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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요

1. 목 적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군인 재해보상법안」 및「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공청회 대상 안건
○ 군인 재해보상법안(12682, 정부안)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12685, 정부안)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3. 26(화)

10:00

○ 장

소 :

국방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20호)

4. 진 술 인 (가나다순)
○ 이찬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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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방법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는 국방위 소위원회 회의로 함.
나. 회의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라.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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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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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자
- 국방부 보건복지관 -

주요학력
• 1986년 고려대학교 국문학 졸업

주요경력
• 국방부 보건복지관
•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장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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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제정 및
「군인연금법」전부개정의 필요성
국방부 보건복지관
조 경 자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보건복지관 조경자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분리 필요성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분리하여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하나의 법을 근간으로 통합·운영되어왔습니다.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효과는 같으나, 목적·재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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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상이합니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한 군인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국가부담금, 개인기여금, 국가보전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가 단일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발전이 제한되어왔습니다.

특히, 공무 수행 중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인 재해보상수준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으나,
군인연금제도의 재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적시적인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을 각각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수불가
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근거
법률이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되어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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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수준을 현실화하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보상금의 급여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2018년 기준으로
최소 569만원, 최대 1,706만원에서 최소 1,566만원, 최대 4,698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특수직무공상과 전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여,
위험직무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였습니다.
현재 순직유족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상향·일원화하여, 실제 위험노출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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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를
도입하여, 유가족 수에 따른 생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연
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2018년부터 유족가산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
입니다.

셋째, 사망보상금의 급여수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한 보상수준으로,
전사,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각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45배, 24배로 조정하였습니다.

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인 재해보상 관련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함에 따라
남아있는 법조문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조문 전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에도 상이연금의
분할연금제도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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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민연금에서 최초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2016년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 중입니다.

군인연금에도 시급히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분할연금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퇴역연금 전액 정지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군인이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만 임용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까지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전액 정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5.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의 기대효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고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 된다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군인과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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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군인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며,
그들의 사기 진작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6.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
는 군인이 상당기간 성실히 복무 후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에 통합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시적인 군인연금제도 개선이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 강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국방위원님들께서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제정 및 전부개정하여 주신다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전문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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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 희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

주요학력
• 2018년 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0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주요경력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대통령비서실
•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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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이 찬 희

1. 추진 배경
❍ 연금제도와 목적, 재원 등이 다른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 정비 및 국가책임 강화
❍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보상수준
현실화, 심사절차 개선 등을 반영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2. 추진 경과
❍ 전문가‧공직사회 등 의견수렴 실시(’16.7~12월)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정부입법, 국회제출(’17.4.27)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행안위 전체회의(’18.2.22), 본회의 의결(’18.2.2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공포(’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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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일 : ’18.9.21

3. 주요 내용
❍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 재정비 및 확대(3.20 시행)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기존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로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위험직무별로 제한적(13개) 열거

요건
재정비

* ｢공무원연금법｣제3호제1항
제2호 가～파 목

합리적으로 통합･재정비
*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어업감독공무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 등

❍ 순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3.20 시행)

ⅰ)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열악한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 유족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ⅱ) 최고‧최저 보상수준 설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도모
ⅲ)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금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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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금
순직

현 행

개 선

‣ 재직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 재직 20년 이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

보상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연금
위험
직무
순직

보상금

공통

최저‧
최고
보상
기준

‣ 재직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 재직 20년 이상 재직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2.25%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대간첩 작전수행 중 사망 시
57.7배

<신

‣ 재직기간 관계없이
38% + 5～20%(유족가산*)
* 유족 수에 따라 증액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재직기간 관계없이
43% + 5～20%(유족가산*)
* 유족 수에 따라 증액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 작전수행 중 사망 시
60배

‣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1.6배 범위

설>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9.21 시행)

ⅰ)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통합하여 유족의 편의를 제고
ⅱ)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로 심사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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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심
사
체
계
개
편

분

1
심

재
심

심사
전문성
강화

현

행

개

•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사체계
이원화

선

•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사체계
일원화

-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로 개편

• 제한된 인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확대

❍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종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9.21 시행)

ⅰ)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

ⅱ)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도 지급

ⅲ)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 및 직무복귀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관리기준 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기준 마련 등

❍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근거 마련(9.21 시행)

ⅰ)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
※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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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등 순직 인정절차 】
경제적
보상

(현행)

유족급여
청
구
유족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 인용 근로복지공단
→ 유족
인용

순직 및
예우 등 지원

(신설)

순직공무원 등
신청
유족(소속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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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위험직무순직)
국가유공자 등
심의
신청, 예우지원
인사혁신처
유족 →
(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국가보훈처

관련 법률안

- 군인 재해보상법안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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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3. 26.

1268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
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
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
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4조)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
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
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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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부
담을 주는 업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나.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1)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2)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
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급여의 종류(안 제7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
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
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안 제8조 및 제12조)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
마.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32조)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이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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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
바.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3조)
1)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
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
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장애등급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의 7.8배에서 2.6배까지 지급하던 장애보상금을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
록 하고,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의 9배에서 3배까지를 기본금액으로, 전상은 그 금액의 2.5배로, 특
수직무공상은 그 금액의 1.88배로 지급금액을 높이도록 함.
사.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5조)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
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아. 사망보상금 급여수준 향상(안 제39조)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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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
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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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 재해보상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
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
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
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제4조에 따른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
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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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
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
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
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
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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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
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는 다른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
요한 경우 그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
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
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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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
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
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
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및 요양의 종결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
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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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年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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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
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
양비,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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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
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
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
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
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
나, 50퍼센트 미만(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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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
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 및 유족 중에 같
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각각 「군인연금
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
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
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일
경우의 금액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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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
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5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
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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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
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유족
일시금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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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
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
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3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
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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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상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
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
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
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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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
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
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재요양)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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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20
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
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23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
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
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
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제24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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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
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
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
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절 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
해가 된 경우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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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
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
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
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
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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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
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
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 제29조
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금액보다 적을 때
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된 차액에 상
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⑤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
금”이라 한다)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
라 한다)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금기금”이라 한다)에 반납하여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
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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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
인연금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
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유족에 해당하여
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이연
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상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
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
터 해당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
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군인연
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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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
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상이연
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상이연금의 분할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장애보상금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
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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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
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
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
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
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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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
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
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
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5조(순직유족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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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
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
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
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
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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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
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
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
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
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
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
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
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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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부조급여

제40조(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
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
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
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
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
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
로 하고,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 50 -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
자로서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그 질병ㆍ부상ㆍ장해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
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이거나 군인이었
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
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하
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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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ㆍ질병에 대
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질병ㆍ부상 또는 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ㆍ부상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ㆍ부상 또는 장해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
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
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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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軍務)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
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
부로부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외의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된 사
람

제3장 비용 부담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연금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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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
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 ①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이하 “재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
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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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사람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
만, 공무상요양비,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②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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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
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
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
양비,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1조(조사ㆍ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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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
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
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
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8
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
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
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심의를 위하여 각 군 참
모총장, 직할부대장 및 군 요양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 및 의무기
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
제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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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9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제54조(급여지급의 위임ㆍ위탁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
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처장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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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
35조 및 제3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2항(최저 보상기준 금액
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35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
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상이연금
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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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
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
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
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
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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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
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
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
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
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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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5호에 제7조제2호가목 및 제26조에 따른 상이
따른 상이연금
연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3호가목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3호나목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9호 및 제7조제3호다목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
제29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11호 및 제7조제3호라목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사망보상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12호에 제7조제2호나목 및 제33조에 따른 장애
따른 장애보상금
보상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13호 및 제7조제4호나목2) 및 제41조제1항에 따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른 가족사망조위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13호 및 제7조제4호나목1) 및 제41조제2항에 따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른 군인사망조위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14호에 제7조제4호가목 및 제40조에 따른 재난
따른 재해부조금
부조금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6조제16호에 제7조제1호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
따른 공무상요양비

양비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와 관
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가 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재
심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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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
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
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
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
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
다.
제10조(급여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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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
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
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9조제
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
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
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
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
항제1호(상이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
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
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상이유족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
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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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전에 지급 사
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
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
다)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
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
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요양비를 지
급받은 사람의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
인연금법」 제30조의10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
비를 지급받은 군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16
년 3월 30일 이후 신청한 재요양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제14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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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
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
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5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
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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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
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이 지
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을 “보수,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군인연금법」에”를 “「군인연금
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

- 67 -

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
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
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
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
해보상법」”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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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
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
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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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 재해보상 현실화
(제33조, 제35조, 제
39조)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소 계(a)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0

0

0

0

0

0

구 분

지출

◦부담금

수입

(제46조)

소 계(b)
총 비용(a-b)

* ’18년 재해보상현실화 비용은 총 18,143백만원 중 시행일(’18.10월 가정) 이후 해당 비용임

Ⅱ. 재정수반요인
◦ 재해보상 현실화
① 장애보상금 지급배수 상향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지급(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신설)
② 순직유족연금의 재직기간(20년 기준)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및 지
급률 상향(기존 35.75%

20년 미만

또는 42.25%

20년 이상

→ 43%로 통일)

③ 순직유족연금의 유족가산제 도입(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④ 사망보상금 지급률 상향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보상금 보상수준 현실화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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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현실화에 따른 비용은 최근 3년간(’14∼’16년) 장애등급별/
장애발생 원인별 인원의 평균을 근거로 하며, 병력 감축계획(연 평균 병
감소율 5.2%) 및 처우개선율(3%)을 적용하여 급여 소요액을 추계함
◦ 순직유족연금 보상수준 현실화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함
∙순직유족연금 현실화에 따른 비용은 최근 3년간(’14∼’16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 평균과 수급인원 1인당 평균 유족수(1인, 배우자)를 적용하여 추계함
◦ 사망보상금 보상수준 현실화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함
∙사망보상금 현실화에 따른 비용은 최근 3년간(’14∼’16년) 사망원인별
사망보상금 지급액과 사망원인별 지급률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장애보상금 현실화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처우개선율)
∙처우개선율 : 3% 가정
∙장애보상금 지급수준 개선
구 분

현 행
일반장애

장애등급

장애
장애
장애
장애

1급
2급
3급
4급

개인
기준소득월액 ×
등급별 배율

7.8배
5.2배
3.9배
2.6배

개선안
일반 장애
(1배)

특수직무 공상
(일반장애×1.88배)

전상
(일반장애×2.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등급별 배율

9배
6배
4.5배
3배

16.9배
11.3배
8.5배
5.6배

22.5배
15.0배
11.3배
7.5배

* 특수직무공상 : 비무장지대·접적지역에서 수색·정찰, 대테러·특수전술 임무수행 등

- 71 -

※ 비용추계 결과
- 장애등급별/장애발생 원인별 발생인원(兵+간부)
* 간부는 ‘특수직무공상’과 ‘전상’만 포함(2014∼2016년 평균: 특수직무공상6명, 전상: 0명)
(단위: 명)
구 분

계(1)

1급
2급
3급
4급
계

69
42
108
437
656

전상(2)
0
0
0
0
0

兵
특수직무
일반장애
공상(3)
1
68
1
41
2
106
7
430
11
645

간부
계
1
1
2
2
6

전상
0
0
0
0
0

특수직무
공상
1
1
2
2
6

(1) 2016년 결산 기준 장애등급별 연간 발생인원
(2) 장애등급별 발생인원 × 2014년 심신장애 전역자 중 전상자 비율(0.09%)
(3) 장애등급별 발생인원 × 2014년 심신장애 전역자 중 특수직무공상자 비율(1.52%)

- ’18년 기준 1인당 장애보상금액
(단위: 만 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전상
1억 1,819
7,880
5,907
3,940

특수직무공상
8,864
5,907
4,432
2,955

일반장애
4,728
3,152
2,364
1,576

* `17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10만 원) x 처우개선율(3.0%) x
장애등급별/원인별 배율

- ’18년 기준 예상 추가 비용(兵+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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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원)
개정 후 비용

현행 비용 (1)
(A)

구분

兵

(B)

兵
전

계
계

(2)

간부

소계
상

특수직무
공상

증감액

간부
전
일반장애

소계
상

특수직무
공상

(B-A)

1급

324,696

108,762

215,934

306,119

297,254

0

8,864

288,390

8,864

0

8,864

△18,577

2급

252,863

41,843

211,020

128,436

122,526

0

5,910

116,617

5,910

0

5,910

△124,427

3급

343,093

83,948

259,145

244,658

235,794

0

8,864

226,930

8,864

0

8,864

△98,435

4급

372,047

228,681

143,366

635,088

629,178

0

17,729

611,449

5,910

0

5,910

263,041

1,243,385

29,548

0

29,548

계

1,292,699 463,234

829,465 1,314,301 1,284,752

0

41,367

21,602

(1) 2016년 결산기준 장애등급별 지급액
(2) 인원: 2017년예상인원(2016년인원x 연평균兵감소율5.2%) x 5.2%(연평균兵감소율)
기준소득월액: 2017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처우개선율(3.0%)

◦ 순직유족연금 보상수준 현실화
∙연금 : 전년도 연금액 × (1+연금인상률)
∙연금인상률 : 3% 가정
∙순직유족연금 지급수준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

-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35.75%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
지급률
- 20년 이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유족가산*)
42.25%
*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 가산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 유족(배우자, 자녀 등)가산율 + 개정 후 지급률
* 유족 가산율 : 5%(기존 및 신규수급자 모두 배우자 1인 생존 가정)
※ 비용추계 결과
- 사망원인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 및 1인당 유족 수
(단위: 명)

구 분
인원수

(1)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
4,038

(2)

1인당 유족 수
1

(1) 2014∼2016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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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2016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의 1인당 유족 수의 평균

-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및 1인당 평균연금월액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률/금액

현 행
(본인기준소득
1인당
월액 대비)
(2)
평균연금월액
(1)
지급률
38%

136

개정 후
지급률(3)

1인당
평균연금월액(4)

48%

174
(+38만원)

(1) 2014∼2016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연금월액 비율의 평균
(2) 2014∼2016년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의 1인당 평균연금월액
(3) 개정 후 지급률 43% + 유족가산 5%(1인당 유족 수 1명)
(4) (현행 1인당 평균연금월액 136만원 ÷ 현행 지급률 38%) × 개정 후 지급률 48%

- ’18년 기준 추가 비용(1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현행 비용
(A)

(1)

(2)

개정 후 비용
(B)

금 액

660억 4,311

842억 6,498

증감액
(B-A)
182억 2,188
(+182억원)

(1)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4,038명) × 현행 1인당 평균연금월액(136만 원) × 12개월
(2) 순직유족연금 수급인원(4,038명) × 개정 후 1인당 평균연금월액(174만 원) × 12개월

◦ 사망보상금 보상수준 현실화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1+처우개선율)
∙처우개선율 : 3% 가정
∙사망보상금 지급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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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급률

개선 전
전사 : 57.7배

개선 후
전사 : 60배

('17년 기준 2억 9,427만원)

('17년 기준 3억 600만원, 증
1,173만원)

공무원
전체
특수직무순직 : 44.2배
기준소득월액 ('17년 기준 2억 2,542만원)
순직 : 23.4배
개인
('17년 기준 최소 1억 2,435만원)
기준소득월액

특수직무순직 : 45배
공무원
('17년 기준 2억 2,950만원,
전체
증 408만원)
기준소득월액
순직 : 24배
('17년 기준 1억 2,240만원,
감 195만원)

※ 비용추계 결과
- 사망원인별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

특수직무순직

순직

인 원

155

4

4

147

* 2014∼2016년 평균 사망원인별 사망보상금 지급인원

- 1인당 사망보상금 지급액
(단위 : 만원)

구

분

전사

특수직무순직

순직

배

율

60배

45배

24배

금

액

3억 1,518

2억 3,638

1억 2,607

* 2017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10만 원) x 처우개선율(3.0%)
x 순직원인별 배율

- ’18년 기준 추가 비용(1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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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비용(1)
(A)

개정 후 비용(2)
(B)

증감액
(B-A)

3,583(3)

3,726

143

6억 8,087

6억 9,319

1,232

순 직

122억 2,008

120억 1,340

△2억 668

계

129억 3,678

127억 4,385

△1억 9,293

전 사
특수직무순직

(1) 2014∼2016년 평균 사망원인별 사망보상금 지급액
(2) 현행 비용 × 사망보상금 지급률의 인상률
(3) ‘6·25전쟁 및 공비토벌 작전’ 이전 보상자는 개정법률 미적용

Ⅴ. 부대의견 : 없음

Ⅵ. 작성자
국방부
과
장
행정주사

군인연금과
최 정 희
허 태 범(02-748-6672, toeic850@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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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 중앙정부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4,585

17,905

17,268

16,821

16,123

72,702

△50

△205

△211

△217

△224

△907

4,535

17,700

17,057

16,604

15,899

71,795

ㅇ 일반회계
재해보상

(국방부)
ㅇ 일반회계

현실화

(보훈처)
□ 합

계

* 재해보상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여 국가보훈처의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함.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구 분

부담금 납부

재원 조달방식

국방부

전입금

(순직유족연금)
국방부

(일반회계 → 군인연금기금)

부담비율
100%

일반회계

일반회계

100%

일반회계

100%

(장애보상금)
국가보훈처
(사망보상금)

* 순직유족연금은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입되어 집행되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일반회계로 편성 및 집행함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와 협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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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자
국방부
과
장
행정주사

군인연금과
최 정 희
허 태 범(02-748-6672, toeic850@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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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2685

제

출 자 : 정

3. 26.
부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
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
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
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대상 조정(안 제16조제1항)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
수 대상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나.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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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2)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
년으로 함.
3)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현행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으
로 임용된 경우 외에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 재해보상법안」(의안
번호 제12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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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
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
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
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
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
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
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
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
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
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3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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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
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2장 복무기간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 83 -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年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임용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
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임용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
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임용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
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
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
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
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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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8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
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
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
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9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
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
(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8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
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2조에 따른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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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
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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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
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퇴역연금 및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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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
른다.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
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
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
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
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
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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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
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
야 한다.
제15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
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6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 89 -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
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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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3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
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
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
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

- 91 -

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
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9조에 따른 퇴직일시
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는 퇴역연금[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4조에 따
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
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2조에 따른 퇴역연금일
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
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
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퇴
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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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
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퇴직급여

제22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
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연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
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
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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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
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 복무연수

×

[

975
1,000

+

65
10,000 (복무연수-5) ]

기준소득월액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
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
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
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공제
속하는 달의

×

×

(

복무연수

975
1,000

+

65
10,000 ×

공제
)
복무연수

기준소득월액

제23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
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
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
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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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및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3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
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
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
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
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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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
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
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
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
여야 하며, 제2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
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연금 선청구 및 취
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제22조제1
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공제일
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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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사람의 배우자(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
(분할연금 선청구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
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
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
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
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97 -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
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
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
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
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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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
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
2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
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78
10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
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
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
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
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30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
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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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제22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행
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생존한 사
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
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행
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라 퇴
역연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액과 실제 받은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8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 및 퇴
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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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속인이 될 사람의 퇴직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
용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1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
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제32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
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
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
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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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
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
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
한다.
제35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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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
한다.
제36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7조(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
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외에 유족
연금특별부가금(이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
한다.
②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
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
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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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36

제4절 퇴직수당

제38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5절 급여의 제한

제3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
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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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
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
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역유족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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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역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역유족급
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역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
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
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
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
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부담

제4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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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3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
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
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
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
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
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제44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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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담금)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7조(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
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
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8조에 따른 군인연금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48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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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
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
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
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5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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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
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5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2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
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
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
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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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53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②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
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
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
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4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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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5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
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그 밖에 급여의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득
금액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
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
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6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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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31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3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9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제57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
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
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
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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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
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
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
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 114 -

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
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
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
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

제7조제1호가목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퇴역연금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 퇴역연금일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시금
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종전의 제6조제3호에 따른 퇴역연금공 제7조제1호다목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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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금
종전의 제6조제4호에 따른 퇴직일시금
종전의 제6조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1

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7조제1호라목 및 제29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퇴직일시금
제7조제2호가목 및 제31조의 개정규정

호에 따른 유족연금
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종전의 제6조제7호에 따른 유족연금부 제7조제2호나목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가금
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종전의 제6조제8호에 따른 유족연금특 제7조제2호다목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별부가금
에 따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종전의 제6조제9호에 따른 유족연금일 제7조제2호라목 및 제35조의 개정규정
시금
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종전의 제6조제10호에 따른 유족일시 제7조제2호마목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금
종전의 제6조제15호에 따른 퇴직수당

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
제7조제3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
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
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
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재심
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
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
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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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이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
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
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
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
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
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
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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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
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
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
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
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
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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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다.
제11조(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
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급여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
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
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
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
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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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
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
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
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
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
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
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
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
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
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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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
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
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
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
(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
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4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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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3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
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
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
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
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
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
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
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
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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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
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
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
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
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
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7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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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 「군인연금법」 제33조”를 “ 「군인연금법」
제39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 「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 「군인연금법」 제
21조의2”를 “ 「군인연금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 「군인연금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 「군인연금법」 제16조”를 “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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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
터 제4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
39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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