에 수인이 있을 때에는 호적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
은 유에 앞선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
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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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
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
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
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

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
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
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
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
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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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 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등 특정 사안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유족’의 범위에 배

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다. 

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
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

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

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

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
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
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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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석면피해구제법

  6)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유족보상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사망할 때 부양하

고 있던 형제자매,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를 후순위로 정하고 있

다.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

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

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6.25][[시행일 2008.7.1]]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

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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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원법 

위 법은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 및 장제비 지급에 관하여 정하

면서 그 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법과 시행령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다.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
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

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

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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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에 관하여 정하면서, 유족구조

금 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구조피해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다. 

 나. 「민법」상 상속인 규정에 따라 유족을 정의하여, 형제자매가 포함된 법령

주로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령에서 관련자 내지 피해자에 대한‘보상’에 

관하여 정하면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 경우 일부 법령에서는 형제자매의 경우 보상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

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
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
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
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

로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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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60호 일부개정 2019. 4. 23.)

  2)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권리)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
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
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
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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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
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
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

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
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
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

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

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

산상속인을 말한다.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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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
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
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 에 따른 재산상속

인을 말한다.

제10조(보상금)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
금을 지급한다.

⑦제1항의 유족은 「민법」 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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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례 및 결정례 검토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에 대

한 정의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 모

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규정의 ‘형제자매’에는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

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법률 해석과 이에 따른 

판단도 달라져 왔음을 보여준다. 

  2)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판결11)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과 확인된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형

제자매를 포함하여 판단함.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민간인이 희생된 

11)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례도 존재하
나, 국가배상청구권자의 범위(형제자매도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판단하였
다. 

를 공유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
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
'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
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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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그 유

족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희생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고유의 정

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6825판결

보성․고흥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서남부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 이후, 희생자들의 형제자매를 포함

하여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위에서 인정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각 진실규명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극
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로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
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자료는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 80,000,000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그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8,000,000원, 그 형제자
매에 대하여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갑 4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 소외 36의 사후양자인 원고 129는 소외 36이 사
망한 후 태어난 자로서 소외 36의 사망일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1971. 5. 13. 입양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129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어떠한 정신상 고
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129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위 희생자들의 자부,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 자신들
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과 그 정도, 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희생자들의 형제자매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
들의 희생 과정과 희생 전후의 제반 사정, 이들과 망인들 상호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형제자매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
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들의 자부, 사위, 조카 등(질부, 조카 손자, 손질녀 포함)
의 경우에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으로 이들에게 망인들의 사망으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들의 자부, 사위, 
조카 등에게는 망인의 부, 모, 형제자매, 자녀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넘어서 본인들 
고유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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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39952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이후,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유족에게 국

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2018262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이후 희생자의 유족에 대하여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국가배상책임

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
용과 불법의 중대성, 유사 사건과의 형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일부
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이 사
건 희생자들의 사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이념 대립과 전쟁이라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희
생자 본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 부모와 자녀
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각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의 중대함, 망인들과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
연된 사정과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그 일실수
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망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8. 27.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변론종결 시로 삼은 
점, 한편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점, 그밖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8,000만 
원, 그 배우자의 위자료를 4,000만 원, 그 부모와 자녀의 위자료를 각 800만 원, 그 형제
자매의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한다.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발생
한 때로부터 무려 약 년이 경과하였고 60 , 과거사정리기본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회복
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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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52767판결

1970년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부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부부 본

인은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

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형제2명과 부인의 여동생에 대하여도 국가배

상책임을 인정하였다. 

  7)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2나429판결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 시 위자료 청구권자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열

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망자의 형제·자매도 자신의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군작전 중 순직한 군인의 모, 형

제, 누나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고

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모, 형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민법 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를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로 열거하고 있
으나 이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만을 위자료 청구권자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그 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망자의 형제·자매도 그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군작전 중 순직한 군인의 모, 형제, 누나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한편 위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김덕필, 김억만, 김임순은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직계존
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법조
의 규정은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조문에 열거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위
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동 
원고등도 그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
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위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의 경우 80,000,000원, 그 배우자의 경우 40,000,000원, 부모와 자
녀의 경우 8,000,000원, 형제자매의 경우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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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판결의 설시를 인용하면서 형의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

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가합517761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5594판결 

군 의무복무 중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로 자살한 병사의 부모와 누나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무복무 중 선임의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자살한 병사의 부모와 누나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

모뿐만 아니라 누나의 경우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

정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라. 소결

   

‘과거사 청산’과 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경우 대부분 민

법상 재산상속인을 보상 수령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생존한 유족들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

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회에 형제자매가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안의 상당 수가 

‘과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만큼 형제자매를 보상금 수령대상에 포함

시켜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위자료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500만 원, 망인의 모친인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 망인의 형제인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원고 B는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권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도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망인의 형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는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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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인사망급여금의 경우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개념과 별도로 상당기간 

형제자매에게도 지급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적어도 재해보상의 성격

이 있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유족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별한 문

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사망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국가배상의 경우에는 국가

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배상사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사건에서도 오래전부터 반복적

으로 확인되어온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실질적인 배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2. 순직군인 보상과 유족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결론적으로 유족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는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부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과 같이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작전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보상금인 무휼금, 기타 보상

금 성격의 위로, 보조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지급대상인 유가족 범위

를 살펴보면, 1순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단 배우자는 개가하지 않은 자로 제한), 2순

위는 조부모, 손자녀, 과며느리, 과사위(과며느리나 과사위 역시 재혼, 개가하지 않은 

자로 제한), 3순위는 형제자매(미성년 혹은 이미 성년이지만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 제한), 4순위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부양자가 없는 자로 제한)

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의 유가족 중 동일순서에 여러 명이 있어 협의를 달성하

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평균분배하며, 자격포기 혹은 법정사유로 수령권을 상실

했을 때는 나머지 유가족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 본인이 사망으로 인해 

국방부에 무휼대상으로 등록된 유가족은 기타 보상금 성격의 위로, 보조금 등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2) 

독일의 경우13) 아래와 같이 유족이 받는 급부의 내역을 정하고 있는데, 순직

12) 김학준,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대만)」, 국가보훈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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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된 자해사망의 경우 유족이 보훈급부청구권을 가진다. 보훈급부청구권을 보

유한 유족의 범위는 연방보훈법 제38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제자매는 부

양아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훈급부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BMA도 연

방사회법원(1961.11.14.)과 일치하여 가혹조정(제89조)의 사례에서도 형제자매에게는 

보훈급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른 모든 보훈법제와 마찬가지로 형제자

매는 보훈급부에서 배제되고, 보훈법제상 유족은 배우자, 파트너(Lebenspartner) 또는 

자녀(1순위), 부모(2순위), 조부모 또는 손자녀(3순위) 순서로 보훈급부청구권자가 된

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퇴역군인이 사망한 보훈사안은 군인보훈법 제43조와 관련하여 

공무원보훈법(Beamtenversorgungsgesetz) 제16조 이하에 따라 처리되고, 공무원보훈법

상의 보훈급부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연방보훈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상이자가 손상의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유

가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가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미망인, 유자녀 및 직계존

속으로 한정되고 형제나 자매는 유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방사회법원은 

상이자의 누이가 20년 동안 상이자를 간호했고, 간호를 위해 직업생활을 포기한 사건

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족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연방원호

법 제43조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 남성도 미망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호주, 미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군복무 중 사망시 연금, 보상금 등이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정하고 있어 형제자

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다.14) 

3.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가.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사례 검토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014. 11. 4.부터 2017. 12. 21.까지 심사

결과 총 261명 중 전사 및 순직으로 인정된 건이 242건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과거 

사망구분과 달라진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하기 힘들다. 

13) 윤재왕,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독일)」, 국가보훈처, 2005.

14) 안형주,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미국)」, 국가보훈처, 2005. ; 신오식,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프랑
스)」, 국가보훈처, 2005. ; 신기현,  「외국의 보훈제도 연구(호주)」, 국가보훈처, 2005. ; 이재승 등,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국방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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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상규명 결정’을 한 사건들에 관하여는 적

어도 과거 수사결과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설립되고 2019. 9. 30., 제15차 위원회까지 총 17건의 ‘진

상규명 결정’ 중 16건에 대해서 ‘순직’으로 사망구분할 것을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원회에 재심사 요청을 하였는데(나머지 1건은 전사로 심사요청),15) 그 중 자해사망에 

해당하는 10건 중 대부분인 9건은 군 수사결과와는 달리 개인적 원인이 아닌 ‘폭언, 

질책, 구타·가혹행위 등 공무와 관련이 있는 군내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런 원인에 ‘병력관리 소홀’이 더해졌고, ‘부당한 업무지

시에 의한 업무과중’이 포함된 건이 1건이 있었다.16) 사고사로 재심사를 요청한 사

안 2건 중 1건은 ‘순리적 경로로 귀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 연관성을 인정

받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1건은 ‘직접증거 없이 추정’에 의해 수류탄 폭발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내몰린 사건으로 “진정 192호 정일병 사건은 사고 피해자들의 위치, 

부상 부위, 부대 동료들의 진술,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망인은 공

무수행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서 

이는 당시 수사나 조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9. 10. 1. ~ 2020. 3. 31.까지 제3차 조사활동 기간 동안 위원회가 종결처리

한 사건 121건 중 진상규명 결정사건은 모두 63건이었다.17) 이 중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한 현황은 29건은 자해로 인한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16건은 사고사에서 순직

으로, 11건은 병사에서 순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특히 위 진상규명 결정의 상

당수를 차지하는 병사의 자해사망과 관련한 군 수사와 위원회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과거 군 수사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진상규명 결정된 대부분의 사안은 구타·가혹행위가 사망의 직·간접적

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지휘관의 병력 관리 소홀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18) 특히 군 병력관리를 위한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존재했다. 

15) 각주 4)의 제2차 조사활동보고서, 105쪽

16) 각주 4)의 제2차 조사활동보고서 121~122쪽, 125쪽

17) 각주 5)의 제3차 조사활동보고서, 105쪽 

18) 각주 5)의 제3차 조사활동보고서, 110쪽



- 37 -

2020. 4. 1. 이후 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한 157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자해사망

을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한 것이 89건에 해당되었고, 또한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사고

사 22건을 순직으로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하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9) 이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자해사망의 경우 과거 군 수사 혹은 조사결과는 역시 ‘애인변

심, 신병비관’을 주로 하여 종결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그 원인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구타·가혹행위, 폭언 등 부대 내 부조리, 병력 관리소홀, 위법·

부당한 조치 등으로 구분되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심리적 취약자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군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해 조기 선별 및 관리방

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위원회

는 파악하고 있다.20)

이처럼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여 사망구분 재심사 등을 요청한 사례가 과거 

군조사결과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종합 정리한 것은 [별지]로 첨부한 표와 같고, 상

당수는 당시 군 수사가 ‘개인적인 사유’이외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했던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결정이 되어 순직 재심사 등이 요청된 사안 상

당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인 과거 군 수사가 미비한 점, 혹은 병력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위원회에 형제자매가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례 검토

  1)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례 분석

순직군인의 형제자매의 실질적인 보상 필요성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의 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확인된다.2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19)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제4차 조사활동 보고서』(2020. 4. 1. ~ 2020. 9. 30.), 85~86쪽  

20) 각주 19)의 제4차 조사활동보고서, 89쪽

21) 이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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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 접수된 1950년대 사건은 총 48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형제가 진정한 건은 15건

으로 31.3%에 해당되고, 친인척 진정 역시 6건으로 12.5%에 해당하였다. 재조사 결과 

순직처리된 건이 2건이었는데 1999년과 2002년에 각 순직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기재하

고 있다.22) 이 중 한 건은 망인의 생사를 몰라 월북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숨죽여 살아왔는데, 2002년 육군본부에 문의한 결과 순직 처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

다고 하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니 실질적 피해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

히고 있다. 특히 진정한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에 따른 정서적 결핍에 

더해 경제적 결핍도 심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군인 사망 충격이 원인이 되어 

부모가 화병을 앓다 4~6년 사이에 모두 사망한 건도 3건이었다. 그 진술을 보면 “미

망인은 입대한 남편이 죽자 화병으로 2년 후에 사망하였고, 남겨진 남매는 작은 아버

지가 돌보아 주었으며, 돌봄을 받았는데 어려운 형편으로 중학교만 경우 졸업하였다. 

부모님도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화병을 얻었고 남겨진 손자들을 걱정하며 가슴

앓이를 하다 사망하였다(제330호 동생)”고 하고 있다.

1960년대 진정사건 총 41건 중 형제 진정 건은 26건으로 63.4%를 차지했다. 

1960년대 진정 사건 중 순직처리된 건은 5건이었는데 이 중 2건은 수령자가 없는 상

태였다. 실질적인 수령자가 없는 2건은 진정인이 실제적인 피해보상을 원한다는 호소

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제 진정인들은 부모들이 상실감과 억

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내다 사망하거나 일손을 놓음으로 경제적인 궁핍이나 가정의 

파탄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사연들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집안의 

기둥인 장남의 사망으로 아버지는 3년간 술로 세월을 보내다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남편이 일처리를 어리숙하게 했다며 원망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8년 전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 부모님이 마음을 잡지 못해 가세가 기울면서 동생들은 학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제425호 동생)는 것이었다.

1970년대 진정사건 총 34건 중에서 형제 진정은 여전히 23건으로 67.6%를 차

지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순직처리가 되었는지, 수령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망의 충격이 원인이 되어 가족이 사망한 

건이 8건에 해당하여 군인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이 극심했음을 역시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진정사건 총 69건 중 형제진정 건은 여전히 43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62.3%에 해당하고, 특히 수령자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참혹한 경우인지 

22) 각주 21)의 종합보고서 제1권, 218~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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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진정인은 “아버지는 8년간 청와대, 육군본부, 

병무청 등에 민원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자 88년 한을 못이기고 스

트레스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 살아있는 내내 눈물로 슬픔의 세월을 보냈으며, 꿈에 망인이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한다며 한탄하다 돌아가셨다. 큰아버지는 망인을 선산에 

묻은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에 빠져 익사하였다. 집안의 큰 어른이 이렇게 어이

없이 죽자 집안 내에 흉흉한 소문이 돌며, 친척들 간이 관계도 나빠졌다”고 진술하

고 있다(제358호 형). 

1990년대 진정 사건 62건 중 형제 진정 사건은 10건으로 16.1%에 불과하여, 

과거 진정 건수와 비교할 때 현격히 감소하였다(부모 진정 50건, 80.6%). 1990년대 진

정 사건의 경우는 형제자매가 진정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살아생전’에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는 것으로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되었을 경우 연금 등의 수령자인 유족

은 거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사건 53건의 경우 형제 진정 건은 단 2건

(3.8%)에 불과하여 최근 사건일수록 현재 법률상 수령자가 없을 개연성은 적어 보인

다. 

위와 같은 연대별 사례 정리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대의 부모 

진정인 중 생존해 있는 분들이 1950~70년대에 비해 많다고 분석하였다,23) 1950년대 

진정 건에 비해 1960년대는 자녀 진정보다 형제자매 진정 건이 증가하였는데, 형제 

진정인들은 망인 사망 후 부모가 고통을 잊고자 술에 의존하여 살다 결국 병에 결러 

사망하거나 상실감에 삶의 의욕을 잃고 화병이나 스트레스관련 신체질환을 앓게 되면

서 일찍 사망하거나 가세가 기우는 등 집안 환경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황폐화 되었

음을 호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1970년대와 관련하여서는 60%가 넘는 형제자매 진정

인들은 부모가 망인의 사망으로 많은 고통속에 한을 풀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호소와 

함께 실의에 빠진 부모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 등 가족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았음을 호

소하며 실제적인 피해보상을 희망하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 부모 사망 후 순직처리된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고통 속에 살아온 가족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사망한 군인의 부모 사망 후 형제자

매들에게 순직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위로’

23) 각주 21)의 종합보고서 제1권,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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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별도로 중요한 조사결과로 언급하였던 것이다.  

  2) 위원회 진정 사례 분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건 1,786건 중 형제자매가 진

정한 건수는 840건으로 전체 진정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1940년대 사건이 2

건, 1950년대 65건, 1960년대 53건, 1970년대 사건이 241건, 1980년대 사건 244건, 

1990년대 99건 건(전체 704건)이다. 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분석에 따른다면 

1970년대 사건까지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드물고, 1980년대 사건의 경우는 상

대적으로 생존한 경우가 많으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결된지도 이미 10

여년이 지난 상태이니 1980년대 진정사건까지의 대부분은 다른 유족을 대리했다기 보

다는 사망한 군인의 유일한 가족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확인된 사례만 하더라도 진정 제134호 사건은 1980년대 사건으로 선임병에 

당한 구타 가혹행위,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에 이른 것이라 진상규

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건의 진정인은 “망인의 사고 소식을 접한 부친은 극

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로 인

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모친 또한 일찍 돌아가셨으며 형제들도 어려운 삶을 살아

가고 있다”고 진술하여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재분류되더라도 현재라면 실질적인 보

상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 분명하다. 진정 제795호 사건은 1990년대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망인의 부모님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 속에 살다가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진

정인을 비롯한 망인의 형제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어 일상생활에 극한 어려움

을 겪으면서 살아왔으며, 특히 진정인은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 일본에 

가서 10년동안 지내다가 올 정도였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망인은 육군 이병으

로서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소속대의 병력 관리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여 진

상규명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사망구분 재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

제자매들의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형제자매가 진정한 건들 중 상당수는 극심하게 결핍된 

생활로 형제자매가 고통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적어도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진실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고통을 겪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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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족 형태 및 세대 구성과 관련한 통계적 분석  

    2010년 통계청 기준 가족형태 및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부모와 자

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출산율이 줄어들고,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

된 형태의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현실적인 변화가 제도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망 군인에 대한 보훈, 보상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가 군입대를 하고, 이후 군에서 사망하여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 실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심리학적 분석결과 

    “형제자매 자살로 인한 성인 생존자들이 자살 이후 6개월 내에 주요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 이들은 부모에게 고인이 된 형제자매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상실을 보살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슬픔이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4)라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형제자매

에게 고유의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여러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사법의 개정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사망구분

24)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자살이 형제자매에게 미치는 영향 : 불확실성과 애도 과정”, Ki
mberly A. powell and Ashley Matthy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Luther Colle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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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심사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통해 순직 결정

을 받은 자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다. 

   검토 결과 이미 판례들에서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들에게 별도의 위자료

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특별한 고통을 겪었음에 대해 별도로 서술하며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폐지된 법령을 포함하여, 특히 과거사 피해에 대한 구제 내지 보상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피해보상의 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명시하거나, 「민법」

상 상속인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형제자매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이다.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 경우 후순위로 규정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형평을 꾀하고 있는 입법도 있었다. 

군 사망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진정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역시 형제자

매들에게 특별한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형제자매가 진정한 사건의 

상당수는 다른 유족이 없는 ‘과거’의 사건이다.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진실규명된 

200여 건 중 2000년대 이후 사건은 30건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군 사

망사고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군의 ‘과거 청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상 수급권자로 형제자매를 명시하는 것이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에서는 타당할 것이다. 

   특히 진상규명 결정이 이루어져 위원회가 순직 재심사 등을 요청한 사례를 

보면 제도가 불비한 경우도 있으나, 과거 군 수사가 미흡하거나 개인적 원인 이외에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군 병력 관리 소홀 부분을 간과한 경우가 상당한데, 진상

규명이 늦어진 책임을 그동안 고통을 감내한 형제자매들에게 돌리는 것은 국가의 책

임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IV. 순직군인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입법 방향

1. 입법 방향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이 사망한 이후 사후적으로 일반사망에서 전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가 많아졌고, 군 내 사망자의 대부분이 병사 및 초급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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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현행법상 각종 급여의 수급권

자는 대체로 직계존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초 사망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

었다가 추후 전사‧순직 등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였

고,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되더라도 거의 유일한 수급권자인 직계존속이 고령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상당수를 차지한다. 

군인 사망시 국가는 그 사망의 원인, 경과 등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밝혀 

군인사법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고,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군 내 사망 사건에 있어 군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사를 해태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앞서 살펴 본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을 게을리한 결과 적절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순직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과실을 부당하게 유족에 전

가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방치‧지속될 경우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오분류(전사‧순직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를 유인하는 계기

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직 군인의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

함함으로써 수급권자를 확대하여, 설사 국가가 군인의 사망에 있어 그 분류를 그르쳤

더라도 추후 이를 수정하여 전사‧순직자의 유족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전사‧순직 군인 사망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권자로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포

함함에 있어, 이를 ① 전사‧순직자 일반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둘지, ② 처음에는 

일반사망자로 오분류되었으나 추후 재심사를 거쳐 전사‧순직자로 재분류된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③ 형제자매의 수급

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

법 등 관련 규정상 모든 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인지, 특정

한 급여에 대하여만 형제자매를 수급권자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검토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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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제자매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형제자매를 유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최초 전사‧순직으로 분류된 사망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족으로 성년인 형

제자매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재분류된 전사‧순직자에게만 형제자매의 수

급권을 인정하는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차원의 조사와 사망구분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법령

의 정비로 순직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상당부분, 특

히 의무복무중인 병사의 경우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부

터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우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족이 없게 되어 형제자매가 수급

권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과거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었던 다수의 사망군인이 

전사‧순직자로 재분류되고 있으나, 위원회는 한시조직으로 그 업무가 종결되면 해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와 같이 과거의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국가 차원

에서 진력하는 기관이 없게 될 경우, 이와 같이 한꺼번에 잘못 분류된 사망 군인의 

전사‧순직으로의 재분류 사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상 

각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유족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더라도, 위 각 법률에서는 각종 

급여의 지급순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형제자매를 민법상 상속순위와 같

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등보다 후순위로 둘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예산상의 급

격한 변동을 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군인이 사망하여 전사‧순직으로 분류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급의 권리자로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식의 제도개

선이 요구된다(필요하다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수급금액을 일정 감액하는 규정을 포함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

보상자법 등의 수급권자 순위의 마지막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게 될 것이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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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나. 법률 개정안

  1)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재해보상법의 경우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

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

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

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

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

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

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① (좌동)

1.～3. (좌동)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

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

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

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

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

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

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바. (신설)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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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형제자매를 포함한 이상 미성년 제매 등을 논할 실익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

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

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

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

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

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

로 본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개정) 형제자매

② ~ ⑤ (현행과 동일)

⑥ 삭제 (개정안)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

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

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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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훈보상자법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

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

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

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

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

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

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후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

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

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

로 본다.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개정) 형제자매

② ~ ⑤ (현행과 동일)

⑥ 삭제 (개정안)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제11조(보상금) ①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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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순직재분류된 경우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

현재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상 각종 

수급권자에 형제자매를 일반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정의 추가소요가 있는 것과 별론으로 재

정의 추가소요가 막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

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수급권

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재심사 결과에 대

해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

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

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

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

다. (후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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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따라 사망의 구분이 일반사망에서 전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망인의 사망시기와 전사‧순직으로의 재분류 시기 사이의 시

차로 말미암아 망인의 직계존속은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이 부존재하고, 유족으로 형제

자매만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재분류의 경우에까지 형제자매의 수급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사‧순직 재분류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하게 된다. 

따라서 위 방안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군인이 사망하

여 최초 전사‧순직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

심사에 따라 전사‧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 한하여라도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

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항을 추가하여 “제2항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

자등의 구분이 변경될 경우, 「군인연금법」제3조, 「국가유공자법」제5조, 「보훈

보상자법」제3조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사자등의 유족에 전사자등의 형제자매

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나. 군인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

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

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② (좌동)

③ 제2항의 재심사에 따라 전사자등의 구분

이 변경될 경우, 「군인연금법」제3조,

「국가유공자법」제5조, 「보훈보상자

법」제3조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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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

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

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

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

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

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

자등의 유족에 전사자등의 형제자매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

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항)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

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

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

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

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현행법 제4항)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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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급여 중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소정의 ‘군인사망보

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에만 한정하여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

 가. 순직군인의 형제자매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위 제3.항의 안 역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역시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

위에 한정하여 형제자매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그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의 지

급 대상에 형제자매는 누락되어 있다.

군인재해보상법상 여타의 급여와 달리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에게

도 큰 의미를 가지면서도 국가의 재정 소요 차원에서는 가장 추가적인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사망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근거였던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소정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포함된 전례도 있

고, 나아가 전사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25)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5)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

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현행법 제5항)

⑦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현행법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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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군인사망보상금의 경우에 한하여라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그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전사‧순직의 재분류 등으로 인하여 사망시기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

급 시기 사이의 시차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급하는 보상금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서는 사망

보상금의 현재가치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사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

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되는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가치에 부합하

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의 유족 범위를 개정하고 제39조가 정하고 있

는 사망보상금의 수급자로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나. 위 방안에 따른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이 경우 유족범위를 규정하면서 사망보상금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제

3조 제2호의 후문을 제39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더 간명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

릅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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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

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

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

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후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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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생략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

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9조(사망보상금) ① ~ ③ (좌동)

④ 이 법 제3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도 유족으로 본다.

가.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나.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지 않던 「군

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람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

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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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0. 9. 30.까지 진상규명 결정된 사례 중 자해사망의 경우 
군 수사결과와 위원회 조사결과 비교 통합 표

사건명 군 수사결과 위원회 조사결과

진정 제5호
윤하사 사건

총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데에 대한 
죄책감, 내성적인 성격,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염세 비관

주번사관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7호
김병장 사건

부친은 잦은 주벽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장기간 GP 근무에 대한 회의 선임하사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28호
김일병 사건

족구로 다친 무릎 부상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과 군 복무 염증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와 지휘
관의 관리 소홀

진정 제42호
정하사 사건

내성적 성격 및 가정환경, 가족들의 전
문 하사 반대, 보직 수행에 대한 부담감

규정을 위반한 보직 변경과 병역관리 소
홀

진정 제134호
최일병 사건

근무상황 확인 차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데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근무환경과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136호
김이병 사건 빈곤한 가정환경, 군 복무 염증 부대 내 만연된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지휘관의 관리 소홀

진정 제149호
임일병 사건

부친 지병에 대한 걱정, 행정보급관의 
잦은 질책, 업무 부담감에 의한 복무 부
적응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154호
김이병 사건

비만형 허약체질로 인한 훈련 부담감, 
선임병의 사적 심부름, 암기 강요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159호
현일경 사건 건강 비관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

진정 제238호
안일병 사건

어려운 가정형편, 부대 전출에 따른 복
무 부적응 폭언, 구타, 법규를 위반한 업무과중

진정 제1호
박이병 사건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 혹독한 훈련, 무리한 근무 배치, 구타•가

혹행위,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3호
이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유창성 장애로 인한 부적
응

인격 모독적 언행, 암기강요, 구타•가혹행
위,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4호
이이병 사건 보직에 대한 불만, 지병 비관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부적절한 부대운

영에서 비롯된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12호
김이병 사건

군 생활 부적응, 신병 훈련에 대한 두려
움, 신병 비관

신병교육대 내의 강압적 분위기와 폭언 
및 얼차려,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23호
이일병 사건

내성적 성격, 고혈압 증상과 불안요소, 
욕구불만 등 불완전한 정신형성

부대 간부 및 내무반장의 가혹한 구타•가
혹행위

진정 제31호
김일병 사건 애인 변심, 부대훈련에 대한 염증

부적절한 보직 부여, 업무과중, 태권도를 
비롯한 과도한 훈련, 체계적인 구타•가혹
행위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발생

진정 제38호
박상병 사건 애인 변신, 가정 사정에 의한 염세 비관 부대 내 악습과 비민주적 관행, 중대 인

사계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48호
허일병 사건 죽음에 대한 동경, 함정 생활 부적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지휘

관의 관리소홀
진정 제56호
강이병 사건 군 복무 염증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 방위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진정 제93호
유일병 사건 선임병의 욕설, 질책, 관심병사 관리소홀 선임병의 구타가 동반된 욕설, 질책 및 

업무과중,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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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95호
홍상병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범죄로 인하여 발
생하지 않았다며 사건 종결

과거 부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현 부대
에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현양상
장애’ 발생

진정 제97호
최일병 사건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부담감(부대적), 
나아질 가능성 없는 경제 상황과 불투명
한 미래(개인적, 가정적)

복무 부적합 신병에 대한 관리소홀, 인격 
모독적 질책, 위규보직

진정 제114호
안일병 사건 결손가정 환경과 신병(만성축농증) 비관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139호
강일병 사건

신병 비관 – 매화장보고서
하등의 이유 없음 – 사망확인조서

과도한 훈련과 업무과중, 부상 병력 관리
소홀, 규정을 위반한 업무지시

진정 제148호
이소위 사건

보직에 대한 실망, 지휘관으로서의 자책
감과 열등감

소대원 앞에서 당한 연대장의 질책, 열악
한 근무환경 및 업무과중

진정 제153호
최일병 사건 영창 입창에 대한 두려움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 성추행, 부대 간
부의 차별 대우, 부당한 입창 결정으로 
‘급성 스트레스’ 발생

진정 제155호
정이병 사건 통제되고 엄격한 군 생활에 대한 비관 암기 및 총검술 숙지 강요, 구타•가혹행

위, 부당한 근무교대, 지휘관의 관리소홀
진정 제158호
이일병 사건 정신질환 발병 징병 과정에서의 오류, 구타•가혹행위로 

‘우울증’악화, 성급한 퇴원 조취
진정 제166호
이하사 사건 공무 연관성 없는 개인적 사유 소속대 선임부사관들의 폭언•폭행과 심부

름 등 사적 업무 강요

진정 제201호
안하사 사건

성교 불능 고민, 유격 훈련에 대한 공포, 
군무 이탈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

월남전 참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겪다가 우울증 발생, 열악한 부대 환
경

진정 제261호
배일병 사건 ‘신미국주의’로 인한 정신이상 관심병사 지정 및 부적절한 병력관리, 선

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276호
양일병 사건

연대장에게 근무 중 지적을 받고 대대장
과 동료 부대원에게 폐를 끼쳤다는 죄책
감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소속 부
대원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감독소홀

진정 제298호
길일병 사건

백부 등이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며 10•26
사태에 관여했다는 데 대한 고민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구타•가혹행
위 등 부대 내 부조리

진정 제303호
오이병 사건

처음 접하는 업무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지병을 무시한 체력단련 훈련 및 암기강
요 행위

진정 제411호
남상병 사건 업무미숙과 분대장 선임에 대한 부담감 부대 내 부조리에 의한 ‘주요우울장애’발

생
진정 제433호
배이병 사건

지병인 오줌 소태증과 후방사단 전출 누
락 비관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 사고 당일 선임
병에게 당한 안면부 구타

진정 제453호
최하사 사건

점호 무단불참을 질책하는 선임하사에게 
상처 입은 자존심

선임하사 이00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구타
•가혹행위, 지휘관의 초임간부 관리소홀

진정 제496호
원이병 사건

부대원 관리 미흡, 병영 부조리 및 가혹
행위

부대 내 부조리와 복무 부적합 신병에 대
한 관리소홀로 ‘우울증’발생

진정 제672호
전일병 사건

가해자인 선임병과 지휘관에 대해 처벌 
조치하였으나 사망의 공무 연관성은 불
인정

선임 배관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등 부대 
내 부조리

진정 제8호
임일병 사건 신병 비관 병영생활로 양극성 정동장애 발현•악화, 

전역심사위원회의 안일한 기준 적용
진정 제27호
박하사 사건 하사관 지원 후회와 군 생활 염증 구타•가혹행위, 복무 부적응, 부대 관리소

홀
진정 제34호
박상병 사건 내성적 성격, 장기간 군 복무 염증 사관학교 퇴교 및 상병 강제징집으로 인

한 좌절감과 관리소홀
진정 제41호
최상병 사건 가정환경 빈곤에 대한 염세비관 간부의 가혹행위와 개인적 취약성에 대한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43호
이상병 사건 선임병의 지속적인 폭언•가혹행위 상습적인 구타•폭언•가혹행위, 사적 업무 

강요,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62호 애인 변심 소속 상관의 폭언 등 가혹행위, 사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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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병 사건 무 강요,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67호
이병장 사건

불우한 가정환경, 전역 후 사회적응에 
대한 압박감

군 복무 중 발병한 ‘조증 삽화가 동반된 
양극성장애’

진정 제71호
김상병 사건

턱관절 장애로 동료들과의 부적응, 향후 
진로문제에 대한 심적 부담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74호
김이병 사건 행정보급병직에 대한 심적 부담감 규정을 위반한 업무인수인계 등의 관리소

홀로 발현된 스트레스
진정 제77호
김상병 사건 업무 미숙에 대한 간부 질책 상급자 폭언과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 

소홀

진정 제100호
최하사 사건

전투기량 준비 과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후임에게 공개된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

과중한 업무와 공부 강요, 잦은 질책과 
욕설 등 부대 신상 관리소홀

진정 제115호
서이경 사건

기합•구타 사실 없음. 평소 소심한 성격
의 영향으로 근무환경 변화 부적응 구타•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127호
심일병 사건 여자관계 비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진정 제138호
박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염세 비관 구타•가혹행위와 복무 부적응 신병에 대

한 관리소홀
진정 제140호
정상병 사건 평소 삶에 대한 비관 허리 통증 호소 병력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144호
유이병 사건 내부 부조리 발견하지 못함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145호
박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군 복무 부적응, 사격측정
에 대한 부담감 구타•가혹행위와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157호
조일병 사건

지병(우울증으로 추정)으로 인한 군 복무 
부적응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의 
발생 및 악화

진정 제169호
이이병 사건

복무 부적응, 부대 복귀에 대한 심적 부
담감

업무부담, 지속적인 폭언. 구타•가혹행위, 
이를 묵인하는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177호
이상병 사건 전역후 빈곤한 생활에 대한 비관 베트남전 참전 후 PTSD증상의 심화

진정 제185호
김이병 사건 가정 빈곤, 이성 문제 암기 강요. 폭언. 사적 심부름

진정 제186호
김하사 사건 우울증세로 의욕 상실 등 염세 비관 중대장의 폭행, 폭언으로 우울증 발현과 

규정된 절차 지연
진정 제202호
임일병 사건

지병(디스크)과 선임병에게 욕설을 듣고 
느낀 군 복무 염증 구타•폭언•가혹행위와 업무 과중

진정 제206호
김이경 사건 내성적 성격, 낯선 분위기 부적응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 부대원 관리부실

진정 제209호
박일병 사건

선임병과 중대장의 힐책으로 인한 군 복
무 염증

구타•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221호
엄일병 사건 부대원을 속인 사실, 금전 채무 문제 수면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 일상적인 

구타•폭언•가혹행위와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224호
허이경 사건

군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
병

과중한 업무, 선임병의 폭언•가혹행위, 부
대 관리소홀로 인한 우울증 발현

진정 제225호
김상병 사건 내성적 성격, 염세비관 선임병의 구타•폭언•가혹행위와 병력 관리

소홀
진정 제233호
김이병 사건 GOP 근무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신병에 대한 교육 등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239호
한하사 사건 원인불상 금작스러운 환경 변화, 업무 과중, 전역 

연기
진정 제245호
이일병 사건 군 생활의 염증, 염세비관 극심한 구타•가혹행위 및 병력통제 부재, 

위병소 근무 관리소홀
진정 제260호
양이병 사건 애인 변심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269호 소대장의 사적 제재에 대한 불만 상관으로부터 당한 폭언 및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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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사 사건
진정 제278호
이이병 사건 염세비관 구타•가혹행위, 총기•실탄 관리감독 소홀

진정 제285호
이이병 사건

운전업무 싫증으로 복무 부적응, 가정환
경 등 복합적인 비관 음주 강요행위 및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297호
한상병 사건 행정보급관의 추궁 행정보급관의 폭언과 협박,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304호
정일병 사건 개인 성격, 염세비관 만연한 구타•가혹행위, 의사에 반한 강제

적 부대전출
진정 제305호
모일병 사건 애인 변심, 개인 지병 복무 부적응 병력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309호
장이병 사건 구보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비관 조교들의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320호
강이병 사건 불상의 원인 간부와 조교에데 당한 구타 및 폭언 등의 

가혹행위
진정 제324호
김이병 사건 원인불상 전입 3일 만의 무리한 훈련•업무 투입, 신

병 관리소홀
진정 제326호
이중사 사건 강제진급에 대한 군무 염증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복무환경과 자해사

망 시도 전력자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330호
이이병 사건 불우한 가정환경, 삶에 대한 비관 교육생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들과 선

배 기수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341호
노이병 사건

군 생활 부적응, 휴가 종료로 귀대에 따
른 심적 부담감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365호
김일병 사건

군 생활의 두려움과 불안감, 신체 증상
의 부담감 등 부적응이 원인이 된 적응
장애

부대원들의 질책과 놀림 등으로 악화된 
고도의 주요우울장애

진정 제370호
류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염세비관, 복무 부적응 가혹행위 수준의 질책, 보직변경에 대한 

압박과 신상 관리소홀
진정 제388호
전하사 사건

교육 미참석에 대한 죄책감과 건강상의 
문제 및 이성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선
임 부사관들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400호
김이병 사건

생계 걱정과 자해사망한 친구에 대한 동
경

부대 및 유격훈련소의 구타•가혹행위, 병
력 관리소홀

진정 제416호
김중사 사건 염세 총기자살 의사에 반하는 보직변경 및 부대 전출 요

청 무시
진정 제448호
구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입대 전 우울증으로 삶을 
비관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458호
백소위 사건

지병(위장병)과 가정빈곤 등 초급장교로
서의 부적응에 의한 복무 염증

GOP부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신임 소대
장에 대한 관리소홀, 선임장교의 구타•폭
언

진정 제480호
최하사 사건

내성적 성격, 부친과의 원만치 못한 관
계, 어려운 가정형편 등 신변 비관 위규보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진정 제481호
김이병 사건 불면증 일상적으로 반복된 구타•가혹행위로 발현

된 극심한 스트레스
진정 제493호
김일병 사건 자신 비관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505호
허일병 사건

폐쇄공포증과 유사한 정신과적 증상, 내
성적 성격 등 복무 부적응

심리적 취약자에 대해 전문적 상담 및 처
방을 제공하지 않은 소속대의 관리 미흡

진정 제509호
나이병 사건 염세비관,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비관 규정을 위반한 단초 근무, 선임병의 가혹

행위, 지휘관과 간부의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514호
이이병 사건

평소 복잡한 가정과 신체 결함에 대한 
비관

훈련소 입소로 악화된 질병 및 신병에 대
한 부대관리소홀

진정 제515호
홍상병 사건 신병 비관 혹독한 근무환경, 부대 내 고질적인 구타•

가혹행위, 후임병에게 폭행당한 모멸감
진정 제527호
노일병 사건 내성적 성격, 허약체질, 염세 비관 야맹증 증상에 대한 관리소홀, 일상적인 

구타•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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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571호
김하사 사건

퇴원 후 군 복무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 
통증에 대한 뚜렷한 병명이 없다는 좌절
감

반인륜적 훈련 생활과 군의관의 판단 오
류

진정 제577호
박병장 사건 가정 빈곤, 제대 후 거취 문제

후임병 시절 당한 구타•가혹행위, 야간근
무와 유격훈련의 스트레스, 부대 관리소홀
로 인한 정신이상증세 발현

진정 제601호
최이병 사건 현실 비관 등 군 복무 염증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612호
민이병 사건 체력 허약, 내성적 성격 등 복무 부적응 구타와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638호
이일병 사건 부사관 지원 좌절 비관 상급자의 지속적인 모욕•폭언과 부당한 

대우 및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783호
권이병 사건

내성적 성격, 염세주의 사상, 입대 전 유
행성출혈열 등으로 인한 군 복무 염증 선임병의 폭행

진정 제797호
박일병 사건

상사와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업무 과중 
등의 군 복무 염증 구타•가혹행위와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851호
김중위 사건

피교육자의 도주와 총기 분실사고를 상
부에 보고하지 않은 양심의 가책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
스

긴정 제862호
신이교 사건 복무 중 삶을 비관 무자비한 구타•가혹행위, 병력통제•관리의

무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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