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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군복무중 자살행동의 이해

- 발달학적/ 생태학적  견해 -

                        홍 강 의(한국자살예방협회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I. 서론

국민의 인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다.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여러가지 의문점과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전문가들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군 복무 중에

일어나는 자살이 특수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하겠으나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실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군대내 자살을 이해하는데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자살의 실태를 살펴보고 자살의 현상과 원인을 통합

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군대내 자살의 실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하려

한다. 군입대자들이 거의가 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발달이행기에 있다

는 점과 그들의 성장배경 시대적 변화와 현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군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군생활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여 적응

의 성공과 실패를 초래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군대내 자살현상을 조명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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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자살실태:  최근의 통계와 조사결과

정부의 2005년도 통계청보고에 의하면, 매일 33명의 우리국민이 목숨을 끊었

고 연간 12,047명의 자살자가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자살이 우리국민의 네 번

째 사망원인으로 부상했고 우리나라 자살률(24.9/10만 명)이 ‘OECD 국가 중 최

상위에 속하고 지난 10-20년간 자살률의 증가추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0년대 까지 만해도 10명 미만이던 것이

199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24.9명에 이르렀으니 지난 10년간의

자살률이 2배, 3배로 급등한 것이다. 이러한 자살률의 급등에 대해 우리가 심각

하게 생각하고 원인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자살사망률 변화추이에서 1998년 소위 IMF 위기에 자살률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경제적 상황과 자살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통설을 뒷받

침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극복되면서 자살률은 좀 낮아지다가 이후 계

속 급상승하는 것은 경제위기론만으로 설명이 힘들며 다른 사회의 중장기적 변

화(예; 가족 지지체계의 약화, 산업화, 이혼의 증가 등) 요인들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예방사업의 길잡이로 응

용하여야 할 것이다.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살이 20대와 30대에 급상승하여 사망

의 제일 원인이 되었고, 자살 사망자가 40대가 제일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자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장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30대와 40대의 정

신건강문제와 자살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

인다. 

자살의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 광주가 가장 낮고, 강원, 충북, 충남이 가장 높

게 집계된 것이다. 도시화를 흔히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보는 통상적 견

해와 달라 보이는 데,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각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인구구성, 직업, 연령분포 등을 연구하면 자살의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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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69세 국민 1,501명에 대한 자살 및 생명존중에 대한 태도 조사(2006)

에 의하면 15.6%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구체적 자

살계획까지 세워본 사람도 3.9%,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사람도 1.8%나 있었다. 

이를 2005년도 자살률 24.9/10만과 비교하여 산출하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의 비는 대강 70:1이 된다.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의 비율은 조사에 따라 많

은 차이가 있는데 20-50:1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주로 자살사망자에 관해 얘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15.6%의 우리국민이 자살사고에 시달리

고 있고 자살사고자 8명중 1명이 자살시도, 자살시도자 70명중 1명이 결국 자살

로 사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자살생각을 한 사람 중 10%, 자살을 계

획 했거나 시도한 사람 중 30% 만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살생각자나 자살시도자의 심리와 문제점에 관한 연

구, 조기발견방법과 개입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살관련 태도조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참조하여야할 점은 조사자의 24.2%

가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 38.7%가 ‘개인이 자살할 권리가 있다

‘, 71.2%가 ’불치병환자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함으로서 우리나라 국민

이 자살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저

소득층과 노인층에서 더 높았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수용적 내지 허용적인 태

도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 없다고 누구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자

살예방을 위한 대 국민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고하여야할 사항이다.

Ⅲ. 자살행동의 원인: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원인의 

통합론  

군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자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의 일반적

현상과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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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적 요인 
자살의 원인을 단 하나의 사건이나 요인에서 찾기란 불가능하며 그러한 노력

은 오판을 낳을 뿐이다. 그만큼 자살은 다양한 원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원인 요인들을 편의상 생활 사건과 상황적 요

인, 개인-심리적 요인, 개인-생물학적/정신의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

누어 살펴본다(표1 참조).

생활사건-상황적 요인: 자살행동의 시작은 우선 개인이 당면한 충격적 사건이

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생활 변화다. 그들은 친지의 사망, 실직, 성폭력, 입시

실패 등 충격적 사건일 수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특히 애인의 배신, 배우자

와의 불화, 결별, 이혼 등 일 수 있으며,  직장, 학업 등에서 오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 등이다.  때로는 이러한 촉발사건들을 발견할 수 없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위사람들의 관심이 부족

했거나, 내적인 갈등 또는 정신과적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어 알기 어렵고 자살

은 특별한 외형적 사건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요인: 어떤 사람이 충격적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야 한

다. 이런 일련의 대처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쉽게 상황을

극복하나, 해결능력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좌절과 어려움에 인내심이 약한 사

람들은 당황하고 무기력해진다. 더구나 충동적이고 분노조절력이 부족한 사람

은 사건을 잘 처리하기 보다는 더 크게 만들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

고 자살충동을 느낄 때 자살행동을 충동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충격적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아능력-자아강건성이나 성격은

어린 시절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면 자아능력 발달이 크게 손상된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고 성격적 결함으로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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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건이나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 염세적으로 보는 성격, 충동적이

고 폭력적인 성격, 남의 비판에 너무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 등이 특히

자살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물학적-정신의학적 요인: 자살사망자를 자세히 조사하면 60% 이상 심지어

는 90%에서 정신과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사

후 추정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자살자의 80-90%가 정신질환 때

문에 자살했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자살로 사망하

지도 않으며, 일반인 보다는 높은 자살행동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활상의 충격이나 어려움에 당면하면 일반인 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고 자살충동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우울장애, 알코올중독, 성격장애, 정신

분열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원

인요소가 강하며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생활 사건에

접하면 발병이 촉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환경의 직, 간접 영향을 받

으며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어려움도 결국 그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안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특히 정서적 지

지기능이 잘 되고 있는가, 사회전체의 변화나 큰 문제는 없는가 등이 자살을 증

가 또는 감소시키는가를 결정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민

주화, 산업화, 자본주의화 등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이혼

율의 증가는 지지체계의 약화를 가져왔다, 자살충동을 느낄 때, 도움을 청할 가

족도 친지도 없게 된 것이다.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과 성취위주, 물질주의의

범람으로 스트레스의 증가, 조절의 역치가 낮아졌다. 참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성향이 높은 분위기다. 생명존중사상은

엷어지고 생명경시풍조가 팽만하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소가 개인의 문제대

처능력의 부족과 겹쳐지면 그 사람은 쉽게 절망과 자살충동에 빠지고,  도와주

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시도를 하고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

이나 방법이 없으면 자살에 ‘성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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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살의 원인적 요인

1) 생활사건-상황적 요소
Life events-situations

실직, 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배우자, 친지 등 가까운 사람의 사망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 결별, 배신, 다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과로, 
생활상 충격적 사건; 입시실패, 성폭력, 
생활의 큰 변화 : 입대, 결혼, 이혼, 이민

2) 개인-심리적 요인
Individual-psychological factors

해결되지 않은 정서, 행동 문제
자아강건성의 부족
  문제해결 능력부족
  인내심의 부재
  분노조절력의 결함, 
  좌절에 대한 감내력 부재
성격적 특성: 
  충동적이며 공격적 성격
  내성적, 억제적 성격
  남의 비난에 민감한 성격
  과거/장래에 대한 비관적/염세적 성향
  인지적 경직성

3) 생물학적-정신의학적 요인
Psychiatric factors

정신과적 질환
  우울증
  정신분열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약물중독
과거 자살시도, 가족 자살력
만성 신체 질환, 장애

4) 사회-환경적 요인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가정기능의 약화; 가정폭력, 가정불화, 
이혼율의 급등, 가정붕괴,
정서적(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경쟁적/·성취 지향적 사회풍토
폭력적, 선정적, 생명경시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발달과 영향력
가치관의 변화 : 물질/향락지상주의
종교/문화의 자살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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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자살률과 군자살률의 비교(군의문사보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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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사망자중 자살자 비율 : (그림 2) 일반적으로 군에서 사망을 전사, 순직, 

그리고 사망(일반사망, 변사, 자살로 구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1950년-2005년까

지 군 사망사건 중 자살사망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속적 증가세를 볼 수 있다.

 

<그림 2>군내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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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군내 사망자중 자살자의 비중은 2001년과

2003년도에 전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군에서 일어난 전체 사망수는 359명에서 114

명으로, 약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공군본부 2006). 그러나 자살자

수는 약간 감소하였을 뿐 거의 같은 수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어 자살사망의

비율 증가는 절대수의 증가보다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군내 전체 사망자수와 자살자수

군내사망 및 자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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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발생원인(그림 4)

군대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복무부적응, 처벌우려, 염세비관, 가정문제, 이성문

제, 부채, 상급자 횡포,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육본헌병감실 1997-2002 사고분

석 자료에 의하면 자살의 원인은 군대내 원인과 군대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복무부적응과 가정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문제와 부대내 가혹행

위임을 알 수가 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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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살 발생원인

구분 계
복무
부적응

처벌
우려

염세
비관

가정
문제

이성
문제

부채
상급자
횡포

기타

2003 69 14 2 6 23 13 2 6 3

2004 67 23 7 12 10 8 7

2005 64 34 5 4 1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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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등이(2001) 자살을 기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는 31명중 24명(77.4%)이 적응장애라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으

며, 가장 많은 자살기도의 이유로는 군내 문제라는 응답이 군외 문제라는 응답

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대상자들은 군내 문제로

는 고참의 가혹행위, 자율권의 제한과 답답함,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 인간관계

의 어려움, 과도하고 힘든 훈련 순으로 대답을 하였다. 군외 문제로는 부모간의

불화, 진학실패, 부모와의 갈등, 집안 경제사정의 악화, 삶에 대한 비관과 우울

감 순으로 대답을 하였다. 이처럼 군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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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법

군에서 사용되는 자살방법에 관해서 최근 보고(육본헌병감실 1997-2002 사고

분석)에 의하면 총기 16.8%, 목맴 48.5%, 투신 20.5%, 음독 10.5%로 나왔다.

최근 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총기에 의한 자살은 2000-2004년, 5년 동안 약

5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음독에 의한 자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의사 즉, 목을 매어 죽는 방법에 의한 비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면서도 점차 증가(60%)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 계 총기 의사 투신 음독 분신 자해 자폭 열차충격

총계 298 37(12.4) 159(53.3) 71(23.8) 22(7.4) 3(1.0) 2(0.7) 2(0.7) 2(0.7)

2000년 66 9(13.6) 37(56.1) 13(19.7) 5(7.6) 1(1.5) 1(1.5)

2001년 60 10((16.7) 30(50.0) 12(20.0) 8(13.3)

2002년 66 8(12.1) 33(50.0) 18(27.3) 4(6.1) 2(3.0) 1(1.5)

2003년 53 6(11.3) 27(50.9) 15(28.3) 2(3.8) 1(1.9) 2(3.8)

2004년 53 4(7.5) 32(60.4) 13(24.5) 3(5.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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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까지 총기에 의한 자살이 감소한 이유는 실탄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실

탄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음독에 의한 자살도 농약 등 약물

에 대한 판매 관리가 강화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2006년 4월 군이 전후방 상관없이 실탄지급을 한 것은, 향후 총기에 의한 자살

사망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하겠다(조성진 2007).

자살자의 계급별 분포

자살자의 계급별 분포에 대한 고기환 등(1994)의 연구가 <표 3>에 나와 있

다. 이승환과 정영조(2001), 국정감사자료(국방부, 2002) 등의 조사결과도 고기환

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에서 보듯이 사병의 자살빈도가 91.6%로 가장 높으며, 장교나 하사관

에 비해 사병들의 자살빈도가 18배 내지 45배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병 중에서도 병장이나상병에 비해 이병(61.2%)이나 일병(20.5%)의 자살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군 생활을 시작하는 이병에게서 자살률이 높다는 점은 대상자의 선정

과 관리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표 3> 자살자의 계급별 분포

계
장교 하사관 사병

군무원
영관 위관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667
(100)

4 14 4 9 25 23 36 137 408 7

18(2.2%) 38(5.1%) 604(91.6%)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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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자살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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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장소 

자살이 일어난 장소로는 영내 39.9%,  영외 60.1%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무 중(30%)보다는 비근무중(70%)에 많고 휴가나 외출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입대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

군의문사 위원회에 2006년 진정된 사망사건 211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

대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은 그림 4와 같다. 전체 사망자의 4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사망하였고, 60%정도가 1년 이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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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실시여부: 

군내 사망사고 시 60년대 이전에는 부검이 실시된바 없으며, 70년대 17.9%, 

80년대 46.9%, 90년대 76.7%, 2000년대 86.7%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부검은 신체적 부검을 의미하며 자살의 경우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Ⅳ. 군복무중 자살행위의 특성과 의미 

1. 군 입대의 의미와 기능
군대는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복무 의무 하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특수집단이다. 군입대자는 대부분 18세-25세 사이 젊은이들로서 청소년에서 성

인기로의 이행기 transition stage에 있다. 따라서 군입대와 일정기간 동안의 군

생활은 성인기 의식 ritual 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는 속어나 군대기피를 가장 혐오하는 국민정서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행기는 심리사회적 양상이 많이 변하는 불안정의 시기이다. 신체나 성 발

달은 빨리 성숙되었으나, 심리적 행동적 독립성은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아직

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최근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힘들고 불안정 하다. 민

주적, 자유주의적 양육과 교육관 속에 자라난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군 생활은

일생 처음으로 강한 규제와 집단생활 경험을 강요하게 된다. 군입대전에 친숙

하지 못한 동질성, 협동성, 복종이 강요된다. 군대특유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순

간부터 많은 젊은이는 군생활의 이질성과 문화충격 culture shock 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과 이질적 군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군

생활을 마치면 좀 더 성숙한 청년, 어른으로 변모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각종

부적응 문제와 정서, 행동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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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입대하는 젊은이들의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즘 군입대하는 젊은이들은 특별한 국가적 재난이나 이

변, 전쟁 없이 순탄하게, 경제적으론 풍요롭게, 자란세대다. 자유주의, 황금만능, 

향락지상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1-2자녀의 핵가족에서 성장하여 과

잉보호적 양육을 받고 자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이 높다. 훈육부족으

로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잘난 체 좋아하고 자존심은 높지만 진정

한 자율성 독립성은 부족하고 규율을 싫어하고 지시에 저항적이다. 성 개방, 성

정보 홍수 속에 자란데다 자제력은 부족하여 윤리관, 도덕관은 취약하고 미성

숙하다. 입시위주의 과잉교육열은 성적-학력지상주의, 시험불안, 공부스트레스

때문에 정작 청소년기의 궁극적 발달과제인 자아정체성의 성취는 부모나 본인

의 안중에 없었다.

상당수의 군 입대자는 아직도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청소년기 유예

Adolescent moratorium 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소년적 갈등과 행동, 적응 양상은

군입대자의 특성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 입대자들은 학력, 가정환경 및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이 제각기 다른 청소년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함께 밀접한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홍성열, 2003). 요즘의 20세 전후세대

는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은 이들은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 지낸 적이 없는

네티즌이고 MP3와 휴대폰은 거의 그들 신체의 일부로 치는 세대다.

3. 군조직과 군생활의 특성
군은 어느 조직보다 잘 짜여있고, 철저한 위계질서, 무조건의 복종, 틀림없는

시간표 생활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규제하고 군집단의 목표를 위해 양보와

포기를 요구한다. 개인의 의견과 취향은 최소화되고 집단을 위해 희생된다. 때

로는 이러한 특성과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공포분위기조성, 폭력 내지

가혹행위, 과잉한 훈련 등이 동원된다. 특히 입대 훈련이나 군생활 초기에 심하

다. 매우 새롭고 이질적 생활에 적응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힘들 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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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던 부모도 친구도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참고 견디어야 한다. IT 

기기와 PC를 군 내무반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몇 시간이

고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대부분의 입대자들로서는 심한 문화적 박탈

을 감수해야 한다.

4. 현대적 젊은이의 군조직과 군생활에의 적응
요즘 젊은이와 군대의 만남은 과거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고 문제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의 가정교육과 학교생활, 사회의 전체분위기

는 군조직과 군생활에 근접하여 이질감이나 문화 충격이 훨씬 적었다. 그래서

군생활 적응도 원만하였고 상사의 부당행위도 그러려니 받아드렸다. 지금의 군

입대자는 많이 다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매우 이질적인데다 참을성과 자아

능력의 부족, 개인주의적 태도는 집단주의와 규격, 규제를 받아 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문화충돌이 일어나고 적응을 힘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

응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입대자의 적응유형을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1) 능력있는 입대자군 Competent candidates
입대 전부터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해온 성숙하고 자아강건성이 뛰어난

젊은이들로서 군생활도 잘 받아드리고 문제없이 적응하는 그룹이다. 가족관계

나 친구, 기타 대인관 계가 원만하다. 

2) 불안정 입대자군 Turbulent candidates
입대 후 한동안 적응이 어려우나 수개월내에 극복하고 그후 성공적 군생활을

수행하는 그릅이다. 경험의 부족, 과거에 성취하지 못한 발달과제와 가벼운 가

족, 친구와의 갈등에 의한 일시적 적응 문제, 그러나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도

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다. 군생활이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성숙에 보탬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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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 입대자군 Impaired candidates
입대후 처음부터 적응의 어려움이 심하고, 각종 정서행동상의 증상과 문제를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수개월 후에도 계속되는 그릅이다. 이 그릅에 속하는

입대자는 입대 전에 이미 성격, 행동, 정서 문제 내지 정신장애가 있었거나 적

어도 취약성이 있던 사람들이다. 군조직과 군생활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발병하거나 기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다. 잠재해 있는 우울장애, 정신분열, 성

격장애가 촉발되기도 한다. 도움을 청할 줄도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도 없는 경

우가 많다.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혼자 고통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 이 구릅이 자살의 위험성이 제일 높다.   

5. 군대내 자살의 원인과 과정
이상의 군대내 자살에 관한 여러 소견과 일반자살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

대내 자살현상의 원인적 요소와 과정을 살펴본다.

상황적 요인: 군입대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며 그 적응에 심한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생활보다 가족이나 애인과의 결별이 더 큰 스트레

스일 수도 있다. 만일 상사와의 갈등 내지 부당 가혹행위나 왕따 피해가 있으면

군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 한참 여자를 찾고 사귀는 연령이기 때문에 연인의

배신이나, 결별은 큰 충격이다. 군조직이나 생활 양태가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유발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입대자에게는 군생활이 자신의 의존욕구

와 강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이들에겐 군생활이 발달을 증진할 수

있고 자살예방적인 측면도 있다

심리적 요인: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가 군대내 상하

복종체계에 순응하기란 쉽지 않다. 충동적이고 공격적 성격은 특히 자살 충동

을 참지 못한다. 성정체성 문제, 부모에 대한 반항과 갈등, 정체성 혼돈 등 해소

되지 못한 청소년기적 갈등이 있으면 군생활중에 비슷한 갈등으로 재현되며 군

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감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군동료와 잘

지내지 못하고 왕따 당하거나 외톨이가 된다. 한편으로 강요된 집단생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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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병사와의 잦은 접촉은 부족했던 동료와의 관계,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사

회성발달과 집단정체성 발달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신의학적 요인:  입대전 선별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

애의 소인과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군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이 촉발되고 자살충동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우울장애는 진단이 어

렵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받는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아 상당수

의 우울증 환자가 입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군생활과 연루하여 무기력감

과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  군 복무중 자살이 주로 6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난다

는 것은 자살이 대부분 적응상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군입대 이전에 다양한 취

약성과 미성숙 내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자, 정신장애소인이 있는 자가 입

대하면, 적응이 힘들고(적응장애), 심하면 좌절/무기력(helpless)에 빠지고, 옴짝 달

싹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나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hopeless)상태에 다다르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대 이전에 위험성 요인이 없더라도 극한적 부당행위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

해 무기력-절망-우울의 과정을 밟아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면 자살위험성은 높아

진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자살충동이 생기고 자살을 계획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누

군가 말리고 도움을 주고,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한다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

는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이에서의 자살행위의 특성은 자살의 인지적

당위성보다는 충동성이 강함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짧은 기간 만에라도 누군

가 도움을 준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내 자살예방대책수립에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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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자살에 이르는 과정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생활 스케줄 변화

엄격한 규칙

분명한 위계질서

새로운 문화

군 입 대

적응과정

신체적 반응

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
자살

시도 자살

능력 있는 입대자 : 성공적 적응

불안정 입대자 :적응장애à적응

장해 입대자 :부적응,정신장애

무기력

무망감

충동성

6. 군대내 자살 예방의 현황과 대책
자살의 원인은 생물-심리-사회/문화적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되며 예방대책도 이런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군에서 시행중인 자

살사고 예방 종합대책들로는 첫째 자살 징후 발견 및 자살 우려자 식별, 둘째

자살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 셋째 자살우려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

리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자살징후 발견 및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자대 전입 시

체계적인 면담 및 자살우려자 식별체계 확립, 자살징후 발견을 위한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활성화, 자살 징후 교육 및 자살우려자 발견을 위한 노력 강화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자살징후 발견시 취하는 즉각적인 조치로는 군종장교나 지

휘관에 의한 집중상담, 24시간 밀착 관찰자 임명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자살우려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리로는 지속적인 면담, 관심을 통한

자살충동 요인제거, 부모, 애인, 친구와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집중적인 인

성교육,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Vision camp 입소를 통한 가치관 전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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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외출(외박) 등, 출타시 관리대책 강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육군지침에 나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군 복무 적응을 못하는 군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한다면, 복무 부적응의 원인을 밝히고 그

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라고 하겠다.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움을 원하는 자살

시도자와 진정 죽기위한 자살기도자의 감별을 위한 사회인구학적 등의 특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두 집단에 대한

예방과 치료대책도 각각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들로는 자살 우려자의 발

견과 이들에 대한 군종이나 상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적 대책에 치중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살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자살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대의 대

책과 더불어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조성진 2007).

군입대시기는 젊은이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에 있다는 발달학적

의미를 가지며. 성인기의식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예방대책

은 자살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좁은 접근 보다는 군입대하는 젊은이 들이 잔여

청소년기적 발달과제를 달성하고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발달증진 프

로그램 Adult Development Program 형태로 개발되기를 강력히 권하다. Vision 

Camp등 고위험군을 위한 초기 개입에만 그치지 않고 군생활 전체가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자들은 군생활을 통해 성숙한 성인으

로 변모할 것이며 자살예방은 그 부산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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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의 함의

자살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행위이다. 자살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과된 행동이다. 예방과 치료도 같은 맥락

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군대내의

자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흑백논리는 설 땅이 없다. 

개인의 취약성이나 기존하는 정신건강의 문제냐 군대내 환경이나 사건의 문제

냐로 결론지을 수 없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호혜적 작용과 역동의 결

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특성, 역량, 취약성이 얼마나 적응을 방해하였으며, 군

은 입대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제도적 기능적 배려를 하였는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과 의문사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자유로운 의지

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사 개인의 책임과 군의 책임정도를 평가하여 기여도를 결정할 것이지 자유의

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느냐의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자살시도에 의

한 상해의 경우도 보험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과 그간 활동이 기여한 것은 군내부의 자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문성고취를 들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추구하는 진상규명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군복무중 자살사건

이 일어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자살의 심리적 부검 Psychological Autopsy과 거

의 동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군내부 자살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

시 군관계자, 가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자살원인과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검

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군의 입장에서나 가족의 입장 모두 명

확하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따로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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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自殺者의 賠償 및 報償에 관한 判例의 趣旨 및 理論的 背景

- 國家有功者 認定 與否를 中心으로 -

이 승 택(대법원 재판연구관)

Ⅰ. 들어가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法制 下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군대라는 사회는 그 통제성과 폐

쇄성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높고, 철저한

상․하급자 간의 계급성으로 인하여 하급자로서는 상급자로부터 쉽게 비인간적

인 처우를 받을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 복무 중인 사병이 자살1)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기도 한다. 

자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소중한 아들을 군에 보낸 후 어느 날 갑자기

사망통보를 받은 부모 형제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 할 것인데, ‘군

자살자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판례의 취지 및 이론적 배경’이라는 냉정한(?) 

제목으로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게 되어 마음 한구석

유가족들에게 송구함을 느끼면서도, 본 발표문이 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및 이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가지고서 논의를 전개

해 나가고자 한다.    

1) 자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쉽지 아니한 문제인데 이 발표문에서는 행위의 외형적 측면
을 중시하여 자살 당시 자유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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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과 관련하여 현행 法制 上 주로 ‘국가배상

법에 따른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군 자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경

우라도 군 자살자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 자살자의 유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

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한편 군 자살자의 자살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게 된다.

결국, 군 자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그 자살이 국

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모아지게 되고 本 發表文의 副題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하였으므로, 본 발표문

에서는 먼저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의 기본 법리와 국가유

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인정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군 자살자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의 법리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인정과의 관계

1. 관련 규정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

2)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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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

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

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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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의 기본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무원이 직

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②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졌을 것, ③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

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3)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따라 군 자

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4)은 乙이라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오던 甲이라는 군인이 사격장에서 훈련 도중 자신의 총으로 자살

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임병 乙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서, 외관상 그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위 ①, ②의 요건 충족), 선임병 乙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

와 甲의 자살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위 ③의 요건 충족)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5)6)

3) 박균성, 행정법론 제5판, 박영사 558면 참조
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2812 판결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2812 판결은 을의 구타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망인(갑)이 군 입대 후 그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고 있던 중 같은 내무반원으로서 상급병인 소외 1(을)로부터 판시와 같이 잦은 구타와 모욕
적인 욕설을 당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
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구타 내지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
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소외 1로서는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타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탈영·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알
고 있어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소외 1의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
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대법원 2006. 6. 28. 선고 2006다24391 판결은, 원심이 위 대법원 2002다2812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위 대법원 2002다2812 판결의 판시 취지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 자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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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사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상급자인 대대장으로부터 욕설 및 모욕을

당하여 오던 중 영외 관사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

에서 제1심은 원고(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상급자인

대대장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

을 인정하였고(다만 자살자인 甲의 책임 부분을 過失相計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이에 원고(유족)들은 피고의 책임 제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상

고하였고, 피고는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측과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7)

결국, 군 자살자의 경우 구타 기타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

위8)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군 자살자의 국가배상책임과 인정과 관

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지 않아서 가혹행위 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徵表들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들의 사안에 비추어 본다면, 대법원은 일응 가혹행위 등

의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혹행위 등이 자살을 결의한 직접적

이고 중요한 원인인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있었는지 여부, 즉 자살자가

위법행위에 의하여 입은 고통, 충격, 또는 후유증이 매우 중대하고, 통상적으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피고(국가)측이 상고하
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7) 대법원 2007. 5. 30. 선고 2007다22712 판결 참조
8)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국가배상과 관련
하여서는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원(주로 상급자나 동료 군인이 될 것임)의 불법행
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는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지만 그
이외에 당해 군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그것이 업무를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고의이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당해 군인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하는 유형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군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 군 자살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불법행위 유형 전체를 일컬어 ‘가혹행위 등’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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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그러한 입장에 놓인다면 이를 견딜 수 없거나, 그 때문에 살아갈 희망

이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개배상과 국가유공자 인정과의 관계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殉職’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

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들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순직자의 유족

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역시 이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같은 취지로 판시를 내고 있다.9)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면10) 원칙적으로 군 자살자의 자

살과 가혹행위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군 자살자의 자살과

가혹행위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의 해당 여부는 그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

당인과관계 유무가 판단기준이라 할 것인데 가혹행위 등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임), 결국 위 법리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9)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12914 판결 등 참조
10) 물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1호가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자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여
지(고의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실무상 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본 발표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
호의 자해행위 해당 여부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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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군 자살자와 관련

된 법적 문제는 자살과 가혹행위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

냐 만이 주로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가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순직

군경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군 자살자의 자살과 가혹

행위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당해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에서 제외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군 자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자살과 가혹행

위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소송관계 정리
앞서 본, 군 자살자의 국가배상과 국가유공자 인정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는 군 자살자의 유족들이 먼

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를 상정하여 소송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선 해당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과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有無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부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배상책

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당해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단서, 즉 순직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

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한 경우 재

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원고(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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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순직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유족들은 재판부가 판시

한 대로 자살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인이라는 이

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당해 군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족들은 그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 행정소송에서는 당해 군인의 자살이 국가유공

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자유로

운 의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 쟁점으로 다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해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재판부와는 달리, 당해

군인의 자살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그 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자살 군인의 유족들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1)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의 반대 과정을 밟게 된다는 점만이 차이가 있

을 뿐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序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자살자의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1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은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의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구 국가
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상을 받기 위
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이는 종전
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서 보
상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
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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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 법리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는 대법

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은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

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

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

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12)가 정

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

고 판시하고 있고,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 판결

중 하나인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은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

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

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

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

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자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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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 사실만을 근거

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

인 내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2)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내용이다.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면서 종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해행위 등 국가유공자
제외사유가 법률에 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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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

로 인정한 판례이든 부정한 판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전

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군인이 구타․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그 자살이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살인가의 여부를 기준

으로 하여,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

호의 자해행위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Ⅳ.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에서 ‘소외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

여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으로써 처음으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

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에서 “근

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

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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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

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원심판단

유지)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요건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후, 대법원은 1995. 4. 12. 선고 95누1132 판결13)에서 서울지방철도청에 근

무하던 중 감전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자살에 이른 사안에

서 자살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

고한 바 있고14), 대법원 1998. 2. 16. 선고 97누20267 판결 역시 광부가 가스중

독사고의 후유증으로서 만성적인 우울증, 정서불안, 불면 등에 시달려 오던 중, 

자신의 신병비관, 생활의 부적응, 정서장애 등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극심한 흥

분, 분노 등 감정변화에 따라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입

은 질병과 망인의 자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15)

13)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다.

14)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외 장원규는 평소 건강하고 명랑한 성격이었으나, 1991. 5. 29. 감전사고를 당한 후 3개월
정도 경과한 다음부터 구토와 현기증을 호소하고 실신하기도 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는 등의 병증을 보이던 중, 1992. 6. 9.경 직장에서 자살을 기도하여 직
원들이 말린 사실도 있는데, 그 이후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같은 달 22.정신과 치료를 받
았고 같은 해 7. 7.경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
게 된 사실과 감전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15)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홍용기(1949년생)는 73년경부터 광부로 종사하여
오다가 91.9.4. 태백시 소재 한보탄광에서 갱내 작업 중 초안폭약 등으로 발파작업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를 당하여 가스중독, 외상 후 자극장애 등의 진단을 받음, 그로 인
하여 95. 10. 1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각 받아 오다가 95.10.26.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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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업무상 재해의 관계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근로자(공무

원 포함)가 자살한 경우 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의 초래, ② 그러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고(따라서, 망

인이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업무와 우울증의 발병 내지

급격한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16)), 그러한 질병

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재해가 당해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자살의 경우에는 자살

자의 자유의사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고, 예외적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의 등장 
대법원은 1999. 6. 8. 선고 99두3331판결에서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군 자살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17), 破

16)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우
울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7)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
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
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
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
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제2 발표 이승 택 37

棄還送審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

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에도 대법원은 2000. 9. 5. 선고 2000다12914 판결에서 군 복무 중 상급

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

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망인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

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
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
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
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
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
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
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
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망인이 자살 당시 불
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
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
의 상태였던 사실만을 인정한 후, 가볍게 망인의 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
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
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
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
하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인정한 사실만으로 만연히 망인의 자살이 공무
와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자유의지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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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은 국가유공자법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바 있고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

18) 위 대법원 판례는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자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설시 없이 ‘순직이라는 점을 인정하
면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로의 인정 여부가 직접 문제되고 이를 인
정한 다른 두 판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을지 여부는
의문이고,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
정한 판례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용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1) 소외 망인은 1997. 7. 24. 육군에
입대하여 6주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육군 제32사단 99연대 기동중대에 전입되어 위병소의 위
병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온순, 성실하나 내성적이고 자주성이 부족한 성격이어서 입대
후에도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과 같은 소대의 상급병들인 상병 김00, 유00, 
박00, 유00, 정00, 안00 등은 망인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근무요령 및
행동수칙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근무의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욕설을 하고, 
망인을 구타하였는바, 김00은 1997. 12. 13. 19:00경 소속 연대 기동소대 내무실에서 자신이
텔레비전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망인이 이를 소음공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망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같은 달 20. 17:50경 소속 중대 연병장에서 망인이 복장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고 근무자 신고에 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망인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1998. 1. 24. 08:50경 소속대 중대 제3내무실에서 망인에게 위병근무 중 공포탄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
으로 망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유00은 1997. 10. 하순 일자
불상 17:00경 소속 연대 위병소에서 망인과 함께 복초 위병근무를 서던 중 망인이 식기함 열
쇠를 가지고 나온 것 같다며 군복을 벗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면서 벗어놓은 방탄모로 망
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1998. 1. 23. 9:20경 소속 중대 제4내무실에서 망인이 방탄모를 관물
대에 올려놓으려다 실수로 유00의 머리에 떨어뜨리자 욕설을 하면서 방탄모로 망인의 머리
를 1회 때리고, 박00는 1997. 10.하순 일자불상 19:30경 소속 연대 기동소대 세면장 내에서
식기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망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망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해 11. 초순 19:30경 위 세면장 내에
서 망인이 세탁 중이던 양말을 오른손에 든 채 경례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
으로 망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1998. 1. 24. 10:15경 소속 중대 위병소 내에서 망인에게 공
포탄 1발을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
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망인의 멱살을 잡고, 유승렬은 1997. 9.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소속 중대 제3내무실에서 망인이 일과시간에 침상에 누워있거나 턱을 받치고 텔레비전을 시
청하는 등 내무생활 규칙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같은 해 9. 하순 일자
불상 22:00경 위 제3내무실에서 사전에 총기손질 및 총기점호 요령을 알려 주었음에도 총기
손질이 불량하고 관등성명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망인으로 하여금 팔굽혀펴기를 60회 하게 하고, 정00은 1997. 11. 중순 일자불상 15:40경 망
인과 함께 위병소에서 복초근무를 서던 중 망인이 소변이 급하다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땅바닥에 방치하고 임의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망인의 발목부분을 2회
차고, 안00는 1997. 12. 하순 일자불상 23:10경 소속 중대 제4내무실에서 맞은편 침상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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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던 망인이 심하게 코를 골아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베개로 망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자신이 잠들 때까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밖에도 김00, 유00, 
박00, 유00, 정00, 안00 등의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의사표현이 부정확하며, 실수를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질책을 하고 때때로 욕
설을 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위와 같은 상급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동료 병사
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오던 중, 1998. 
1. 24. 5:30부터 7:00까지 위병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공포탄 2발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
었으나 그 중 1발밖에는 찾지 못하여 이로 인한 상급병들의 구타 및 처벌을 고민하던 중 앞
서 본 바와 같이 김00 및 박00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
지 못하고 같은 날 14:00경 소속 중대 막사 뒷편 보일러실 부근 굴뚝벽에 부착되어 있는 철
제사다리에 소지하고 있던 2.8m의 나일론끈을 묶은 후 목을 걸어 자살하였다. (4) 김00, 유00, 
박00, 유00, 정00, 안00 및 소외 상병 장00, 김00 등은 1997. 8.경부터 1998. 1.하순경까지 사이
에 망인 이외에도 상병 장00 등을 구타하였는데 망인이 소속한 중대는 총 80명의 중대원 중
65명이 상병 이상의 선임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후임병들이 선임병들로부
터 구타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부대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구타행위가 만연한 상
태였다. (5) 망인의 소속부대에서는 위 기간 동안 구타행위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
고,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구타로 인한 고충상담이나 소원수리, 구타행위자
색출조치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소속한 소대의 소대장인 정00는 망인의
입대 직후 망인으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망인이 평소 손을
떨기도 하고 말도 더듬는 것을 목격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망인의 사망은 당시 군인으
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유족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전투․훈
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일정한 군사시설 안에서 순직한 경우에 그 유족이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같은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11조, 제12조 등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
직군경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
연금법 제2조, 제3조, 제31조 등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
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들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여 순직자의 유족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다음, 망인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
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에 따라 연금,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순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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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

다.19) 그런데 대부분의 자살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판결에서는 소극적 요건인 자

19)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음) 제3조의2 단서 제4호(현행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
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
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함00이 의무경찰 모집에 응모하여 신체검
사 등을 마친 후 2000. 7. 18.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전환복무되어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1소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00. 11. 23.부터 본부 취사
반으로 전보되었고, 2000. 12. 13.부터는 다시 1소대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실, 함00은 내성적
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처음 1소대에 배치되었을 당시에 보호수경 박희훈의 도움으로 모범적
인 의무경찰 생활을 하였으나, 상급자들이 수시로 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놀리고 때리기까지
하자 박희훈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된 사실, 함00은 2000. 11. 중순경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무서워 만나기가 싫고 사
람을 의심하게 되며,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며 삶에 대한 의욕은 없어지고, 잠을 제대
로 자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0. 12. 3. 외박명령에 따라 집에서 있던 중
눈동자가 흐려지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2000. 12. 5. 대구 중구 수
동 소재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고 2000. 12. 5.부터 2000. 
12. 11.까지 병가를 얻어 순천시 소재 용화영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
고 치료를 받은 사실, 함00은 2000. 12. 12.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곽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
았으나 2000. 12. 26.에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시간마다 잠을 깨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불면증증상을 보이면서 상급자들이 일에 대한 부담을 준다
고 느끼고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
며, 자신이 치료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상급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00. 12. 26.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그 후 함요열은 2001. 1. 4. 후임자인 권00에게 새벽 순찰근무를 하
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2001. 1. 22.까지 정기휴가를 마치고 늦게 귀대하였다는
이유로 당직 부관으로부터 기합을 받았고, 함00은 2001. 1.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구정 특박
명령을 받았으나 순천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동기생 김00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01. 1. 23. 
12:05경 전화를 건다고 나갔다가 2001. 1. 29.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어 죽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 검시결과 약 5일 정도 전에 직접사인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부검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중독사나 치명적인 외상이 전혀 없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양쪽 무릎에 있는 대칭성의 피하출혈 흔적은 사인
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래 전에 대칭성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아 생긴 흔적으로 무릎
을 꿇고 마루를 닦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그 상태가 약한 경우에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
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나, 심하게 되면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
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나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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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위 대법원 2003두13595판결은

이에 관하여 주류적인 판결들과 다른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

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자해행위라

는 소극적 요건에 고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包攝시키고 있다. 

군 자살자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직업군인인 경우에 그 유족들

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인정과 더불어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구

하는 경우에 군 자살자의 자살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의 ‘공

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대법원

2003두13595판결에 따르면 자해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의

판단에 포섭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해행위에 해당하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으며, 주요우울증 환자의 약 15% 정도가 자살 기도를 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 중 약
10%는 결국 자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함00이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증
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함00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선 지역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제
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
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
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
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함00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
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하여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
당하며, 함00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같은법시
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 정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함00의 우울증과 그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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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게 되고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군 자살자의 자살이 공무상 사망(순직)의 소극적 요건인 자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차원에서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의 문

제를 다루고 있는 주류적인 대법원 판결들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

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3.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및 그 논거
앞서 본 3개의 판결 외에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은 문제된 사안에서의 군 자

살을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20)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많은 판결들은 앞서 본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과는 달리 자해행위에 대하여 고유의 의미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데, …(구타․가혹행위 등)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

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

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

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두12202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10404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
결,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2004. 8. 16. 선
고 2003두8715 판결,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대법원 2006. 9. 14. 2005두14578 판
결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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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결국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個別的․具體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군 자살을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자살자에게 정신과

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로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2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22), 대

2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손00은 1998.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10. 보병사단에 배속되
어 복무하였는바, 망인은 가정불화가 잦은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부모와의 갈등과 소외감 등
으로 인하여 성적이 저하되고 교우관계가 극히 한정되는 등 학교생활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정신과병원에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1개월 보름 가량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입대 후 평소
내무반원들과의 대화나 교우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간혹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신병을 토로
하기까지 하였는데, 1999. 1. 5. 영점사격훈련시 1, 2차 사격에서 불합격하고 다른 불합격 사병
5명과 함께 3차 사격에서 1발을 발사한 후 갑자기 소총을 들고 일어나 총구를 왼쪽 눈밑에
밀착시키고 방아쇠를 당겨 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복무 이전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던 군인이 단순히 육체적·심리적 긴
장과 중압감 내지는 공포심을 수반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받은 것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살이 자
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망인이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심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 상급
자 등으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
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89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4. 10. 육군에 입대한 후 3개월 실
시한 병사용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만성적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 불안증상을 보이
는 단계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심사병으로 분류, 관리되어 오다가 지휘관들의 지속적인
면담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여 관심사병에서 제외되었으며, 인성
검사 결과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상급자로부터 업무처리가 미흡하다
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시나 훈육의 한도를 넘는 질책과 욕설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근
무에 큰 부담감을 느껴 오던 중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그 날 저녁 나일론 끈을 이용
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인의 자살은 평소 우울증의 소인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공무수행 중 부대 내 간부
들의 위와 같은 정상적인 지시와 훈육의 한도를 넘는 계속적인 질책 및 가혹행위와 수공구
관리업무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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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6. 9.14. 선고 2005두14578 판결23) 등이 있는바, 그 사안들의 내용을 살

펴보면 군 자살자의 정신병적 증상이 미약하였거나 그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심한 정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해행위에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
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
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앞서 본 자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
에서 상급자인 정비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
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비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
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
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자살할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
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23)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5두14578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군기술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1981. 2.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새로 맡게 된 전산업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많
은 시간외근무를 하고서도 도저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적응실패로 육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02. 12. 21. 의무
대를 방문하였고, 2003. 2. 7.에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도 있고 계
속하여 우울증상을 보이다가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은 평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입원하였던 국군수도병원의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주요 우울증이나 우울 삽
화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적응장애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고, 망인은 자살 장
소까지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살 직전에 처인 원고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
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
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
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
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
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
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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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로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220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3두1040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

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

두8715 판결,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등을 들 수 있는데24), 이는 군

24) 가혹행위 등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없었던 경
우로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엄00는 1999. 12. 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13. 제2보병사단 제63
포병대대 제2포대에 전입되어 조종수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온순·성실하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
제사회인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임병인 일병 최00는 2000.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일석점호 후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망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고참병 서열, 암구호 전파방법, 티오티(TOT)사격
절차, 포상정리정돈, 주변부대 차량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달 26. 07: 30경에는
소속 포대 제6포상 진지 내 장약통 앞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담배를 피웠다
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망인의 왼쪽 빰을 1회 때리는 등의 구타를 당하였다. 망인은 최
00의 위와 같은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오던 중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선임병들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라
는 말까지 하였고, 이에 망인의 외삼촌이 포대장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 등을 당하면서 잠을 못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특
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한 사실이 선임병들에
게 알려져 망인은 같은 소속 포대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망
인은 2000. 3. 30. 16: 00경 같은 소속 포대 포술담당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조종
수를 못하겠으니 운전병으로 보직 조정을 해 달라."는 망인에게, "군대에서 하기 싫으면 나가
라, 임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폭언을 하자, 망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16: 20경부터 17: 50경 사이에 자신의 군인수첩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
는 등의 내용의 유서 5장을 남기고 소속대 야외화장실에서 야전상의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
을 매어 자살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온순한 성격으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
되는 군생활을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인에게 위 최00 이00이 선임병 또는 간부
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일반 사회와는 달
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
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강요 등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
은 경우의 망인의 자살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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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의 자살이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는 결국 사실인

정의 문제라 할 것인데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

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나, 나아가 정신과적 병

력이나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군 자살자의 자살을 자유의지의 범위 내의 자

살로 보아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

어 보면 가혹행위 등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신과

적 병력이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라면 군 자살자의 자살은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자살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본다면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부정한 위 대법원 판례들의 결론은 일응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평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방법은, 군 자살자

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만이 자유의지의 범

위를 벗어난 행위이고(즉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지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

고, 이에 대하여는 자해해위의 범위를 그와 같이 넓게(즉 자유의지를 범위를 벗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앞서 본 자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후, "이 사
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
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
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
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정신
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망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
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
를 벗어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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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행위를 그와 같이 좁게) 볼 수는 없고, 그 중단단계에서 자해행위의 개념

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자살자가 심신상실 상태

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만이 자유의지를 벗어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자유의지를 벗어난 경우를 그 보다 더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인지 그 구체적 기

준을 제시하는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25)26) 자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위와 같이 추상적인 기준 제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사안에 비추어 보면 대법

원이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 즉 군 자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만이 자유의지의 범위

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법원은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 자살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판례는 자살자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있어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의 자살을 요하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안에서는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던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

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자살”의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여 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대법원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

정 여부와 관련하여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5) 이균용 판사는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재판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일본에서 최근의 의학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정한 1999. 9. 14.자 심리적
부하에 의하여 정신장해에 관한 업무상, 업무외 판단지침과 업무상 정신장해에 의한 자실에
관한 정함과 같은 판단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특별법연구 제8권, 박영사, 328-330면 참조).

26) 본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구체적 판단기준
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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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 자살자의 업무상 재

해 인정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거들에 기

초한 것으로 추측된다. 

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

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

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제2조), 정부도 국

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목적,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살이 비록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의가

전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법의 목

적, 기본이념에 반한다. 

②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장제도나 국가배상제도의 보상과 달리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報償인바, 즉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인을 국가유

공자로 인정하는 취지는 군인의 직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어서 성질상 직무수행자 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 이러한 위험한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오히려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사망하

는 경우에 남아있는 유족에게나마 국가와 국민의 감사와 위로를 표시하고 보상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헌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바, 자살행위를 특별

한 공헌과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④ 군인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리구성을 하게 되

면 자살을 방조ㆍ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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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살은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에서 보아도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형사법의 체계에 비추

어 보아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⑥ 국가유공자의 인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은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므로 비록 군인의 자살이 자해행위나 고의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는

있어 자살자의 유족의 보호에 소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은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

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과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소정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

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과 법시행령은 국가를 위하

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

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라고 판시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논거들과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50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결국,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리 국가유공

자법이 가지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군 자살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나 폭행,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주로 우울

증)이 발병하고 그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

른 경우에 그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자살이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살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있어서

의 기준, 즉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

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자살”의 경우보다 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마치며 

대법원이 자살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리를 끌어들여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군 자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황

금의 문’을 마련해 주었다는 찬사(?)를 듣다가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지 아니한 최근의 판례들로 인하여 대법원이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으나,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의 기본적 태도는 변한 바가 없다. 

다만,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최근 판례들이 군 자살자

의 자살이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

준이 종전 보다 엄격해 진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기준 자체에는 변

화가 없으나 문제가 된 개별적 구체적 사안들이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자살로 보기가 어려운 자살이라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

니하다.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군 자살자에 대하여 國家責任

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 이상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현

행 법제 하에서 과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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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행 법제 하에서 대법원이 군 자살자에 대하여 자살 당시 자유의

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록 자살이 외형상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자해행위에의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로써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상

의 범위를 넓혔다고도 일응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살자의 국가유공자가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하여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

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法理的 制約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대법원

판례가 현실적으로 군 자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갚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3두2205 판결이 판시한 대로 현행 법제 하에서 군 자살

자를 국가유공자법으로 포섭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

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기대

하면서 본 발표문을 끝맺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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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살자 판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검토

함봉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군자살자 관련 법규

•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5. 순직 군경:…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

우에는…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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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000는 소총수(일병)로 근무하던 중 부대 내에서 가슴에 2발의 총상
을 입고 사망

• 000의 어머니 원고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

• 원고의 주장: 휴가를 며칠 앞두고 000이 자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사건 발생 직후 부대 측에서 사망 당시 입고
있던 군복을 모두 세탁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사망 현장
에는 혈흔이 없고 시신을 옮겨 놓았던 내무반에는 혈흔이 많이 발견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많은 의
혹이 있다. 이처럼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군수사
기관의 형식적인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
당하다. 설사 자살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장xxx을 비롯한 선임
병들의 각종 가혹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지휘관들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므로, 000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
라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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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던 xxx병장의 가혹행위

1) 000이 수류탄 박스를 떨어뜨리자, “야 이 개새끼야. 그게 얼마나 위
험한 것인데 떨어뜨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박기, 쪼그려뛰기, 제자
리앉아일어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15분간 시킴

2) 000이 졸았다는 이유로 “똑바로 근무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양팔을 쭉 편 채 약 5분간 소총 2자루를 들고 서 있도록 함. 

3) 000가 체력이 약해 따라오지 못하지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따라오
지 못 해”라고 욕설을 한 후, 총을 머리 위로 들게 한 채 오리걸음으
로 약 30m 가량 가게 하였고,  도착한 뒤 “그런 체력으로 어떻게 군
대생활을 할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팔굽혀펴기를 50회 하
도록 시켰고, 이때 “똑바로 해, 너 오늘 죽고 싶어”라고 다그침.

4) 000이 군가를 부를 줄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제자리 앉아일
어서기를 약 15분간 시킴.

5) 중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000을 포함한 7명에게 내
무실 막사돌기 선착순을 시킨 다음 약 20분간 오리걸음을 시킴.

인정사실1

6) 경계근무를 하던 중, 초소에서 000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머리박기, 제자리앉아일어기를 시키던 중, 000이 자신의 소
총을 머리에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투화 발로 000의 배를 1회 걷어찼고, 이에 000이 “이 좃 같은 군
대생활, 저 하나 없어지면 고참들도 편해질 것 아닙니까”라 말하고
10중대 쪽으로 도망가자 초소로 데려오면서 손으로 얼굴을 2회 때
리고 전투화 발로 엉덩이를 2회 참 (이때 xxx는 소대장에게 위 사실
을 보고하였으나 소대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7) 000이 상황실에서 온 인터폰을 받고 상황 전파 내용을 잘 못 이해하
여 같이 휴식 중이던 이병에게 인터폰을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000
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네가 안 받고 ..시켜, 네가 일병 달았다고 애
들을 시키냐, 그거 하나 못 받아 적어서 어떻게 할래”라고 욕설을 하
였고, 이병이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판에 기재하자 재차 000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이등병이 아니고 일병이야, 네가 쓰지 이등병이 적
어야 되겠냐”라고 욕설과 질책을 한 후, 대기초소에서 대기시 적인원
장비 식별카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때 하나라도 틀리면 팔굽혀펴
기 50개씩을 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Xxx이 소파에 누워 가면을 취
하고 근무자 2명이 대기 초소를 나가자, 밖으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을 가슴에 대고 2회 격발하였고, 후송 도중 사망함. 

인정사실2



56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 XXX은 그 후에도, 여러 명의 후임병들에게 수차
에 걸쳐 추행, 가혹행위, 협박,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
결을 선고 받았다. 

인정사실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을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000에게 XXX이
선임병으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였고, 병사들 사이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책임이 있는 소대장 또한 xxx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000가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
실상 방치하였는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
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
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 달리 000가 자살한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000의 사망은 선임병의 위와 같은 강요 등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방
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000의 정상
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자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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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판결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군경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하는 자해행위는 그 사망이라는 결
과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
하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법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취지
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자살이라는 결과 내지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구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의 자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열악한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이에 상급자의 계
속되는 가혹행위가 더해지자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000의 자살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

• 군인이 상급자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
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
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
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가혹행위는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
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000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
위의 내용과 정도,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자해행위를 기도한 후에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과 그로 부터
짐작할 수 있는 000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
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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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의 정의 ?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판단의 핵심적인 요
소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 인지를
판단하는 것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
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의 정의 ?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가혹행위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

–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 근거

①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
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
향이 훨씬 크다는 점

② 달리 000가 자살한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
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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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의 정의 ?

•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 가혹행위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살 사이

의 인과관계를 인정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
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 근거

①열악한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오
던 중, 상급자의 계속되는 가혹행위가 더해지
자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자
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의 정의 ?

• 대법원 판결; 
– 가혹행위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

–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
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

– 근거

① 000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주위상
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자해행위를 기도한 후에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과 그
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000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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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

우울증의 발병경위와 자살에 이른 과정1

• A는 2000. 7. 18 입대, 2000. 11. 23. 부터 본부 취사반, 2000. 12. 13. 
부터 1소대 배치

• A는 내성적 성격

• 처음 배치되었을 당시 보호수경의 도움으로 모범적인 의무경찰 생활

• 상급자들이 수시로 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놀리고 때리기까지 하자 보호
수경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음

• 2000. 11 중순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무서워 만나기가 싫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며, 머리가 아프
고 기분이 우울하며 삶에 대한 의욕은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
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

• 2000. 12. 3. 외박명령에 따라 집에서 있던 중 눈동자가 흐려지고 머리
를 벽에 박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2000. 12. 5. 병원에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2000. 12. 5. 부터 2000. 12. 11까지
병가를 얻어 우울증과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2000. 12. 
12. 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통원치료 받음.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 국가유공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제 5호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해당성

(공무기인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과 그 구조 (李均龍)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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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발병경위와 자살에 이른 과정2

• 2000. 12. 26. 약을 복용하더라도 시간마다 잠을 깨고 약을 복용하지 않
으면 10분 간격으로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불면증 증상을 보이면서 상
급자들이 일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느끼고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이 치료받
는 것을 싫어하는 상급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00. 12. 26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

• 2001. 1. 4. 새벽 순찰근무 중 후임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음.

• 2001. 1. 22 정기휴가에서 늦게 귀대하였다는 이유로 당직 부관으로부
터 기합을 받음

• 2001. 1. 23, 구정 특박 명령을 받았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동
기생 집에서 지내던 중, 2001. 1. 23. 12:05경 전화를 건다고 나갔다가
2001. 1. 29 공사현장에서 목을 매어 죽은 상태로 발견됨. 

소송과정

• 원고(A의 어머니)는 2001. 4. 23. A가 의무경찰 복무로 인하여 우울증
이 발생하여 자살에 이른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는 2001. 9. 4. A가 특박을 나간 후 귀대하지 아
니하고 스스로 자의에 따라 자살한 것이므로 A의 사망은 A의 직무수행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의 2에 정하여진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
는 처분을 함

• 원고의 주장: A가 심한 따돌림과 모욕, 구타를 당하여 우울증이 발생하
였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A의 자살은 A의 공
무상의 질병인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A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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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요지

1.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
된 경우에는 제 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A가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
았던 점,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지역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
제와 단체 행동이 요구되는 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
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
내성적인 성격의 A로서는 견디기 힘든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3. A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그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 시행령 ..4호에 정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
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요지

• 우울증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그

발병원인이 외적 요인보다는 환자 본인의 기질적 또는 체질

적 요인에 있으며, 의무경찰복무과정과 훈련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우울증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가 우

울증에 걸린 것과 그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

며, 자살자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배치되므

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자살자는 사전적 의미에
서 보더라도 순직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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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상고기각)의 요지

1.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 주
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
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
키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내용 인용)…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되며…정상적
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자해행위
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리 요약

• 직무 부하 -> 우울증 -> 자살
• 직무부하 -> 우울증 ;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 근거
①복무 중; 직무수행에 의한 심리적 부하 이외 다른 심리적 부하 없

다고 추정
②가족력(-), 정신병력의 기왕증(-)
③내성적 성격: 이전 사회적응 잘함
④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우울증 -> 자살 ;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 인정
– 근거:
①치료 중: 직무 이외 다른 심리적 부하 가능성 없음
②다른 요인 찾을 수 없음
③우울증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

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치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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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적 고찰

• 정신장애와 자살의 관계

• 정신장애의 원인

• 정신장애와 자유로운 의지와의 관계

• 자살의 원인

•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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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자살의 관계

• 자살자 또는 자살기도자의 95%가 정신질환

• 우울장애가 80%, 정신분열병이 10%
• 정신병적 우울증: 고 위험

•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 위험은 15%
• 충동적 또는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 25%
• 어떤 이유로든 정신과 입원한 적이 있는 경우 위험 증가

• 정신장애와 자살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정신장애의 종류와 상태, 치료 유무,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신장애의 원인

• 생물학적 요인 + 심리사회적 요인

=> 개체적 요인 + 복무 환경적 요인

• 개체적 요인
– 유전적 영향

– 체질적 소인

– 가족력

– 적응능력 부족

– 가족 문제, 군 외부 사회적 문제

• 복무 환경적 요인
–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 열악한 복무 조건 (수면부족, 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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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원인 규명

• 개체적 요인과 복무 환경적 요인의 구분

• 개별 요인의 질적, 양적 평가

• 개별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 특정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요인과 정신장애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

– 가혹행위 또는 열악한 근무조건이 해당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근거

– 해당 가혹행위 또는 열악한 근무조건이 해당 정신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강도와 기간

• 정신장애의 종류에 따라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비중에 차이가
있음

– 정신분열증은 개체적 요인의 영향이 우세하고 개인에 따른 차이가 적음

•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장애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이 바뀌고 있음

• 평가자의 배경과 이념의 영향

• 객관적 평가의 한계

정신장애와 자유로운 의지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

–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조울병, 주요우울장애
등에서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현실검증능력에 손상이 있는 상태

– 간질 등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병적 상태

– 알코올, 약물 등에 의해 중독된 상태 또는 금
단섬망 상태

– 정신지체, 치매

– 기타; 일시적인 정신병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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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원인 1

• 정신장애
– 망상, 환청

– 우울감, 절망감

• 분노, 증오, 복수심

• 충동

• 상실

• 현실도피, 고통으로부터 해방

• 이타적 행동

• 무의식 상태 (술 또는 약물 중독, 간질)

• 기타

자살의 원인 2

• 가족의 자살력
– 유전적 요인
– 환경적 요인 (모델)

• 쌍생아 연구
– 일란성 쌍생아 51쌍 중; 9쌍이 두 사람 모두 자살, 1쌍

은 한 사람만 자살
– 이란성 쌍생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살한 경우 없음

• 자살 자체의 유전적 요인
– 충동성의 유전

• 중추신경계 세로토닌 결핍설
– 자살자의 소변에 5-hydroxytryptamine 감소
– 자살 전 뇌척수액에서 세로토닌 대사물인 %-HIAA 농

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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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또는 정신장애의 원인 규명 1

• 복합적

• 직접 원인, 간접 원인

• 드러난 요인과 드러나지 않은 요인의 구분

• 각 요인 및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

• 정신감정 또는 심리부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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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또는 정신장애의 원인 규명 2

• 인과관계: 위험요인과 결과 간의 관련성

• 기여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위험요인이 결과
에 기여한 정도

• 기왕증: 입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위험요인들

• 기왕증의 기여도: 기왕증이 있고 기왕증이 결과
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
한 정도

인과관계

• 각 요소의 존재 유무 및 특징, 요소들간의 관계를 규명

• 최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

• 불확실성과 복합성에 대한 개념 필요

• 문제점
– 대부분의 경우 자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일반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결과가 군자살에는 적절하지 못
할 가능성

– 정신장애 및 자살의 원인에 대한 여러 모델과 이론이 혼재 -> 관
련 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유리한 부분을 강조

– 객관성 유지에 어려움

–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 받음

– 판단하는 사람의 이념과 배경에 영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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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1

• 단일 요인이 100% 원인인 경우 드물다.

• 기여율을 평가하여 판단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적이고 실용적
– 예) 만약 자살한 사병에서,

• 가혹행위가 우울증 발병에 30% 기여했고,

•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울증 발병에 20% 기여했고,

• 우울증이 자살에 80% 기여했다면,

• => 가혹행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울증 발병에 기여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자살에 기여한 정도는 (0.3+0.2)X0.8 = 0.4 
로 40%가 됨

• 가혹행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자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
도가 10%라면, 가혹행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자살에 기여
한 정도는 40%+10%=50%가 됨.

기여도 2

• 기여도 방식을 적용하려면,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 복무환경적 요인의 기여도 기준과 함께 개체적
요인의 기여도 기준도 필요

• 의학적 지식, 통계자료, 연구 등을 통해 기준 제
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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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 입대 전부터 존재하는 자살의 위험요인

• 어디까지 자살의 기왕증으로 인정할 것인가? 

– 입대 전 정신장애 및 자살시도의 경력? 

– 입대전 불면증은? 사회공포증은?

– 가족력, 성격특성도 기왕증으로 인정할 것인가?

–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 모두 필요

• 기왕증을 인정하는 기준은? 

– 의무기록 등 법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것으로 제한할 것인가? 

–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인정할 것인가?

– 정신감정 또는 심리부검의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

• 기왕증이 자살에 기여한 정도는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평가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

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인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

• 정신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는 정신감정 또는 심리부검으로 평가 가능

• 정신장애가 있지만 인지되지 못한 경우는?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가 결여될 정도의 심실상실 상태이지
만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 인지되지 않은 경우는?

•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 자살시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 자살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병에 대한 보복이지만, 
자살시도 직전에는 극심한 분노와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
유의지가 결여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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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심리부검의 필요성

•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평가

• 정신장애 및 자살의 원인규명; 인과관계, 기왕증, 
기여도 평가

• ‘자유로운 의지’ 상태에 대한 평가

결 론

• 자살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나타나는 현상

• 자살의 원인 및 자살 당시의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전
문적이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분석 과정이 필요

• 정신장애가 자살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자살자의 정신상태 평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

• 현재의 판례는 자살의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기여도, 기왕증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
적 평가가 필요

•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사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에 대
한 전문적인 정신감정 또는 심리부검이 필요

• 자살자 사례분석, 판례분석, 지침개발 등을 위한 법학과 정신의학 분
야의 공동연구가 필요

• 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를 근거로 자살문제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합당한 법 또는 제도 정비가 필요





제4 발표 김호 철 81

군의문사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호 철(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 )27)

Ⅰ. 서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기꺼이 징집되었다가 자살

한 장병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는 한 줌의 재로 만든 유골 이외에 제도적으로

그 어떤 위로와 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2001년에 들어서야 군은 유족에게 500

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각

군의 복지기금에서 참모총장이 재량껏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28) 이

러한 국가의 비정한 태도와 달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지 않은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정립하여 자살 장병과 그 유족

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황금의 문’을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나 대법

원은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과도한 가치부여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지’라는 모

호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살 장병에 대한 유공자 인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살 장병의 유족들에게 대법원이 만든 ‘황금의 문’은 ‘통곡의

벽’으로 변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원

회라 함)는 전체 진정접수사건의 60%에 이르는 자살처리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27) 이 발제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인 김호철을 비롯하여 조사기획과장 이선
희, 파견법무관 최성보, 윤권원, 조사1과 2팀장 윤석연, 상담실장 김민경의 공동연구와 토론
으로 완성된 공동저작물임을 밝혀둔다. 

28) 국인본 33176-2017(‘01. 1. 8.) 사병 사망위로금지급방침 보고(하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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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상 여부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 판례를 그 판단의 기본적 준거로 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지니

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 글은 군에서 자살한 장병들을 어떠한 요건 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군의문사위원회의 고민과 모색과정을 솔직히 제시하고 판사들

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어 현명한 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

성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선,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문제를 살

피고, 군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확인되는 군 자살처리 문제의 실상

을 제시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변경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한 다음, 군 자살자

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대안적 해석론들과 입법례를 고찰하고 군의문사위원

회가 모색하는 새로운 대안과 그 현실적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Ⅱ. 대법원 판례의 기본 구조와 일반론적 문제제기

1.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 구조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

망 사이의 인과관계…(중략)…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중략)…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

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

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현행법 제4조 제5항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무와 질병의 발생 및 그 질병과

사망 사이의 2단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요건 이외에 자해행위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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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후 군 자살자

와 국가유공자에 관한 대다수 판결에서도 위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공무와 사

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는 별도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법원29)은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자의 나

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

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

다.”는 일반론을 제시하면서, 대다수 판결에서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

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

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자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무상 사망인지 여부 다시 말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자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

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자체가 당연히 부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주류적 판결들과는 다른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 하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5항의 상호관계에 관

하여,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내용은 국가유공자 인정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와는 별도의 판단대상이 된

다고 보는 견해와30),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내용은 공무상의 상

2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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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공무기인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는 아니고 공무와 상병

(자살)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등

록될 수 없는 사유인 자살이나 자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된다

(소송법적으로 부인이 된다)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구타, 가혹행위나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등의 질병에 걸

려 자살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제1단계로서 직무수행 등과 정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2단계로서 정신

장해와 자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하고,31) 

그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와 마찬가지로 공무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 공무상 질병과 자살 사이의 각 인

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한다.32) 

2.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참고로, 근로자의 자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즉 업무와 질병 사이, 그 질병과 자살 사이에

2단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신병에 걸려 자살한 경우에는 먼저 업무와 정

신장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것이 긍정되는 경

우에 정신장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33)

30) 이 주장이 소송법적으로 피고의 항변사유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31) 이균용, 전게논문, 327쪽.
32) 서삼희, 전게논문, 141쪽.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
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는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3) 이균용,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해당성(공무기인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과 그 구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공204, 1006)-,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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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2001두915 판결)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34) 

특히 위 판례들은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은 구체적인 정신병의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정신

적인 이상증세 즉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등

다수의 판결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의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군경이 자살한 경우에

있어 우울증의 진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과 비교하여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법원 판례의 일반론적 문제
가. 자해행위 해당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은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망인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반하여,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은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 판단에 포섭시키고 있어 상호 모순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과 같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한

34) 서삼희, 근로자 또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재판실무연구 2005,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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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자해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과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자살”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즉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라고

하려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

다.35) 어쨌든 “자해행위 해당 여부”와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사이

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 대법원이 일관되지 못한 판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판례의 기본태도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해행위 해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원고에게 있는지 이를 거부한

행정청에게 있는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36)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자살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

하여 갖는 체계적 지위와 관계없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에 대하여 “자

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

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

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37)으로

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일정한 고려요소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

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의 사망을 말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35) 同旨 : 서삼희, 전게논문, 141쪽.
3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등.
3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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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고 있다.38) 

대법원이 제시하는 ‘자유의지’는 형사상 책임능력39)이나 민사상 의사능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은 기존의 공․사법영역의 개념

체계와는 다른 좀 더 독자적이고 여백이 많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도구로 자

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한다.40) 그러면, 대법원은 자살자가

어떤 상태였을 때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어

떤 경우는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

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중략)…‘자해행위

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거나41), 

“망인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

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42) ‘정상적이고 자유의

사에 기한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따라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

하게 만들다가, 어떤 경우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중략)…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망인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여43)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가 아니고 자유

로운 의지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20세기 들어서 심리학 및 신경과학의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

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38) 同旨 : 이균용, 전게논문, 328쪽.
39) 책임비난이 가능한 행위자의 능력 
40) 따라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상 책임무능력상태와 같이 ‘심신장애(생물학적
요소)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심리적 요소)이 없는’ 상태라거나
민사상 의사무능력상태인 심신상실상태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도 없다고 본다.

4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4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4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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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결과들을 제시하였고, 이 결과들은 마음을 다루는 철학자

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만약 하나의 선택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심하기도 전에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자유의

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선택들은 뇌 속에서 미리 결정돼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인가?44) 그리고, 작가이자 뉴욕대학교 양방향 텔레커뮤니케이

션 프로그램의 부교수인 클레이 셔키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면서 자유의지에 관한 우리의 개념-그것은 자유의지가 어떤 메커니

즘으로 작용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다-도 조만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45) 이렇듯 ‘자유의지’란 개념은 자연과학분야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완

전한 ‘자유의지’와 ‘자유의지’의 전적인 부재 사이에는 무한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의지는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한계 지을

수 없는 정도개념(Steigerungsbegriff)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

이 ‘자유의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어떤 구조적 규칙이나 문언적 서술을 피하

고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46) 

사정이 그렇다 하여도, 대법원이 ‘자유의지’라는 정말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

을 법적판단의 도구로 끌어들였으면서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백으로 남겨둔

채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할 때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44) 에릭캔들(Eric R Kandel 생물학자,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자유의지가 없다면 행위의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는가, 위험한 생각들, 존브록만 엮음, 갤리온, 2007., 54-55쪽

45) 클레이셔키(Clay Shirky),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 위험한 생각들, 존브록만 엮음, 갤리
온, 2007., 60쪽

46)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8년에 정신장애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
이 법과 정신의학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를 딱딱한 구조적 틀에 집어넣기 마련이므로 아직은
의사나 법관 어느 쪽도 그 의미가 불명확한 구조식을 쓸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래
아직 어떤 구조적 규칙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동원, 형사책임능력, 정신의학보 제7권
9호 1983.,272쪽,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
사논문, 32쪽에서 재인용. 의학적으로 개념정의가 되어 있고 그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정
되어 있는 ‘정신장애’에 대해서조차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현
실은 그 보다 훨씬 모호하고 존재조차 의심받는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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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개개의 사건에 있어 그 판단이 법관의 자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결국 일반 국민의 법원 판결에 대한 소외와 신

뢰의 상실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라. 업무상 재해 및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과의 비교

자살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에 관한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내용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상

사망에 관한 규정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순직

군경의 인정기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리적으

로 옳은 태도인지는 의문이다.

(1) 관련 법령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

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개정 2000.7.29>

< 1, 2호 생략 >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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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군인연금법】

제26조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제31조 (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

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

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항 생략 >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

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

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5조 (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재해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항 생략 >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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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

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

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

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

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

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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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2) 위 법령들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은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이 업무상재해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법이 고의

로 인한 사망 이외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유공자 제외사유로 삼고 있는 것

과 똑같은 문언구조를 가지고 있다(자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이 ‘자해

행위로 인한 사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법은 자해행위로 발

생한 사망과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하면 차이임). 다시 말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

5항 제1호, 제4호의 상호관계는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3항의 상호관계와 법적구조가 동일한 것이다47). 군인연금법과 그 시행령

은 고의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를 연금지급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해행위를 별도로 제시하

지 않지만 자해행위는 고의행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유형임을 부인하기 어

렵다고 보면 위 두 법률 역시 자해행위를 공무상 사망의 배제사유로 삼는 구조

라 할 것이다48).   

(3) 위와 같이 법률규정의 내용과 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

법원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을 인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

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상 사망 인정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는 보다 엄격

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목적론적인 해석을 하기

47) 이균용, 전게 논문, 327쪽.
48) “이와 같이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무상의 재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조항들의 취지는 모두 공무상이나 업무상의 보험급여 등의 대상이 되는 상병 등
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공무)와 상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고의에 의하여
중단되기 때문이고 또한 고의가 인과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은 무릇 자유로운 의사는 인과관
계에 따르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그 자체가 오히려 인과관계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결과발생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공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균용, 전게 논문,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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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제점은 적지 않아

보인다.

(4) 국가유공자법과 산재보험법 및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와

급여의 법적성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동일한 용어, 동

일한 구조로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 요건을 해석하는 논리

와 기준이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법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인 문리

해석의 원칙을 전복시키고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도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현실적 문제들도 야기한다고 판단된다. ① 동일한 법률

요건에 대한 판단이 개별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칫 법관의 자의를 허용할

여지를 남길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 것

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② 또한 징병 당한 병사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각종 보호 장치가 이시불인 재해보상금(동법 제31조) 이외에는 일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은, 경제활동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국방이라는 공익에 봉사하고자 징병되어

경제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다가 자살한 병사에 대한 보호가 그 보다 자유로운

근로현장에서 사적생계를 도모하다가 자살한 근로자나 직업공무원(직업군인)에

대한 보호보다 현저히 소홀하여 국민을 신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

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 개별적 사례에서의 형평성에 관하여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자해행위

라는 이유로 순직군경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

행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6006 

판결), 또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자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49)

49) 서삼희, 전게논문,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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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공무

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조 즉 공무와 질병, 그 질병과 사망 사이의

2단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순직군경을 인정하는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 매개되지 않고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경우에도 구타 또는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예컨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

사한 이상증세를 보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음을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50)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뿐

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

호)이므로 굳이 질병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망인의 자살이 공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고 그 자살이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강재구 딜레마의 문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강재구소령의 이야기를 국가유공자의 전

형적인 예로 알고 귀감으로 삼고 있을 것이다. 강재구 소령은 인천 출생으로

1960년 육군사관학교 제16기생으로 졸업, 수도사단에 배속된 후, 전 ·후방 각

부대에 전속 된 뒤 대위로 진급하였다. 1965년 한국군 1개 사단의 월남 파병이

결정되자, 자원하여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이 되었다. 출발하기 전 10월

4일 홍천부근에서 수류탄 투척훈련 중 부하 사병이 실수하여 수류탄이 중대원

한가운데로 떨어지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수많은 부하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

하였다. 

50) 同旨 : 서삼희, 전게논문, 140쪽도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중, 정신
착란증세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업무상 질병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질병이 매개된 경우가 질병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보다 입
증이 용이할 뿐이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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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자해행위로 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로 자해행위 여

부를 가름하여 유공자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강재구

소령의 죽음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없

을 것이다. 강재구 소령은 고도의 이성적 판단능력과 적극적인 의지로 자신을

죽음으로 던짐으로써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를 한 것이 너무도 분명하

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이런 종류의 죽음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군경으로 보는 것 이외에 별도로 유공자로 포섭하는 규정을 마련하

고 있지 않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유일하게 이러한 종류의 죽음을 ‘의

사’라고 정의 내리며 ‘의사자’에 대하여 예우를 보장하고 있지만 위 법률의 ‘의

사자’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

제하다가 사망한 자”라고 정의하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강재구소령은 의사자

도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고 강재구소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선, ‘자해행위’를 근무기피 등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의

도로 자기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고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고의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강재구 소령은 불가피한 사유로 고의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하는 해석방법이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본

문과 제4호의 문장구조 상 ‘자해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해행위를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문맥상

‘자해행위’를 죽을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해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그리고 동 항 제1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라는 제외사유를 두어 자살을 별도로

포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위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규정으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과 일

맥상통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살을 자해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명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사망(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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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망)’과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별도의 유공자 요건으로 두고, 자

해행위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를 때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

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여 유공자

가 될 수 있다는 해석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해석방법은 국가유공자법의

문언 및 논리구조상 어색함을 면할 수 없는 약점이 있어 오히려 전자의 해석이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강재구 소령 딜레마는 전장에서 적군을 상대로 주요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요

원이 적군에 포위되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전내용 등 기밀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진(자결)하는 경우에도 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 

아무튼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 해당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는 입장이, 그 입장을 관철하고자 자살

을 자해행위로 보고 자유로운 의지 여부만으로 자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별도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하는 논리를 취할 때에는, 오히려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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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조사활동에 따른 군 자살문제의 실상

 1. 군 사망 및 자살 과련 통계를 통해 본 군 자살사건의 특징
가.. 자살율 변화 추이에 나타난 군 자살의 특징

<표 1> 일반사망에서 자살률과 군사망에서 자살률 비교

년도
전체
사망자수

전체자살
사망수

전체자살사망
률(십만명당)

군사망자수 군자살사망수
군자살사망
률(십만명당)

1980 970 391 78.6
1981 806 362 84.6
1982 692 276 75.6
1983 675 179 68.6
1984 789 278 73.7
1985 246,121 3,688 11.5 721 225 34.6
1986 244,782 3,457 11.2 653 260 40
1987 248,997 3,301 10.5 619 176 27
1988 239,926 2,947 9.2 538 190 29.2
1989 243,576 3,622 9.4 453 158 24.3
1990 248,991 3,157 9.8 430 172 26.5
1991 249,588 3,066 9.1 355 129 19.8
1992 243,054 3,533 9.7 367 125 19.2
1993 240,468 4,123 10.6 343 129 19.8
1994 248,377 4,211 10.5 416 155 23.8
1995 248,089 4,840 11.8 330 100 15.4
1996 245,588 5,856 14.1 359 103 15.8
1997 247,938 6,022 14.1 273 92 13.3
1998 248,443 8,569 19.9 248 102 14.8
1999 246,539 7,075 16.1 230 101 14.6
2000 247,346 6,460 14.6 182 82 11.9
2001 242,730 6,933 15.5 164 66 9.6
2002 246,515 8,631 19.1 158 79 11.4
2003 245,817 10,932 24.0 150 69 10
2004 245,771 11,523 25.2 135 67 9.7
2005 245,511 12,047 26.1 124 64 9.3

출처 : 통계청과 국방부 및 각 군의 통계자료를 혼합한 군의문사위원회 분석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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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의 통계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한국 사회 전체를 두고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와서 2005년 현재 26.1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병사 10

만 명당 자살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어 2005년 현재 1985년 당시 전체 자

살자 비율보다 2,3배 높던 것이 2005년 현재는 오히려 군 자살자 비율이 전체

자살자 비율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역전되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 여년

간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전

되었으나 사회 성원의 자살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한 구조로 변한 것과 달

리 군 자살자 비율은 감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표 2> 1950-2005년까지 군사망사고와 자살사고의 빈도 및 사망사건중 자살사고의 분포

년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사망자(명) 68,528 44,776 16,831 27,738 2,988 2,660  2,710 2,559 2,001 1,555
자살자(명)  6 18 34 51 45 60 18 34 51 45
자살/사망(%) 0.008% 0.04% 0.2% 0.18% 1.50% 2.25% 0.66% 1.32% 2.54% 2.89%
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사망자(명) 1,533 1,449 1,293 1,319 1,471 1,651 2,308 3,165 3,044 2,589
자살자(명) 271 246 215 284 263 338 351 448 531 546
자살/사망(%) 17.7% 17% 16.6% 21.5% 17.9% 20.5% 15.2% 14.1% 17.4% 21%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망자(명) 2,310 2,000 1,827 1,318 1,394 1,555 1,360 1,471 1,342 1,381
자살자(명) 440 393 316 298 355 484 448 459 360 365
자살/사망(%) 19% 19.7% 17.3% 22.6% 25.5% 31.1% 33% 31.2% 26.8% 26.4%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사망자(명) 970 806 692 675 789 721 653 619 538 453
자살자(명) 391 362 276 179 278 225 260 176 190 158
자살/사망(%) 40% 45% 40% 26.5% 35.2% 31.2% 40% 28.4% 35.3% 34.9%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망자(명) 430 355 367 343 416 330 359 273 248 230
자살자(명) 172 129 125 129 155 100 103 92 102 101
자살/사망(%) 40% 36.3% 34% 37.6% 37.3% 30% 28.7% 34% 41% 44%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망자(명) 182 164 158 150 135 124
자살자(명) 82 66 79 69 67 64
자살/사망(%) 45% 40% 50% 46% 50% 52%

  출처: 국방부와 각 군의 통계자료를 혼합한 군의문사위원회 분석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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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자살자 문제를 신세대 장병의 나약성이나 문화적 특성과 주된 관련

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통계가 보여주는 군 자살자 변화추이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위 신세대의 나약성

과 대비되는 강한 의지력을 가진 세대들이 군 복무를 한 70년대에 군자살자는

10년 동안 3,918명에 달해 1년 평균 400 여명으로서 현재의 7, 8배나 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도 군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문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군 자살자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

망자의 수도 2000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 1970년 한 해 사망자

가 통계상으로도 2,310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는 바, 열악한 복무환경 때

문일 것이다. 군사망자수는 1995년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

대에 접어들면 200명 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문민화이후 군내부의 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통

계를 보면 군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7,80년대 군자살자의 수가 최근보다 현격하게 많은 것에 대하여 혹자는 과거

와 달리 현재는 징병절차를 통해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정신적 취약 집단이 여

과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무 행정 일선의 고충을 들어보면

7,80년대에는 징병대상 인구가 부족하지 아니하여 현역복무율이 현재 보다 낮고

(50 내지 60% 정도), 따라서 비교적 우수한 자원이 징집되었는데 반해 현재는

전체 징병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병으로 징집됨에 따라 부적응이 예상되는

집단을 징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병무청의 징집대상자 선별도 주로

신체검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무 부적응 예상 집단의 여과 작업이 그

다지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51)52) 최근 징집대상 연령

남성의 90% 정도가 현역에 복무하기 때문에 동일연령대(20-29세) 남성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비율은 군자살자 비율과 근접할 수밖에 없는바, 이 연령대 남

성의 사회 전체 자살문제는 군자살 문제 그 자체로서 군 복무와 불가분의 관계

51) 징병검사 역종별 현황(‘90~07.7월 현재),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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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일부 특이한 예외사례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

제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복무중 자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주요한 변수

는 군복무환경 예컨대 병영문화의 폭력성, 비민주적 조직문화, 열악한 복무환경에

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위에 자살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개인적

수검연도 수검대상 수검인원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포함)

재검대상

‘07년
7월 현재 314,350

189,704 171,027 11,146 3,597 3,934
% 90.2 5.9 1.8 2.1

‘06년 309,108 302,587 273,055 18,890 6,582 4,060
% 90.2 6.3 2.2 1.3

‘05년 319,657 313,378 282,951 19,416 7,043 3,968
% 90.3 6.2 2.2 1.3

‘04년 336,685
323,001 290,734 20,260 7,147 4,860

% 90.0 6.3 2.2 1.5

‘03년 347,355 329,626 279,693 36,996 8,477 4,460
% 84.8 11.2 2.6 1.4

‘02년 367,000 367,024 311,543 39,610 10,020 5,851
% 84.9 10.8 2.7 1.6

‘01년 399,428
398,653 340,014 41,370 10,442 6,827

% 85.3 10.4 2.6 1.7

‘00년 412,342 407,592 350,119 40,358 10,431 6,684
% 85.9 9.9 2.6 1.6

‘99년 415,482 406,440 350,203 40,996 10,746 4,495
% 86.2 10.1 2.6 1.1

‘98년 406,084
406,230 339,873 39,649 22,893 3,815

% 83.7 9.8 5.6 0.9

‘97년 362,380 365,090 312,152 26,423 22,348 4,167
% 85.5 7.3 6.1 1.1

‘96년 374,519 381,866 327,862 24,237 26,348 3,419
% 85.9 6.3 6.9 0.9

‘95년 382,594
370,756 325,532 17,493 23,910 3,821

% 87.8 4.7 6.5 1.0

‘94년 396,128 387,258 332,580 15,054 35,839 3,785
% 85.9 3.9 9.2 1.0

'93년 434,101 431,125 309,619 73,850 44,512 3,144
% 71.8 17.1 10.3 0.8

‘92년 464,857
447,791 376,300 19,556 47,744 4,191

% 84.0 4.4 10.7 0.9

‘91년 562,872 470,797 296,722 137,330 34,850 1,895
% 63.0 29.2 7.4 0.4

‘90년 446,355 414,977 266,355 116,853 30,646 1,123
% 64.2 28.1 7.4 0.3

52) 징병검사결과 복무현황에 대하여 병무청은 1990년 이후의 통계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바, 
7,80년대의 현역복무율을 5,60% 정도로 보는 견해는 비공식적 추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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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장과정, 가족환경, 사회적 지위)이 부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군사망사고 대비 자살자 비중을 보면, 2002년부터 50%대로 진입하여, 

군자살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군사망사고자 가운데 자살사고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고사나 병사가 줄어들

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고, 군의 사병관리시스템이 개선되어 자살사고자는 감

소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현재 군에서 사

망사고의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나. 계급 구성을 통해 본 군 자살의 특성

아래의 <표 3>를 보면, 전체 군 자살자중 이병과 일병을 합한 비율이 약

5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병’만을 놓고 볼 때는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무려

77%를 상회한다. 이러한 경향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문사로 진정된 사

건에서도 확인된다(표4 참조). 이는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사망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병과 일병이 처한 군복무환경

의 특수성이 자살의 압도적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개인적 특

성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면 군 복무 초기인 이병의 자살건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나기 보다는 계급의 종류와 무관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 위계조직의 하위집단이 그만큼 자살에 취약하다는 점은 군 자살의 결정적

요인은 자살자 개인의 소인보다 외부적, 상황적 요인이라는 위의 가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의미있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자살은 연령

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자살사례가 흔히

직장이나 조직 사회에서 일정한 책임이 수반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시점에 발생

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병의 자살 중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로서는 신병 전입기간 후 단기간 내 자

살이 빈번하다는 점인데 이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군 복무 초기 과

정에서 군이 신병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신병관리체계를 제대

로 구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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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교 부사관 병 상

근
역

군
무
원

계
영관 위관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빈도(명) 8 10 11 7 9 17 34 64 107 23 8 298

분포(%) 2.68 3.36 3.69 2.35 3.02 5.70 11.41 21.48 35.91 7.72 2.68 100

<표 3> 계급과 자살과의 관계(1996년-1998년)

출처:1996-1998년 사고분석(육본 헌병감실)

<표 4> 계급과 군 사망과의 관계(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계 급

전 체
599 명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부사관 위 관 영 관 훈련병 모름

163(27.2) 124(20.7) 68(11.4) 54(9.0) 85(14.2) 39(6.5) 4(0.7) 27(4.5) 35(5.8)

다. 자살원인 분석을 통해 본 군 자살의 이해

군은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을 크게 부대 내의 문제와 부대 외적인 문제로 나

누어 왔다. <표5>에 의하면 부대 내의 문제에는 복무부적응, 처벌우려, 구타

및 사적 제재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대외적인 문제에는 가정사정, 염세

비관, 신병비관, 여자관계, 열등감 등의 범주가 있다. 복무부적응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가정사정, 여자관계, 구타 및 사적 제재 등의 순서였다. 개인적인 측

면이 부대내 원인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5> 자살원인 (1997년 ～ 2002년)

구 분
부대관계 (43.4%) 개인관계 (56.6%)

계복무
부적응

처벌
우려

구타
사적제재

가정
사정

염세
비관

신병
비관

여자
관계

열등감
기타

빈도(명) 125 17 44 106 40 38 49 9 428

분포(%) 29.2 3.9 10.2 24.7 9.3 8.8 11.4 2.1 100

 출처 : 1997-2002년 사고분석(육본 헌병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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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의 국방부 분석자료로서 원인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53).

그런데 군의 자살원인으로 부대내적 요인이라고 분류한 항목도 자칫 부대환

경을 받아들이는 병사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예컨대

복무부적응이라든가 처벌우려 등) 개인적 요인과 엄밀히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는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통제집단 속에서 하루 24시간 온전히

속박된 채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들에게는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억

   53)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합 계 비 율

부대관계

간부 질책  2  1  1 -   4   1.44

업무 부담  3  4  2  4  13   4.69

선임병 횡포  7  1  4 13  25   9.03

처벌 우려  2  -  -  -   2   0.72

훈련 부적응  1  1  -  -   2   0.72

복무 부적응  6  2 11 15  34  12.27

통제된 생활  -  1  -  -   1   0.36

소 계 21 10 18 32  81  29.24

개인관계

가정 환경 12 12 16  6  46  16.61

염세 비판  9 12 10 10  41  14.80

허약 체질  6 11  3  4  24   8.66

처벌 우려  3  2  3  1   9   3.25

여자 관계  7 10  7 12  36  13.00

채무 고민  2  4  4  4  14   5.05

성격 결함  3  2  3  5  13   4.69

자신감 결여  2  2  -  -   4   1.44

기 타  4  2  -  3   9   3.25

소 계 48 57 46 45 196  70.76

합 계 69 67 64 77 277 100.00 

주 : 비율은 과거 4개년 자살자 수 대비 원인별 비율을 의미함.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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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리거나 제로에 가깝게 제한된다는 점을 도외시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류방식

속에서는 자칫 군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 조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자살

유발 요인이 간과되고 책임의 판단 초점이 자살자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은 아

닌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흔히 개인적 혹은 부대외적 사유로 들고 있는 자살 원인도 과연

온전한 자살원인으로서 사망의 복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독립된 변수로 평가될

수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가정환경의 문제나

신병비관을 하는 사병이 있을 때 이들을 관심사병으로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내

재된 문제라든가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휘문제는 흔히 부각되기 어렵고, 자살결행의 주요한 도구가 되는

총기나 화약 등 무기류 관리상에서의 허점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

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해 자살의 원인을 파악한다면 대부분의 군자살은

개인의 비합리성, 무능력, 좌절감과 분노 등의 일탈적 행위로만 파악될 것이다. 

자살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군 외부의

유족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자살처리사건이 군의문사

로 남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고 부대차원에서는 구조적 부조리를 개선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군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가 자살처리사건이며 특히 최근 사건의 경우

80% 이상이 자살처리사건으로서 의문사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은 이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개인관계나 개인적 사유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규정되기 위해서는 부대 내 환

경이 정상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거나 군의문사사건을 조사하면 내무생활을 비롯한 부대환경의 문제가 동

시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단순화하여 표현하자면, 유족은

사망자가 군에만 가지 않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그동

안의 공식적인 자살원인 통계는 다양한 자살촉발요인들을 작위적으로 분류하

거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유족의 신념화된 정서를 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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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자살의 원인이 어떻게 조사되고 분석되는가 하는

점이다. 군 자살자의 경우 유서를 남기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유서로 보이

는 메모가 발견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으로 자살의 원인을 밝혀내기가 간단하지

않다.

군 수사를 통해 부대내적인 문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

도, 개인적인 사정을 자살의 원인으로 결론지은 많은 사건의 경우 과연 그러한

사정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인지 회

의적인 경우가 많다. 군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보이는 유족들의 반응은 거의 예

외 없이 자살의 원인에 대한 군의 분석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자살 동기는 사후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

이다.  특히 징병된 병사는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강제된 특수한 복무환경에 처

하므로 자살자의 의식이 그러한 외부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자살의 원인을 부대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심층적

인 조사를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와 전문가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

나 지금까지 군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자살문제나 자살자의 심리적, 정신의학

적 이해가 전무한 수사헌병들이 사망발생 후 사망자 주변 사람들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망자의 가정환경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아무런

여과 없이 사건조사에 반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최소한의 기초적

인 조사도 없이 막연한 신병비관이나 여자관계 등의 판에 박힌 자살동기로 추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 복무 기간인 20대는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보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

하는 과도기이므로 그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이러한 시기의 인간이 폐쇄적이고 고립되며 통제된 환경에서 하루 24시간을 구

속당하면서 구타나 가혹행위에 수시로 노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격렬

한 업무, 숨막히는 인간관계와 간섭, 특수한 주거 환경, 수면 부족, 긴장, 따돌

림,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모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이 모든 요소가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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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의 뇌관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정확

히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사망자 개인의 가정환경

이나 생물학적 특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군 복무환경은

개인이 처하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도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은 특수 환경이라는 점에서 자살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매우 높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군 복무환경은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한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

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특히 부대 내적인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

하여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경우 그 병사에게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생활의 다른 어떠한 관계, 예컨대 산업재해나 일반 공무상재해가 발생하는

환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최후

의 결단은 그러한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이 있지만, 군 복무자는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는 탈영이 아니면 죽음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바, 대부분의 경우

가 후자를 택하고 상당수는 전자와 후자의 순차적 경로를 따르기도 한다. 어떠

한 이유에서든 격렬한 갈등과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수단이 배제된 환경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자살은 비록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합리적 선택임이 명백할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한

개인의 특성으로 문제를 해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복무 부적응의 문제

자살원인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복무부적응의 문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

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2006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54) 이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에 따

54)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토론회 발표집(2006. 12. 4.) 위 보고서는 군복무 부적응자란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
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
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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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응답 병사 938명 중 423명(전체 응답자의 45.0%)이 군대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전체 병사들의 58.5%가 주변에 군대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보고서 14쪽). 부적응 집단 병사들은 부적응의 원인으

로 선임병과의 갈등을 제일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순으로 선택하였다.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68%, 적응집단 병사들의 51.1%가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

는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가지고 9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적응

병사의 숫자는 103명(10.96%)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의 비율로 부적응 증상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병과 일병이 61.2%, 상병은 27.2%, 병장은 11.7%차지하였다.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부적응이유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

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요소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당한 대우(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를 받

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병사들의 51.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특히 부적응집단의 77.7%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여 적응집단의 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바, 적응집단병사들에 비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으며 인권침해의 직, 간접적 영향도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보고서 16쪽). 즉 인권침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적

응집단의 병사들은 53.4%가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반면 부적응 병사는

26.4%만이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는가 하면 특히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현장의 목격 경험에 대하여도 부적응 집단 병사의 65.0%가 자

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보고서 17쪽).

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상 군복무 부적응자의 정확한 정의규정은 존
재하지 않는다. 다만 육군규정에서 ‘군복무 부적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적응의 정도가
심해 군에서 복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은 군 복무 부적응자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 ‘군 복무를 수행
하기에 부적당한 자’ 정도로 막연하게 전제하고 그에 대한 처벌 내지 분리절차를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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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사의 57.6%가 군생활의 어려움을 보고했을 때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

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군생활의 고충이나 부적응이 심각할 경

우 분대장이나 간부, 지휘관에게 자신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고서 20쪽) 따라서 복무부적응집단 병사의

66%는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휘관이나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보고서 21쪽). 

이상을 통해 복무부적응의 문제를 특정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만 접근해서

는 안되며, 군복무 대상 연령층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심리

적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 복무부적응집단의 경우

부적응의 기저에 다양한 부대 내적 불합리한 요소와 인권침해적 상황이 광범위

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자살사건에 대하여 복무부적응이 자살원인으로 거론된 다음 곧바로 그 초점

이 자살자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비약해서는 곤란하다.

2. 군의문사진상규명 조사활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군 조사결과의 문제점
가. 사례1 제47호 박○○ 이교사건

<과거수사결과>

박○○ 이교는 1996년 10. 19. ○○교도소 제2518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신규

임용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2. 교정아파트 4층 옥상에 올라가 투신, 사망한

사건임. 2년 전 발병한 얼굴의 피부병으로 인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과 평

소 만성적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경향 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투신자살로 판

단하여 같은 달 31. 내사 종결하였음. 

<위원회 조사결과>

박○○ 이교는 신병 대기기간 4일 동안 경험한 암기강요, 구타, 식사 강요 등

에 의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한 우울증의 악화가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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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 박○○ 이교의 피부병은 사회생활이나 군생활이 힘들거나 자살할 만큼 고

통스러운 질병은 아니었으며, 꾸준한 치료로 피부병이 호전되고 있었음.

○ 박○○ 이교는 근무하기 어렵다는 ○○교도소에 전입되어 사망전날까지

선임병들에 의해 계속된 견디기 어려운 암기강요, 구타, 다량의 식사강요 등을

당하였음.

○ ○○교도소 경비교도대는 수교와 상교를 중심으로 상습적인 음주와 구타,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었고, 중ㆍ소대장의 관리와 지휘에 문제가 있었음.

○ 특히, 박○○ 이교가 배치되었던 2내무반은 지휘권 통제 밖에 놓여져 있

었고, 사실상 박○○ 이교는 신입대원임에도 지휘관의 보살핌이나 지휘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

○ 뿐만 아니라 ○○교도소 지휘관들은 영농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였고, 경

비교도대원들을 사적으로 부리고 영리를 취하였음. 그 과정에서 군기문란을 초

래하였음.

<박○○ 이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심정>

박○○ 이교의 동기병들은 사망 당시 박○○ 이교에게 가해졌던 암기강요와

구타, 식사강요 등을 당시 분위기로 인하여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해 죄스러웠

다는 심정을 털어 놓았고, 위원회를 통해 이제라도 그 짐을 벗게 되었다고 다행

스러워 했고, 박○○ 이교의 선임병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비교도대로

전환복무를 하는 동안 겪었던 가혹한 근무 조건과 경비교도대 내에 만연했던

음주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본인들 역시 군 생활에 회의를 느꼈다는 심정

을 털어 놓았다. 

나. 사례2. 제 51호 이○○ 일경 사건

<과거 수사결과>

이○○ 일경은 입대후부터 근무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책감에 빠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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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선임 전투경찰순경인 장○○, 같은 이○○의 구타ㆍ가혹행위와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타살 등 범죄혐의를 찾기 어려

워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종결하였음.

<위원회 조사결과>

이○○ 일경은 ○○경찰서 ○○로 파출소 복무 중 전투경찰순경 책임자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 전투경찰순경들의 지속적인 암기강

요, 구타, 욕설 및 따돌림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 ○○경찰서 소속 전경은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암기사항인 무전약어와

근무수칙은 물론 선임전경 약 50여명의 근무지, 계급, 기수, 이름 및 순찰차 번

호, 경찰서 계장급 이상의 직원과 차번호, 경찰서 및 각 대사관 등의 내선 전화

번호 등을 암기하여야 했고,

○ 선임전경들이 수시로 암기사항을 점검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욕을 하거

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망인에게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일삼았음.

○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무전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

아침밥을 늦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박기,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서기 30

회 등의 가혹행위를 거의 매일 당하였으며, 선임병이 경찰봉으로 정수리를 가

격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다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을 받다

가 두 번째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시도하였음.

○ 두 번째 근무지 이탈 이후, 선임전경들은 망인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

으면서 망인의 후임병을 편애하는 방식으로 망인을 따돌렸음. 그 무렵 망인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는 두 번째 자해행위를 시도하였고 세 번째 근무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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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여 사망에 이르렀음.

○ 망인은 첫 번째 근무지 이탈 이후 지휘관에게 선임병의 구타 사실을 말하

였으나 지휘관은 이를 묵살하였고, 망인이 근무지를 두 번 이탈했을 때도 자신

의 승진문제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또한 망인이 두 번씩이나 자해행

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로파출소 책임자들은 망인에 대하여 신상면담조차 실시

하지 않았고, 선임병의 구타사실과 망인의 자해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근무

에 투입하여 사실상 망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음.

<이○○ 일경과 함께 근무했던 후임병의 심정>

○ 본인도 신입대원이라 이○○ 일경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당시 이

○○ 일경이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거의 매일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듣고 있던 상황에 대해 이제라도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본인과 비교

대상이었던 이○○ 일경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심경을 털어 놓았음.

다. 사례3. 제58호 조○○ 일경 사건

<과거 수사결과>

○○포 경찰서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화약흔, 탄티 등에 대한 감정결과, 동

료대원 수사 및 현장주변 탐문조사, 현장 실황조사 등을 종합하여 총기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자살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으나 자

필이력서 ‘나의 성장기’ 내용에 근거하여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체력이 약한

점 등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자살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군복무중 선임대원들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구타와 만성적인 수면 결

핍 등의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에 의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고 인지능력을 상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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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음.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 망인은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를 견디면서도 남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었음.

○ 망인이 근무했던 온평초소는 전입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 동안 후방의 전

경이 근무하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심각한 근무 부조

리가 행해졌던 곳이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집합과 구타가 행해진 곳으로 유가

족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후방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곳

이었음.

○ 선임병들로부터 1주일에 2,3회 집합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였으나, 당시 소

대장은 오히려 부대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 온평초소 전입 후 8개월간 월드컵 기간 경계근무, 태풍 피해복구 대민지

원, 교통지원 근무 등의 해안경계근무 외의 근무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조

건이었음.

○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근무에 투입되었고, 늘 배가 고픈 상황이었

으며, 특히 사망하기 3일 전부터는 근무조건이 가장 열악하다는 초소에 3일 연

속 야간근무를 서는 등 부당한 근무지시를 받았음.

○ 이러한 근무 조건에 대해서 신경 정신과 전문의는 “여러 달 동안 거의 고

문 수준으로 잠을 못 잔 후임대원들에게서 더 이상 정신질환의 발병이 없었다

면 다행이지만, 당시 동료들에게서도 정신질환 체크리스트로 조사를 해보면 자

살에 이르지 않았어도 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사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의견임.

○ 온평초소의 기간요원들은 사실상 실탄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기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고, 자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음. 

○ 이 사실에 대해 과거 조○○ 일경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관계자는 “기간요



제4 발표 김호 철 113

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대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장검

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과거 수사 과정에서는 기간요원의

관리소홀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조○○ 일경 동기병들의 소회>

○ 조○○ 일경의 동기병 중 엄○○은 제대 후, 조○○ 일경 사건이 재조사

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라도 조○○ 일경 사망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당시 집합 등의 구타로 아직도 정강이에 상처가 남아 있

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망인이 동기병 중 가장 착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며, 독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음.

○ 조○○ 일경의 동기병과 후임병들은 위원회 실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으며, 당시 조○○ 일경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서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

라. 사례 4. 제63호 송○○ 하사 사건

<과거 수사결과>

사격훈련 중 평소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해 염세 비관하여 자신의 지급 소총으

로 실탄 1발을 장전, 우측 턱 밑 부분에 밀착 발사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위원회 조사결과>

특전사 초임 부사관으로 부대생활에 대한 적응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고된 훈련과 고참들의 비인간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인의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 특전사 헌병대는 애초부터 사망에 이른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국한하여 부대내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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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동료 하사 7명과 함께 전입신병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사격에 능했

으며, 운동과 암기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음.

○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던가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할 때, 타 중대 고참들이

손 좀 보라고 지시를 하면 캐비넷 말기, 소총의 노리쇠 뭉치 위의 돌출 부분에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충정훈련시 사용하는 진압봉으로 엉덩이

를 수차례 맞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가혹행위가 실시되었으며, 새벽에라도 깨

워 기합을 주었음.

○ 개인적인 얼차려보다는 꼬투리를 잡아 자신과는 연관없는 연대 책임을 묻

는 집단 얼차려가 자주 행해졌음.

○ 야간에 고참들의 음주행위가 일상적으로 있었으며 취중에 담요나 두꺼운

책을 가슴에 대고 가슴을 구타하였고 그러다가 지치면 원산폭격, 푸샵을 시켰

음.

○ 내무반에서 야간에 불을 끄고 구타가 행해졌으며, 취중의 고참이 후임병

의 얼굴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있었음.

○ 내무반에 구타,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방관하였고, 인

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묵인하였음.

○ 특전사의 관행상 그 정도의 가혹행위는 대물림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

위를 당하고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특전사의 전통이라고 여겨졌음.

마. 사례 5. 제62호 박○○ 병장 사건

<과거 수사결과>

부모의 이혼 등 가정문제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결론지었음.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군 복무기간 중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지휘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의 대처 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요우울증으로 악화되고 과중한 업무수행과 그에 뒤따르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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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려 등 부당한 질책 및 소속 부대원들과 사이에 발생한 여러 부정적 생활사건

같은 스트레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위원회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 부모는 이혼한 사실이 없었음. 사고 당시 부모의 이혼 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정문제를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문제나 입대 초기 망인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 행정반의 업무가 과중했고, 행정보급관의 편파적인 업무지시와 질책, 폭

언, 얼차려가 상당하였음.

○ 망인이 속한 내무반에서 도난사고가 빈번했는데 소대원들이 망인을 범인

으로 지목하거나 의심하였음.

○ 잦은 부대 전출조치로 계급 대우를 받지 못하고 늘 이등병으로 새로 시작

하는 상황이었음. 

○ 보호관심사병으로 노출되어 오히려 지휘관들의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살 극복 사례를 발표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였음.

○ 중대장을 직접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중대장은 “비관자살 할 가

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지휘관의 관리 소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

○ 군의관은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성두통

으로 진단하였음. 

○ 망인이 작성한 메모지에 내부부조리와 관련된 사실이 적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 사고 발생 45일이 지나서야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음.

○ 망인이 2훈련소 2○, 3○ 연대에서 교육 받았는데도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적시하는 등 망인에 대한 기초사실조

차 파악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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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례에 나타난 과거 군 조사의 문제점

(1) 수사의 방향이 자ㆍ타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살의 경우 박○○ 병장 사

건에서 보여지듯이 망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어도 자살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에 맞추어 정황증거를 수집한다. 

(2) 타살의 증거와 정황증거가 없어 자살로 결론짓더라도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내적인 요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사로 이를 간과한다.

(3) 송○○ 하사 사건과 조○○ 일경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결과,  

망인이 자살할 만한 개인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누구보다도 부대생활에 잘

적응해왔던 경우조차 망인을 염세비관자로 만든다.

(4) 박○○ 이교 사건과 박○○ 병장 사건의 예처럼 우울증의 발병 원인과 증

세 등에 관한 기초 지식 및 심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의 정신상태를 왜곡한다. 

(5) 구타와 가혹행위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군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어진다는 점이다. 박○○ 이교 사

건과 조○○ 일경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동료대원들의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복무 중

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6) 결국 과거 군 수사의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군 또한 유가족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 군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과거 군 수사결과와 다른 이유

군․경 수사기관이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휘체계에 복속된 상태에서 자기조직

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과 달리 군의문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 군의문사위원회는 조사의 초점을 자ㆍ타살

구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든 타살이든 망인이 처해있었던 근무환경과

부대 내 조건이 사망사고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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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와 관련 있는 다수의 전문가

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결론을 도출하며, 생명을 잃은 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망인과 유족의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 과거

군․경 수사에서 숨겨지거나 간과되었던 사실을 찾아내고 과거와 다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아. 사망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

군의문사위원회가 과거 군 수사결과와 다른 조사결과를 속속 도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중

요한 원인사실을 개인이 입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법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또한 자살자의 심리와 정신질환 등이 업

무 스트레스, 근무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입증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 조사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유가족이 주목하는

유일하고 마지막 희망인 것이 현실이다.  

3. 군 자살과 관련된 병무행정과 보훈행정의 실상
가.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병무행정의 문제점

앞서 제시하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자살의 위험이 높은 군복무 부

적응자들의 감별, 예방, 인권침해실태 파악, 교육 및 치료는 단체생활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군대환경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55), 징병단계, 

군 복무단계, 전역단계로 이어지는 병무행정 절차에서 군복무 부적응자의 문제

가 매우 소홀하거나 난맥을 보여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의

55)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2001년 정신질환 유병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모
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전체 유병율은 28.9%이다. 징병제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대집단
은 전체남성표집의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심
리적 부적응 증상이 군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2005년도 국방부
의 병영문화개선 연구백서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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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징병단계의 문제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는 19세가 되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기본법

에 따를 때 24세까지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징

병검사 대상인 이들은 신체적 발달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심리적 발달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의 특징인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정체감과 가치관이 혼란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군 생활은 다양한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고 심리적 발달수준 상의 개인차도 성인기에 비해 매우 큰 단계

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 병무청 징병검사는 신체적 발달수준에 지나치게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감별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발달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하는 면이 있다.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는 4단계 절차로 구성되는데, 정신건강을

판단하는 1단계 인성검사, 신체건강을 판단하는 2단계 신체검사, 3단계 적성분

류, 4단계 병역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징병검사

는 ‘신체검사’로 통칭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모든 면이 고려되고 있으나 ‘신체

검사’로 통칭되는 이유는 인성검사를 통한 감별이 허술하며 적성분류과정도 관

련 자료에 근거하여 추론에 의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 인성검사는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징병행

정업무 담당자 1인이 실시하고 있고, 검사 오리엔테이션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

용인 검사 동기부여, 검사의 목적, 검사결과 용도, 비밀보장 등이 들어있지 않

고, 검사실시자의 권위적인 태도, 일방적인 명령, 그리고 “거짓반응 시 본인만

손해”라는 지시사항을 반복함으로써 피검자들이 긴장하고 인성적으로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반응하게 되는 긍정왜곡반응 우려가 높다. 거기에 검사실시장소

는 주변의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반수가 신체검사를 갔다 왔다하는 산

만한 조건에서 검사하는 등 피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제공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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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밀검사를 위하여 동일한 심리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경우 반복검사는

최소 2주일 이상의 시간간격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 인성검사는

한 두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피검자에 의

한 왜곡이 아니라 부적절한 검사 실시로 인한 긍정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

제 병무청에서 처음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피검자가 12% 정도에서 한 시

간 남짓 차이를 두고 5%로 떨어지고 있다. 

검사도구와 관련하여서는 복무 부적응병사의 특성과 상관이 높은 내향성과

가정문제척도가 단지 정신병 측면과 상관이 작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되고, 

부적합 판정을 도출하는 판별분석의 경우 하위척도 점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개별문항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오판확률이 증가하여 검사개발진이 보고

한 바에 의하면 정신병 판정 시 정상이 정신병으로 오판될 확률은 6.8%이나 정

신병 환자가 정상으로 오판될 확률은 16.3%, 신경증 판정 시 정상이 신경증으

로 오판될 확률은 4.4%이나 신경증환자가 정상으로 오판될 확률은 27.5%나 된

다고 한다.

한편, 검사결과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병무청 정신과 군의관이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잘 모르고, 정밀진단요망 해당자 면담시에도 충분히 활

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유일한 전문가인 군의관의 인

성검사 판독능력이 낮고 검사활용의지도 낮은 상황에서, 검사결과를 제대로 활

용하기 위한 임상전문가가 없고, 감별방식이 단순하며 군 부적응병사에 대한

감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지능검사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정신지체나

경계선 지능수준에 있는 자들을 감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군 훈련소에

서 지능검사를 실시하는데 육군훈련소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시

한 결과 중 2,011명, 즉 검사받은 총 인원 47,629명의 4.5%가 지능지수 69점 이

하인 ‘열등’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5%인 100명이 귀향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능검사의 타당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무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감별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정신과 군의관이 없는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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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가 대신 업무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기본권 상담관은 상담심리사 1급이

면서 병원 임상수련을 마친 검사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감별업무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관들은 귀향조치를 내리는데 소극적인 태도여서

감별과 감별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병무청이 군 자

원 확보를 위해 면제인원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해 하는 현실과 맞물려 일선 군

간부들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경계선 지

능의 병사들이 그들에 대한 지휘관리 지침 없이 부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

다. 경계선 지능인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은 떨어지고

응용력,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안내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가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어

떤 기준 이상의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경계선 지능

병사와 함께 근무하는 선임병이나 간부는 병사 개인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복무단계의 문제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신체장애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처럼 아예 입영되지

않았어야 한다. 군생활에 필수적인 단체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군복무를 하라

는 것은 신체장애나 질환자에게 고된 훈련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권

침해인 것이다. 입영되었더라도 복무 중 부적응이 발생했을 경우 적시에 식별,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군 부적응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한 현 시점에서 징병, 관리, 법과 제도상의 문

제는 근원적으로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군내에 없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로는 징병, 복무, 전역단계에

서 군 부적응관련 전문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

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군은 군인의 시각과 경험에 의해

작성한 지침을 아래로 하달할 뿐 정작 군 부적응병사 개인과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간부들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이해는 부재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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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한 알 수 있었다.

(3) 전역단계의 문제점

군복무 부적응자의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과 심신장애 전역으로 구

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

는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육군규정 등 각

군 규정에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육군규정 102 제58조 표 5-1의 대상기

준 11개 항목을 살펴보면, 판단이 분명한 질환(야맹, 야뇨, 간질)이나 신분과 관

련한 5개 항목 이외에는 대상기준의 특성에 대한 기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

의미가 애매하고 중복 기술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 따라서 군 간부들이 이

대상기준 지침을 가지고 부적응 병사의 부적합 처리를 돕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소극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는 사단 급에서 이루어지며 소속부대에서 제출

한 부적합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접수 10일 이내에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 후, 

전역 심사권 부대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위원회에 군의관(의무대장)이 참여하

지만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며, 정신건강상 문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전

문 위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 및 군사령부(1,2,3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역

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무과장(군의관)이 부적응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하

는데 이들 역시 정신과 군의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신장애에서 5급에 이르지 못한 병사들의 많은 수가 사실상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자로 흡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들의 전문성 보강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실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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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자 1,155명 중 86.3%가 전역하였다. 전역 사유에는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가 383명으로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으며, ‘군 생

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가 187명으로 전체의 19%가 해당된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 탈락된 자들 60명의 근무실태를 보면, ‘보

직조정 및 특별관리지도’로 근무를 지속한 인원이 27명(45%), 여전히 ‘보호관심

사병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23명이고 자살과 의병전역도 4명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부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며

병 자신의 인권 및 고충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에게도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 감소를 염려한 군의 무리한 징병,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역으로 군 병역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장애전역은 징병 및 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가 5,6급인 자의 전역

제도로서 ‘징병 및 신체검사 검사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역병인 경우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군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하고,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5급의

경우는 제 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게 된다. 군복무 부

적응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은

총 13개의 질환에 대해 각각 관찰요망,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여 대체로

증등도는 3~4급을 부여하며, 고도는 5급 ~ 6급으로 전역 대상자들에 해당한다. 

‘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이 나타나는’ 의 경우에는 7급 혹은 3~4급을 부여하

고 있으며, ‘과거력이 있으면서 현재 증상이 나타나는’ 인 경우에 5급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과의 경우 4급과 5급의 경계가 애매하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진단

이 서로 상이하여 정신질환에서 5급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군병원 정신과에서는 비교적 증상이 분명

한 정신지체, 정신분열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몇몇의 질환을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고, 현증인 경우가 확인될 때 5급 이상의 판정을

내리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위와 같은 실태로 인해, 하루에 군



제4 발표 김호 철 123

병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는 병사들의 20-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응장애

및 적응장애(의증)를 진단받고 있지만 이들의 세밀한 진단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며, 심신장애 전역 대상에서도 배제되면서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 또한 갖추

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신장애 전역은 환자 진료 종결권이 있는 군병원에 설치된 의무조사 위원회

의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전역 상신이 된 자에 한하여 각 군 본부에서 전

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신체급수가 1-7급(보상대상등급)에 해당

하는 병사들은 중앙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여부를 판정한 후에 군병원

을 통해 최종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사실상 전역결정이 마무리 된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실태를 보면 모두 18,224명이며 이 중 전역 심사위

원회의 결정에 부동의 하여 계속 복무를 신청한 186명을 제외한 17,906명이 심

신장애로 전역하였다.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를 주요 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순이

다. 신경정신과의 심신장애 전역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주요 진료과목별 공상 및 비공상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신체급수 1-7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전역자

중 공상인정이 72%와 70.4%씩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신과의 경우 1-7급의 심

신장애 전역자들 중 공상인정이 2%에 그치고 있다. 이 2%에 해당하는 정신과

질환은 전투나 군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질환이 발생했을

때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정

신질환이나 심리장애의 경우는 사실상 공상인정이 불가능하다.

극심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PTSD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장애

만 공상인정을 하는 군의 입장은 정신과 질환의 대부분이 유전적 소인을 가지

고 있는 관점에서 있으며, 군복무 중 개인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

시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킨다는 정신과 질환 또는 장애의 상호작용 측면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과 질환이나 심리장애가 유전적 소인이 있

는 면도 있으나 가장 유전적 소인이 큰 질환 중 하나인 정신분열증조차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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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따라 발병시기와 병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Gabbard, 2002).

나. 보훈심사위원회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훈행정의 의의

군 자살처리자는 헌법적 가치인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상실

한 사람들로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서 국가유공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그 통보 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

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

고(제4항), 통보 후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며(제5항),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를 요구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는 등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

생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

행정의 현실은 제도 본래의 목적과 이념에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는 최근의 연

구결과가 있는바56), 이 연구결과가 밝히는 보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실태

를 살펴봄으로써 보훈심사에서 군 자살자들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얼마나 소홀

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56) 권영복, 보훈심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위법적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전공사상군인의 국가
유공자등록심사를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제14집, 2006. 6., 제15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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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먼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심사위원

수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

라 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속 행정공무원인 상임위원 4인만으로 모든 안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위원회는 의사와 변

호사 자격의 비상임위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보훈처 소속 행정공무원인 상임위

원 4인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한편, 보훈심사위원

의 자격요건과 권한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국가보훈처 훈령(775호)인 보훈심

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만 정함으로써 보훈심사에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위 운영규정의 내용상으로도 의료전문가의 심사위

원 위촉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위촉되더라도 심사참여가 강제되어 있지도 않

은바57), 의사인 비상임위원의 직무를 위원장이 의뢰하는 특정안건에 대한 의학

적 의견 제시로 한정하고 보훈관련 분야의 퇴직공무원인 비상임위원만이 안건

을 제안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훈

행정실무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인 심사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

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

무청이나 국방부 등의 의학적 판단자료의 기재, 법률에 의하여 의사들로 구성

된 합의제행정기관(군인사법상의 ‘의무조사위원회’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

57)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회의의 구분)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원회의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한다.
     2. 소위원회회의(이하 ‘소회의’라고 한다) :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포
함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복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항 생략
   동 규정 제5조(비상임위원의 자격)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전문의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훈관련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국가유공자자의 요건과 보상 등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제5조 제1호의 비상임위원 : 위원장이 의뢰하는 특정안건에 대한 의학적 또는 법률적인
의견 제시

     2. 제5조 제2호의 비상임위원 : 배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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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확인․판단 등이 다수 부정되는 경우가 지속되어 경험칙과 법상식에 반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의 문제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안건은 1년간 약 20,000여건

을 상회하고 이중 약 30%인 6,000여건 정도가 ‘비해당’으로 의결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

며 심사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328회의 보훈심사위원회의회의에서 의사

와 변호사 자격의 심사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유공자등록심사에 대하여 이들이 참여한 것처럼 회의록과 의결서에 기명날인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문제는 1991년부터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는

것을 국가보훈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4794판결의 준비서면에서 확인하고

있다. 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행정사무

를 보조하는 간사인 ‘행정실장’이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6,196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으로 제안하고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하여 그 중 6,194건이 제안의견대

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004. 4. 20. 제28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5

인의 심사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인 비상임위원 2인은 물론 1인의 상임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5인이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것처럼 회의록과 의결서

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보훈심사위원

장은 1차 수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후 재수사 상태이며 행정실장

은 약식명령 청구되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렇듯 보훈행정의 핵심인 보훈심사위원회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운

영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시비가 일어 사법판단을 받았을 정도의 난맥을 보여 왔

는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군 자살처리자에 대한 보훈심사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되게 신중하고도 전문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은 무리라 여겨진다.   



제4 발표 김호 철 127

다. 군의문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전공사상심사와 보훈심사의문제

군의문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군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적

사실에 터 잡아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전공사상

자처리규정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은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을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사망원인 및 사망구분에

대한 소견을 밝힌 사망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리되

는 사망확인조서는 부대 지휘관 등 관계자들의 허위보고 내지 은폐, 조작된 진

술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된

사망확인조서에 터 잡아 매(화)장보고서가 작성되어 영구 보존되며, 이어서 개

최되는 전공사상심사에서는 위 사망확인조서와 매(화)장보고서가 사망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의 거의 유일한 근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보훈심사 역시 군의 전공사상심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유공

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망확인조서 작성 이후에 사망사고

와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번복되었지만 그 결

과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

았고, 그 결과가 나온 시기도 이미 전공사상심사가 종결된 이후로서 군이 직권

으로 그 결과를 참작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작성된 사망확인조서 등 공문서조

차 수정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Ⅳ. 대안적 해석론의 모색과 타당성

1. 다양하게 제시되는 대안적 해석론과 입법론
가. 하급심 판결례의 해석론

하급심 판결 중에는 우울증 등 질병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라도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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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울산지법 2007. 4. 25. 선고 2006구합631(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가)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2004. 9. 7. 입대하여 12사단 37연대 수

색 중대 864GP에서 복무하던 중 2005. 2. 2.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K-2 소

총으로 자살하였다. 망인은 보통 체격으로 온순, 성실하고 내성적이었으며, 부대

에서 실시하는 구보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등 체력은 다소 약한 편이었다. 

병장 이희붐은 수시로 망인과 하급병사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였는바, GP근무

숙지사항을 외우지 못할 경우 망인을 잠도 안 재우고 외우게 했으며, 그와 동시

에 폭행과 욕설을 하였으며, 2005. 1. 18. 20:00경 내무반에서 군기를 잡을 목적

으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망인 등을 2시간 동안 고열의 침상위

에 앉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

고, 망인의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망인의 뺨을 때리고 사망한 당일인

2005. 2. 2. 오전에도 망인을 체력단련실로 데리고 가 뺨을 수 회 때렸으며, 그

날 내내 망인은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  

(나)법원의 판단 - 망인이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언제나 긴박하고, 외부로의 의

사전달이 어려운 GP의 새로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임

병 이희붐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망인

의 자살이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

므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

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선임병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사실이 인정된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하였을 것이라 추

단하였고,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사망을 공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

니라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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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행정법원 2003. 6. 19. 선고 2002구합37266(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가)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2001. 3. 8. 입대하여 같은 해 6. 6. 육군

제O사단 OO연대 O대대 O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 11. 20:30경

초소경계근무를 서다가 실탄 1발을 턱밑에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망인은 복무

중 하루 평균 3~4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 6. 말 사단장의 순시가 예정되어 있던 관계로 더욱

많은 작업을 해야 했다. 분대장 OOO은 2001. 6. 6. 망인에게 여자 친구와 성관

계를 맺은 적이 있는 지 여부를 묻고, 2001년 6월 중순에는 펜팔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무렵부터 7월 초순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망인의 몸을 손

가락으로 만지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마치 감전된 듯이 4~5초 동안 몸을 부르

르 떠는 동작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상병 OOO으로 부터도 펜팔 친구 소개 요

구를 받고, 일병 OOO로 부터 4회에 걸쳐 망인에게 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질

책을 받았다.

(나)법원의 판단 - 군인이나 경찰관이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라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원 1999. 6. 8. 선고 99두3331판결) 비록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뚜렷한 병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압감

과 고참 병사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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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와 망인의 사

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

에 기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자유로운 의사(의지) 여부를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한 요소로 포섭하여 업무상재해 인정논리와 같은 논리로 유공자 해

당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의 판단기준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역시 업무상재해 인정논리와 국가유공자 인정

논리를 동일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2000구5648,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

1781, 대구지방법원 2001구7535,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5709, 대전고등법원

2005누195,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10 등의 판결에서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

이 매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타, 가혹행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

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자유로운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바 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결정(02-05494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의 해

석론

(1)사실관계 - 망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6. 8. 00경찰서 방

범순찰대로 전입근무하던 중 같은 달 17. 본부생활실에서 안전 차단 창살을 벌

리고 투신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001. 6. 8.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기간 동안 망

인의 고참대원들은 망인을 포함한 신입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이러한 구타사실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은 고참대원으로부

터 “발설자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였다. 사망 당일

망인은 아침에 걸래를 빨면서 평소와는 달리 자주 거울을 쳐다보며 얼이 빠져

멍하게 있는 표정이었으며, 그 후 중대장에게 누군가가 구타사실을 발설하였

다면서 방패술 훈련을 빌미로 보복성 기합을 받았으며, 그 후 본부 생활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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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던 중 10:50경 망인이 일어나서 수건줄을 맞추다가 망인은 창틀을

벌리고 투신하여 같은 날 11:00경 두개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사망하였다. 

(2)판단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

을 둔 입법취지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군공무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당위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극

히 예외적으로 군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고인의 자살이 상급자들의 구타 등 가

혹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

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보이며, 고인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인은 군인

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법학자들의 주장58)

송기춘 교수(전북대), 이재승 교수(전남대), 이계수 교수(건국대)는 군내 자살처

리자문제와 관련하여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의 포괄적인 기본권제한 상황 아

래 자살한 이상 국가는 군인에 대해 포괄적인 배려의무를 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59) 그리고 군내 사망사고 분류 항목 가운데 ‘자살’ 이라

는 항목을 배제하고,  ‘안보재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군인의 자살사고를 안

보재해로 개념화하고, 원칙적으로 ‘전투 이외의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하여야

58)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07. 참조

59)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46쪽



132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한다고 주장한다.60) 즉, 군인 등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경우를

안보재해사망자로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화에 따른 개별법령의 개정

으로서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안보재

해사망자는 비록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 그 유족

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1) 둘째, 만약 위와 같은 국가유공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군인연금법의 개정

을 통하여 안보재해사망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62) 셋째, 이러한 보상방안과 별개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

을 통해 안보재해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3) 

그리고 자살한 군인의 유족의 생활보장이나 사회보장 등급평가에 있어서 가

산점제를 도입하고, 국가는 그 유족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하는

치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4)     

한편, 김승환 교수(전북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는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사유로 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란 외부의 아무런 영향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로 인한 자해행위 또는 비록

외부의 일정한 행위가 자해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판단

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의지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해행위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으며 자살을 결행한 것에 대하여 망인

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65)

  라. 외국의 판례 및 입법례66)

(1)독일 - 독일은 기본적으로 원호연금법(Bundesversorgungsgesetz)과 군인연금법

(Soldatenversorgungsgesetz)에 따라 군인의 노후생활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전반적

60)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59~60쪽
61)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61~62쪽
62)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62~63쪽
63)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64쪽
64)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67~68쪽
6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114호 최정훈 사건 주심위원 검토의견서
66) 송기춘, 이재승, 이계수, 전게서, 5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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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있다.67) 

독일의 원호연금법과 군인연금법제는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자의에 의한 손

상’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는 연금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명료한 인식과 자

유로운 의지결단에 근거한 자살은, 비록 개별적 사건에서 군복무의 제반사정이

영향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방원호법상의 손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대

로 자살을 야기한 건강손상행위가 책임무능력상태(정신병, 정신적 장애) 하에서

이루어져 연방원호법 제1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책임무능력상태

에서 행해진 자살은 원호연금청구권의 기초가 된다. 

독일에서는 나치군대에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전후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결

정들이 축적되었다. 두통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례에서 슈튜트가르트 주사회법

원은 “두통이 군복무에서 비롯되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감당할 수도 없고 치

료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이러한 두통이 의식장애와 혼미상태를 유발하는 가

운데 두통으로 인한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결정의 현저한 침해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고 원호연금청구권을 부여하였다. 뮌헨 주사회법원은 “부대환경

에 대한 적응상의 무능력은 연금법상의 인과관계규범의 의미에서 공동원인

(Mitursache)”으로 인정하여 연금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쉴레스비히 주사회법원은

67) 원호연금법 제1조 ①군복무 및 군복무에 유사한 근무의 이행을 통하여 또는 군복무 및 군복
무에 유사한 복무의 이행중 사고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관계에 고유한 사정에 의하여 건강상
의 손상을 입은 자는 손상의 건강상 및 경제상의 결과에 대하여 원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건강상의 손상이 의도적으로 초래된 경우에는 이 법의 의미에서 손상이 아니다. 
   ⑤손상의 결과로 손상을 입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들은 원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
하생략) 

   군인원호연금법 제41조 ①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하는 군인 또는 군복무 중인 기간제군
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월의 급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17조의 규정이 유족에게 준용되
고, 기간제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중인 군인 또는 9월 미만의 군복무기간을 이행중인 기간제군
인이 군복무로 인한 손상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시점까지 사망한 군인과 동거한 부
모는 2,557 유로의 한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받는다. (이하 생략) 

   군인원호연금법 제42조 ①연방군에서 6년 이상 복무한 기간제군인이 복무기간중에 사망하고, 
그 사망이 군복무로 인한 손상의 결과 아닌 때에는 제11조 제5항 2문상의 유족은 연금형식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생활지원금은 사망시점에 해당군인이 군복무로부터 퇴역하
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가교급부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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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도 치료와 지속적인 진찰이 중단되었다면 군복무

의 요소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원인으로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인

정하였다.68) 포로가 되는 것이 두려워 자살한 사례, 국제법이나 도덕원칙에 위

반되는 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례69)에는 원호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장교가 취중에 운전하여 군인을 치어 사망케 하

고 명령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허위보고를 하게 한 후 죄책감으로 자살한 사

례, 형법상 유죄판결후에 자살한 사례, 나치조직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자살한 사건에서 각각 원호연금청구권을 부정하였다. 

다만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라 기간제군인(일정하게 장기복무하는 군인으로

서 직업군인에 준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하게 생활지

원금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자살에 관한 특별

한 배려규정을 찾기 어렵다. 독일법제는 자살군인에 대하여 전면적인 국가책임

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유족

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려된다고 이해된다. 

(2)미국 - 미국은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명료한 처리규정을 갖고 있다. 특히

‘자살에서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업무의 연관성(Service connection for mental 

unsoundness in suicide)’조항은 잘 짜여진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70) 이 규정의 취

68) Wilke, Soziales Entschädigungsrecht 7 Aufl., Stuttgart, 1992, 77쪽 이하.  
69) OVA Düsseldorf 1949/6/28. 인용은 전게서, 79쪽.
70) 3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h.1 §3.302
   (a)총강 ①자살이 자해행위를 구성하려면, 자기파괴가 의도적이어야 한다.
   ②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도(범죄나 자해행위의 필수요소인 범의나 주관적 요
소)를 형성할 수 없다.

   ③정신적 비정상성과 업무간의 관련성은 유리한 조치에 대한 항구적인 요건이다.   
   (b)정신적 상태에 대한 증거 ①자살시점에서 행위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는지는 자살시점에서 자살자의 정신상태
와 관련된 이용가능한 모든 소인증거와 전문가증거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②자살의 행위나 진지한 시도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증거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살할 합
당한 동기가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살행위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야기
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자살할 합당한 동기는 합리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
는 적극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c)증거의 평가 ①보훈부 기준이 상반되는 조사결론을 보장하지 않는 때에는 비정상적 정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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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르면 자살할 합리적인 증거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자살은 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살에 이르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는 업무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인의 자살에 대해 전면적인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의 전

환과 추정, 유리한 평가원칙을 통해서 자살자 대부분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71) 

(3)대만72)- 대만 군내 사망자(자살자)에 관한 처리 문제는 <대체복무보훈법(替

代役男撫恤實施辦法)>(行政院八十九年六月二十日台八十九內字第一七八三七號函

核定)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보훈법(實施辦法) 제3조 6항에는 대체복무 중 자살자

는 병사(病死)한 것과 같이 인정하여 보상하며, 다만 살인을 한 후에 자살한 자

는 보상하지 않는다.73) 따라서 현역복무기간 중 자살로 사망한 자에 대해 질병

사망의 기준에 의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이

나 공무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인 ‘무휼금’이 지급된다. 그 유족이

수혜자이다. 사망보상금은 일시불 보상금인 ‘사망일시금(恤金)’과 연금형의 매년

수령하는 ‘유족연금(年撫金)’으로 나뉜다.

자살을 병사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대만군대 내에서 ‘질병 혹은 의외

사고로 사망한 자의 경우’에 근거하여 보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사망

한 자는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10년으로 계산해, 모두 15개 기준수의 일

시불 보상금을 지급하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매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

수를 더해, 최고 27.5개 기준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미만은 매 1개월

에 0.042개 기준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해, 작전으로 인한 사

태에 관한 업무부서의 판정의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②온갖 합리적인 의문은 언제나 업무연관성의 인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호적으로 해소되
어야 한다.

71) 안형주, 「군내자살처리자 처우관련 소개: 미국」,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위원회(주최),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2006/11/28, 133쪽.

72) 이하는 김학준, 외국의 보훈제도(대만․호주), 국가보훈처교육연구원, 2005, 15-19쪽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73) <替代役男撫恤實施辦法>(行政院八十九年六月二十日台八十九內字第一七八三七號函核定) (원
문:替代役役男服役期間自殺死亡者，以因病死亡辦理撫卹。但殺人後自殺者，不予撫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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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공무집행이나 질병, 의외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 비교

적 높은 편이다.74)

마. 군의문사위원회가 모색 중인 대안적 해석론

한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내부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각 호

제외사유의 상호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안적 해결론을 제시하는 견

해들이 있다. 

(1) 제4호 ‘자해행위’를 제1호 ‘고의로 인한 사상’의 예시로 보는 견해

위 각 호의 제외사유의 관계에 대해 위 각 호의 제외사유는 대등한 지위를

가진 병렬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제3호75), 제4호76)의 사유는 제1호77) 사유

를 구체화시켜 규정한 것으로서 제1호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파악하자는 견해가

하나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자유로운 의지(의

사)’가 없었다는 점 중 하나만 입증되면 위 각 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대법원의 입장에 비해 순직으로 인정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한다. 예

컨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0404판결의 경우, 망인은 손날 및 주먹으

로 목, 가슴, 얼굴 등을 맞는 폭행을 당하고, 내무실 청소를 안했다는 이유로 선

임병의 강요에 의해 먼지를 억지로 먹어야 했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입에 넣어

씹기도 했고, 저녁식사를 먹지 못하게 하면서 지렁이를 먹어야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하였고, 자살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본인의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

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

위 등이 있더라도 선임병과 동료병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보복성 가혹행위 등

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간부에게 구타 등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74) 김학준, 전게서, 53쪽. 
75)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76)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77)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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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 가해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망인의 처지와 상황에

서는 자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자살을 배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

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 고의로 인한 사망 내지 자해행

위를 배제할 여지도 없지 않은 바, 이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제4호의 자해행위는 자기신체 상해로 제한하자는 견해

제4호의 ‘자해행위’를 근무기피 등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의도로 자기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고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은 제1호가

정하는 ‘고의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자는 견해가 또 하나 있다. 이

견해는 ① ‘자해행위’를 ‘자기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의 줄임말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에 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근무기피 등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의

도를 가진 자기신체 상해로 이해하는 경우에 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

한 상이’라는 개념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 ②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본문과 제4호의

문장구조 상 ‘자해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해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취지 상 ‘자해

행위’를 죽을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해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

려 자연스럽다는 점, ③ 그리고 동 항 제1호가 자살을 별도로 포섭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점, ④ 위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지 않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규정으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⑤ 무엇보다도 자살을 자

해행위와 등치시킬 때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들

여 그 해석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자해행위를 자기신체 상해로 제한적

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료하여 해석에 자의가 개입된다거나 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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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

한편, 위 두 견해 중 어느 것에 의하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살로

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게 되는바,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여부와 상

관없이 일단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자로서는 앞

서 고찰한 여러 대안적 해석론과 입법론을 참작할 때 ‘불가피한 사유’는 ‘사회

평균인의 판단으로 망인의 입장에서 구타, 가해행위 등 불법적 상황 내지 업무

상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거

나 효과적이지 않았고, 망인에게 자살을 배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적절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 이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향

후 군의문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심의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논의를 통

하여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불어 각계 전문가의 냉철한 비

판을 통하여 법리적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며 이를 기대해본다. 

(4) 각호 제외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한편, 군의문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중에는 과거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처

리되었으나, 사망원인 자체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애매모호한 사건78)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규정형식79)에 비추어 보고 앞서 대다수의 주류 판례들

을 살펴볼 때 같은 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사유, 특히 1

78) 가령, 진정 제156호 전만고 사건(망인이 항구에 출몰한 의외선박에 대한 순찰을 위하여 5분
대기조를 이끌고 작전지역에 이르러 항구의 좁은 도로가에 군용트럭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차문을 열어 둔 채 순찰업무를 지휘하던 중 정차한 차 옆으로 일반인의 무쏘 지프차가
교행하려 하자 우측 손으로 조수석 문을 당겨 길을 내주고 지프차가 막 지나는 순간 망인의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목격된 사건인 바, 망인이 자해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총을 발사
한 것인지 망인이 하차를 위해 내리던 과정에서 사고로 소총이 격발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임)  

79) 동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경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령,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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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과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군복무 중 병사가 사망한 경우 원고인 유가족 측에서 망인이 군복무 중 사

망하였고, 사망이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일단 국가유공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되고, 다만 피고인 국가 측에서 그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자살이 분명한 경우도 공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면 국가

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과 정상적이고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 내지 의도에 따른 사망이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의한다면 사망원인이 자살로 처리된 자 가운데 실제 그 사인

이 자살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인지 애매모호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80)

2. 대안적 해석론의 타당성
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목적, 기본이념)에 반하지 않는다.

유공자보상은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인바, 자살행위를 특별한 공헌

과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공자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은 추상적으로는 전쟁희생자보상 혹은 군복무중 발생한 피해

에 대한 보상제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국가의 책임은 희생에 이르

80)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그 논거로 한다.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와 접촉 등
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관한
증거나 자료도 군대 내부에 있어 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유족 측에서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군은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수사기관을 통해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일단 유족 측에서
사망이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국가 측에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입증책임 분배의 면에서 공평,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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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데에 국가의 강제력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가유공자보상

은 한편으로는 국가유공행위 중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공행위 자체에 대한 예우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81) 군 자살자는 일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징

병에 응하여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헌신하던 중 생명을 잃는 희생을 당하였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82). 이러한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거나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을 보상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 국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1) 군 자살자에 대한 유공자 인정시 예상되는 재정지출정도

국방부는 군 자살자에 대한 공식통계를 1986년 이후부터만 제시하고 있는바83), 

81)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에 대한 헌법적보호의 가능성, 370-372쪽
82) 동지, 서삼희는 전게 논문 143쪽 주)25에서 “사실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강조되고 폐쇄적인 병
영생활을 감수한다는 자체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83) 군(軍)내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병(兵) 장교/부사관 합 계 연 도 병(兵) 장교/부사관 합 계
2006 54 22  76 1995 81 16   97
2005 41 19  60 1994 - -  155
2004 49 16  65 1993 - -  129
2003 49 17  66 1992 - -  125
2002 60 15  75 1991 - -  129
2001 55  9  64 1990 - -  172
2000 56 23  79 1989 - -  158
1999 76 24 100 1988 - -  190
1998 76 24 100 1987 - -  176
1997 72 16  88 1986 - -  260
1996 83 20 103 소 계 - - 2,467

    주 : 1. 국방부는 1986년 이후 자살자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2. 1995년 이전 자료는 자살자를 병, 장교/부사관 등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군무원 자살자

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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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살자에 대한 순직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의 폭을 지금보다 확

대한다고 할 때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계수는 2,467명이다.  2000년 이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장교 및 부사관, 사병의 수는 평균 17명, 52명 수준이다. 국방

부에서 자살예방 등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 통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자살자 수는 매년 약

69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때 향후 5년간 누적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자해행위로 사망한 군인 수(누적)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누 적 2,536 2,605 2,674 2,743 2,812

신 규   69   69   69   69   69

합 계 2,605 2,674 2,743 2,812 2,881

  주 : 누적 자살자 수는 1986년 이후 자살자 수의 합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교육보호, 취업

보호, 의료보호, 양육보호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유공자등록의 실익은 유족 연

금의 지급에 있다84). 유족 해당 요건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의 직계 자손 중 1

인이다. 대체로 1985년 이전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일 가능성이 없어 연로한 부

84)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
가유공자 유족에게는 유족 유형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Ⅲ. 참고자료 2. 참고)을 지급하고 있
어, 각 군(軍)이 2004, 2005년에 순직 처리한 군인 명단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국가보훈처
에 확인한 결과 1970년 이후1) 출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균 938,960원(2007년 기
준)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월액
(단위: 명, 천원)

병(兵) 장교/부사관 합계/평균
대상자 수 102 40 142

보상금 월액 합 96,380 36,952 133,332

1인당 보상금 월액 944.90 923.8 938.96

   주 : 1970년 이후 출생자 중 군 복무 중 사망하여 국방부가 2004, 2005년에 순직 처분한 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것임.

   자료 : 국방부로부터 순직자 명단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상금 월액 현황을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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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군 자살자는 연 50여명을 상회한다. 향후 자살예방노력이 계속될 경우 그

수는 더 줄어들수도 있다. 향후 발생하는 자살자의 대부분이 순직으로 처리되

더라도 국가가 지는 재정부담은 과도하지 않다.

<표 7> 신규 국가유공자 수 추정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누적 자살 군인 수 2,605 2,674 2,743 2,812 2,881
부대관계에 기인한
사망자 비율

29.24 29.24 29.24 29.24 29.24

국가유공자 수 761 781 802 822 842

주: 국가유공자 신청률을 100%로 보아 추정한 값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부의 공식통계

를 기초로 추산한 재정부담추계는, 위 표5에서 자살의 원인이 복무관련성이 인

정되는 것으로 본 29.24%를 조건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자해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로 인정하는 경우 약 760명85)의 유공자가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향후 5년간 약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86)

현행 유공자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징병 군인에 대한 유공자 인정의 기준을

85) 최근 업무관계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어 자살자이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 전원이 국가유공자
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았음.

86) 총 소요비용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대상자(명) 761 781 802 822 842 -

보상금 월액(천원) 996 1,057 1,116 1,161 1,207 -
소요액(백만원) 4,548 9,906 10,740 11,452 12,195 48,841

   주 : 1.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 전원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소요
액을 추정함.

       2. 2008년의 경우 보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분 보상금만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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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법원 판례 기준보다 완화할 경우 국가가 지게 될 재정부담의 한계도

결국 위 범위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반드시 추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타나 가혹행위 혹은 부대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 비록 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국가배상책

임에 따른 재정부담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며 법원이 국가의 과실을 20~30%에

서 사안에 따라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그다

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보상이나 배상이 미치지 못한 방치된 집단에 대

한 사회적 배려나 사회부조 차원의 재정지출이 장차 요구될 수도 있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유공자 인정을 통한 피해의 전보 및 사회적 보상이 결코 비싼 비용

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 자살자 문제를

이해하고 국가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은

결정적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나아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인

색한 조치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2) 국가유공자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

군 자살자의 유공자 인정은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월남참전용사, 일반사망자를

당연히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공자 수의 증가와 국가재정

의 압박을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 자살자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

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또는 정상적이고 자유로

운 의사에 따르지 않은 사망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본부는 1996-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창군 이후부터 1989년 국방부 훈

령인 전공사상자 차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의 병사, 변사로 처리된 장병

45,804명을 대상으로 전사 및 순직 재분류 심의를 실시하여 9,756명을 전사(534

명) 및 순직(9.222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과거 병사자, 변사자 대부분도 정리

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순직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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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의 PTSD 등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다.

군 자살처리사건의 상당수가 군의문사로 남게 되는 데서 오는 사회적 갈등비

용은 자칫 보상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또 방치된 유족의 사회부적응과 정신

질환 및 가정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사회적 비용이다. 

군 자살자 유족의 대부분은 신체 건강하던 젊은 청년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을

잃은 부모인 경우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일반자살자 가족이 자살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자

살처리자 가족은 “타살이나 사고사”를 “자살”로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 내지

확신을 갖고 국가나 군을 상대로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데 이는 사후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군수사과정과 유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대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한 후 겪게 될 유족의 심적 고통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군, 국가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갖게 한다. 

유족의 의혹제기는 수십년씩 지속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유족은 정상적인

대인관계와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각종 신체질환과 정서조절

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으며, 군은 이들의 반복되는 진정제기와 시위, 농성으로

물적, 인적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야

군사망자 가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졌고(김호철, 

200687))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아들의 군 사망사건에 의혹을 갖고 있는

부모의 69.5%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보였고, 중

증도 이상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7.8%였다. 또한 아버지를 군에서 잃은 유

족 또한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의 외상증상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2.9%였고, 중증도의 증상을 가진 경우도 42.9%로 결국 자녀들도 85.8%가 중증

도 이상의 외상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

는 30-40년이 지난 후까지 “재경험, 회피, 과잉각성”을 포괄하는 외상후 증상들

 87) 김호철(2006). 군내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토론집,  4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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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있었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데 따른 화병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

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수면장애나 알콜의존의 비율이 높았다. 

인적, 물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이로 인해 유족이 적응기

능을 상실한데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치화된 적은 없다. 하지만 우

리나라 년간 자살자 수가 만명을 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년

간 3조 856억원에 이르며, 자살자 가족들은 자살 이전에 비해 정신과적 질환은

4.6배, 일반 질환은 4배 이상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국립 서울병원과 이화여대

공동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창군이래 군 자살자수가 12,000명 정도이니

군 자살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또한 최소 3조원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는 추

정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군 자살자 가족이 겪는 심리적 외상 및 부적응은 이

미 언급했듯 일반인 자살자 가족이 겪는 것에 비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진

정이나 소송을 거듭하는 유족일 경우 심리적인 피폐와 가산탕진 등이 가속화될

수 있는바 국가적으로 보면 물적, 인적 낭비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 자살자에 대하여 여타 군 사망자와 차별 없이 유공자로 인정

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아니 한 채 군 자살을 기본적으로 복무환경에 적응하

지 못한 나약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현재의 사회적 편견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들의 명예를 찾기 위한 부모들과 그 형제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개

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4) 군의 병영문화개선과 자살예방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군에서 인권존중, 

생명존중의 가치관 확립 및 바람직한 병영문화 형성은 장기적으로 보아 병역의

무에 대한 사회 성원들의 자발적 수행과 군에 대한 신뢰 등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도덕적 건강성 그리고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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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88)에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동 규약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고문방지협약89) 등 국제인권조약에

도 가입하였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래의 성추행, 구타 등 가혹행위는 ① 주관적으로, 

공무원인 가해장병이 ⅰ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과 ⅱ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행해지며, ②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폐쇄성과 집단적 생활방식을 요구하는 군대에서 피

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임)에서 위 고

문방지협약이 정하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90), 왕따 등 신종가혹행위

는 ‘고문’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협약이 정하는 ‘그 밖의 잔혹

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본다. 

군의문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군 자살자 중 적지 않은 수가 국제법이

정하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의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자들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를 때 ‘고문’의 희생자라 할 것이다. 이들을 단지 군기문란자나 의지력이 약

한 일탈자로 보고 처우하는 것은 고문과 그 고문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무관

심 내지 국제인권법적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 여겨진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

88) B규약이라 불리는 이 규약은 생명권 보장, 고문과 잔혹한 형벌 또는 대우의 금지, 인격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차별금지 등 각종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8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약
칭으로 1984. 12. 제3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여 1995. 2. 8.부
터 시행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는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
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
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그 밖의 잔혹한․비
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해서도 동 협약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90) 박기갑, 국방관련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현황과 문제점 제3주제 : 고문방지협약,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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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고문의 희생까지 당한 군 자살자들은 국가유공자법이 목적하는 희

생보상의 대상자로 봄에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그 죽음 자체가 애도할 만할

뿐 아니라 그 죽음을 계기로 같은 처지의 동료병사들의 고통이 개선되어 더 이

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고 군 인권문제가 한 단계씩 발전되어 올 수 있었다

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그 죽음의 의미와 무게가 여타 유공자 특히 군

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순직 처리된 유공자의 죽음보다 못하

다고 폄훼하기 어렵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잘못된 군사문화가 초래하는 비극을

되새겨 올바른 병영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그 죽음이 시사하는 교훈

이 크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안전사고 등을 당하여 순직 처리된 유공자의 죽음

이 후손에게 귀감이 되는 정도(이런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시사하는 교훈이 후손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귀감이 되므로 희

생보상을 받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군 수사 및 병무행정과 보훈행정의 실상은, 청소년보호법상 보

호대상 청소년에 불과한 개인이 징병절차를 거쳐 군복무과정에서 자살에 이르

고 그 후 군의 조사절차와 보훈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이르러 그 죽음에 대한

평가를 받기까지, 국가는 그 개인의 자살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를 얻

는데 필요한 전문가도 거의 없고,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고, 있는 자료나

마 잘 남겨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망 후 평가단계에서 없애거나 왜곡하는 경

우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사망자와 유족은 무력한 상태에서 자기변론에

필요한 준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법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런 실상을 재판규범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은 우선, 순

직군경 인정요건을 정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5호와 제외요건을 정한 제5

항 각호 특히 제1호(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인한 사상)와 제4호(자해해위로

인한 사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 중복과 모순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자해행

위’의 개념을 새롭게 정하거나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자살자의 순직군

경 해당여부를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틀 속에서 실체가 모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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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지’의 존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공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틀 속에서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대안적 해석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군 자살로 처리된 사

건 중 최소한 공무수행 도중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불분

명한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및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

스가 확인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입증만으로 공무와 사망 또는 공무

와 자살(고의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상당인과관계 인

정에 필요한 나머지 사실이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이었다는 점 또는 불

사피한 사유가 없이 자살하였다는 소극적 요건에 관련된 일체의 사실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번의 논의를 시발로 대법원이 억울한 군 자살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

유공자법의 해석법리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그 유족들에게 꽉 막힌 ‘통곡의

벽’으로 변해버린 법리가 유족은 물론 인권과 생명의 침해를 감수하며 국방의

무를 감당해야 하는 징병장병들에게 진정한 ‘황금의 문’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바라며 대법원의 전향적 관심을 기대하여 본다.



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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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이 영 문(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정신과 전문의)

군복무 중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진폭을 넓혀 우리 사회 전반의 자살자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 논의에는 몇 가지 사회가 정의해야할 단면들을 내포

하고 있다. 

1. 자살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에밀 뒤르켕이 ‘자살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민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 의식의 내면에 자살이라는 어두운 부분을 지극히 개인적 방식으로만 인지

하고자 했던 폐쇄사회에 대한 경고였다. 때를 맞추어 임상의학의 출현 또한 개

인의 문제에 놓여 있던 정신질환이 질병의 한 축이며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 점이다.  이 두 가지, 사회학의 한 축과 의학의 한 축이 만

나는 점은 무엇일까? 자살이라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런 문제가 치료라는 측면

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들게 하였고, 또한 사회가 인간의 자살에 기여한다는 것

을 학문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생물학적인 질병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

이 사회학적 환경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다면적 평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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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으로서의 자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질병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수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서

는 관대하지 않다. 자살이라는 현상이 죽음과 직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예방

에 소홀하고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 과연 왜 그러한가? 자살을 개인의 취약성

으로만 보려는 편협된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군대 내 자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대체 자살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심약한 개인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우울증, 정신병, 외상후 스트레스, 

심각한 내적 불안에 직면한 상황 등 무수한 요소가 우리의 정신적 상태를 위협

한다. 개인의 취약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우리를 자살과 연관시킨

다. 자살사고(suicidal idea)만으로 우리는 질병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살사

고가 인간 심리의 불안과 우울에 가장 밀접한 정신병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

국 죽음과 연관된 깊은 자살사고는 정신병리로써 설명할 수 있고 자살은 죽음

에 이르는 인간 질병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폐쇄된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

한 사회로부터 격리된 폐쇄공간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교

도소, 군대, 학교(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상황)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폐쇄공

간은 사회시스템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가치체계로 존재한다. 그 내부의 조직과

운영방식이 다르며 이를 통해 그 구성원들을 지배한다. 이 같은 지배이데올로

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사소한 개인적 행위는 금지되

기 일쑤이며 조직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필수적이다.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억압되거나 무시된다. 억압된 감정과 생각들은 인

간의 내적 평형성을 저해한다. 신체와 정신의 균형상태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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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내부의 질서가 요구된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하

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은 외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대내

폐쇄공간은 외적인 지원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다. 내적 평형성을 잃은 개

인에게 신체적 질병과 정신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살사고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

게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군대 내 자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4. 한국적 상황과 자살

징병제도하에서 군이라는 특수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는 적응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90% 이상의

사람이 적응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선

택한 폐쇄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지기 위해 그 폐쇄공간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내부의 규율에 직면하고, 그 과

정에서는 사소한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도 정신적 평형성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 유공자라는 것이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전투

력이나 숭고한 국가관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시적이나마 폐쇄된 공간에

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국가를 위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적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불면의 밤을 보낸

젊은이들이 견디다 못해 행해진 자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생물학적인 질병의 요소를 담고 있고, 사회적

압력,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다.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편협

한 개인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라는 큰 유기체로서 담아내는 안목이 필

요한 때이다. 사회적 관용이 왜 필요한가를 자살이라는 담론속에서 다시금 생

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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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토론문)

정 남 철(숙명여대 법대 교수/법학박사)

Ⅰ.

저 토론을 기회를 주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

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

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6. 1. 1.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망 의혹사건 중 군 자살처리사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율

은 점차 감소세에 있으며, 특히 1997년 이후 일반자살에 비해 군 자살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

한 사건 건수 중 군 자살처리건이 90%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군 자살사고는

여전히 군의문사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한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 특히 자살의 悲報를 접한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 자살처리자의 경우에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의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로부터 진정한 명예

회복과 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자해사망자의 안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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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5항 제5호). 그 밖에 군인연금법에서도 고의로 연금수급자의 지위를 취

득한 자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또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국가배상청구에 비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판례가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생각건대 분단현실과 징병제 아래에서 국가가 국민을 ‘국방’이라는 중요한 국

익을 위해 징집한 경우에, 국가는 그들을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국

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헌법 제10조 제2문 참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군 자살처리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이론의 수정, 본질사항유보설의 등장 등 공법이론의 변화는 이와 무관하

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군복무자가 인권의 死角地帶에 방치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

다. 더불어 국가는 군 자살처리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 유가족에게

위로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

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군 자살처리자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 로마법에서는 자살을 널리 인정하면서도, ‘兵士’

와 奴隸의 자살만을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혹 군 자살처리자의 국가유공자 인

정여부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그 저변에 이러한 역사적 殘像이 여전

히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저는 행정법을 공부하는 공법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일련의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적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대

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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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 자살처리자의 사고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유형을 이승택

재판연구관님이 발표하신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91) 

각주의 [표 1]의 구분 중 (Ⅰ), (Ⅱ)유형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며, (Ⅲ), (Ⅳ)유형은 구타․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Ⅰ), (Ⅱ)유형은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의무자가 이를 예견

하지 못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

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군 자살자가 ‘순직’에 해당하면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대체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순직군인”임을 이유로 국가유

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는 동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군 자살처리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

91) [표 1]: 군 자살처리자의 사고원인별 유형

유형 구타․가혹행위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병적 증상

(우울증)
비고(판단)

I X O X
- 원칙적으로 배상가능성(다만 순직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적용에 의해 청구기각 가능함)

II X O O

- 원칙적으로 배상가능성(상동)
- 대체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서도, 자유로운 의지 여부에 따라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자살) 판단

-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
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 유공자
인정한 경우가 있음 (보상+)

III O O X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
유로운 의지에 의한 사망으로 보
아 자해행위로 판단하고 있음

IV O O O - 국가유공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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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자해행위”의 해당 여부이며, 법원

은 자해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문리적 해석하에 “자유로운 의지”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 즉 대법원은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

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

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

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

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것보다는 복무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함봉진 교수님이 적절

히 제시한 바와 같이 자살의 원인은 대단히 복잡다기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자살처리자의 경우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 3단계

(업무→정신병적 증상(우울증)→자살)의 연결고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야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가혹행위와 망인

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자해행위인 자살의 인정

요건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인정하는 이중적 심사기준에 의해

군 자살처리자의 국가유공자인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참조). 특히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자유로운 의지’의 판단기준

으로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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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

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라고 하여, 비록 가혹행위가 자살의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 하더라고, 자유로운 의지라는 요소를 통해 자해행위 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또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

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고 하여, 자살에 이른 제 상황, 즉 주관적․객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는 구타․가혹행위

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

로나 무리 등)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하고, 입증

책임 부분도 “추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당히 완화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

에서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

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객관적 요인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의지”라는 주관적 요인에 의해 자해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의지”는 제 요소를 망라하는 기준으로 보이지

만, 대단히 불명확하고 애매한 전형적인 불확정개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

정개념은 오히려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부인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 법원은 자유로운 의지라는 불확정개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개념

을 국가를 위해 “공헌”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병역기피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이라는 국익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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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과실이 없이 구타․가혹행위, 열악한 복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

증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감 등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최후

의 수단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推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上命下服性, 폐쇄성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우울증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자살이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살의 결의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 질병(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보면

서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와 관련

이 있는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도 이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해석하여 자해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

두14578 판결).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

르렀다는 판단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습니다.92) 즉 판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우울증)이 자

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Ⅲ.

결론적으로 군 자살처리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은 법해석론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

다. 특히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인정에 있어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자유로운 의

92) 임성훈,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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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기준에 의해 “자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중적 기준은 再考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복합

적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자유로운 의

지”라고 하는 불확정개념에 의해 문리적 해석을 함으로써 자해행위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개념

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동 조항은 국가

유공자의 개념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경우뿐만 아니라 “희생”을 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 하에서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자해행위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 개념은 “근무기피의

목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기신체를 상해하는 것”, 또는 동 조항의 제1호와

의 관계에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자살”로 좁

게 한정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호철 상임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물론 관련 법령의 해석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구

타나 가혹행위 등 인격적 모멸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군 자살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유공자에 상

응하는 보훈혜택을 두텁게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이를 부정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부인 내지 박탈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

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가 여기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즉 미국에서는 자살

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업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적극적으로 해석

하여, 군 자살자 대부분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93) 또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시된 해석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등을 통해 군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고자에 대해 국가가 각종 “보훈

93) 송기춘/이재승/이계수,『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 소속 군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5,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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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등을 보장하는 입법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독일의 원호연금법이

나 군인연금법이 책임무능력상태(정신병, 정신적 장애 등)에서 행해진 자살에

대해 원호연금청구를 인정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94)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사실확정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예

컨대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소위 기록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

다. 따라서 구타․가혹행위 내지 업무상 재해(내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예컨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발병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에, 전

문의의 소견서나 전문적 판단은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의 상당인과관계는

물론, 자해행위의 인정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의 원인은 복잡다기하나, 개체적 요인(유전적 요인, 가족

력, 가족문제 등)이나 복무환경적 요인(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조건 등)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자살자의 경우 어떠한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자를 서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

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방보다 더 좋은 구제책은 없다”는 격언처럼, 군복무중 사망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자살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합니다(예컨대 미국의 Army G-A Human Resources).95)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군

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살처리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등 국가 차원의 보훈정책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이 문제

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분단의 현실에 던져져 ‘희생’된 군 자살처리자의 합리적 대우와 그 유

가족의 위로 및 명예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證左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4) 송기춘/이재승/이계수, 전게논문, 51쪽.
95)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와 관련한 사례 연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덧붙여”,『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
회 자료집), 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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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에 대한 토론

김 경 란(대법원 재판연구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

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을 제

정하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

로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 제외 사유로 인한 경우는 국

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법 취지에 따라 군대 내에서 또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판례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자살(즉,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로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로 인정되는 경우 자해행위가 되어 국가유

공자로 인정이 되지 못하며,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일지라도 상급자나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급자나 동료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자살은 그 원인

이 자살자 외부의 요인 예를 들어 가혹행위, 업무부하 등에서만 있을 수는 없고

자살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성향, 가족력, 충동성향 등의 여러 요소가

결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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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는 외부적 요인 하나만으로는 정신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 

자살은 정신병적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정신병적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도 자살자 개인의 자살충동만으로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점, 외부적 요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서만도 자살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오히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살이라고

인정할 여지는 없게 되는 점 등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이론으로 인하

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판단하

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그 논리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즉, 군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판결과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의 경우, 대법원은 가혹행위나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여 우울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다음, 자살은 우울증의 발현이라는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첫째, 대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가혹행위나 직무부하(이를 외적 요인이라고

한다)가 당연히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이 우울증에 빠지

게 되는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가족력, 정신병력의 기왕적, 성격, 

이를 합하여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을 무시하였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어

느 비율로 결합하는 경우 우울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요소가 어느 비율로

결합해야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는지, 외적 요인이 우울증 발병에 어느 정도 기

여해야 우울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외적 요인만 있으면

우울증 발병이 가능하다고 우울증의 발병 매커니즘을 단순화하였고, 그러면서

도적절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둘째, 대법원이 자살자를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 모두

를 종합하여 볼 때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자살이라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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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정신장애 특히 우울증 증상이 반드시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당사자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즉, 

판례는 자살자를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에서는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만 자살

은 자유로운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

어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필요한 것처럼 설

시하고 있는 반면, 자살자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예를 들어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5두14578 판결의 경우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 스트레스와 관

련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한 자살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우울증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가능하다고 설시함으로써 어느 경우는 우울증의 결과로서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지 않은 자살이 되고, 어느 경우는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자유

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되는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로 인하여 법원에서 군자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법적 요건을 입증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의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셋째, 군자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

가 발병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

2205 판결의 경우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중략 ,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

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라고 판단함으로써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이 해

석한다면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음만을 입증하고, 정신장애의 상태였음을 충분

히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을 여지가 없이 갑작스레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 판결을 가혹행위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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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정도로 중하지 않았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법원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자살충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가

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자살자의 자살충동성향이 보통 사람보다 강

한 경우 정신장애라고 인정할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어도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몰랐거나, 그런 경우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충동성이 강하다는 의미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

된다는 의미로서 정신장애로 인한 억제력 저하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내적, 외적 요인들

이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자살이 반드시 정신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가혹행위나 업무부하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비

록 우울증이 발병하여 인식과 행위선택능력, 충동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인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외견상으로 자살이라

는 결과에는 자살자의 자살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점(환각이나 착란상태에서의

자살은 배제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에서 자해행위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실 말 그대로 자해행위를 여러 혜택이 부여되는 유공자

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가혹행

위나 업무부하로 인한 우울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인정함으로써 군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예외적으로

법해석상으로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군자살자를 유공자로 인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군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가 판단

함에 있어 사실인정의 문제로 돌아가 가혹행위와 업무부하의 정도, 우울증 등

정신장애의 발현 여부, 정신장애의 증상이 군대 내부에서도 인식되었는지 여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살자가 정신장애로 인한 인식과 행위선택능력, 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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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

여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태도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군대 내 자살의 경우 특히 사병으로 복무하다 자살한 경우, 스스로 선

택하여 군입대를 한 것이 아니고,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 사건(가혹행위, 업무부하 등) 자체에 대하여 자

살자가 방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점, 

외부적 사건으로 정신장애가 왔거나 외부적 사건 없이도 기왕의 정신장애(이미

발현되었든, 발현되지 않았든)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

직 성격과 특수한 위계질서로 말미암아 치료나 자살 방지의 조치를 취할 기회

를 쉽게 가지지 못한 채 그로 인한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점 때문에 비록 자살

이 자살자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지만 그 원인에는 결국 국방의 의무라는

국가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므로 국가가 그 죽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예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 현행 판례에서 군자

살자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책임 비율을

7-80%로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비율은 2-30%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현실화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고사나 타살의 의심이 드는 가족의 죽음이 자살

로 위장됨으로써 죽음의 진상을 밝힐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국

가나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의 죽음이 있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살인지 여부

와 그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감독자나 상급자, 동료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객

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