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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입니다.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관계자 및 전문가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월남 간의 삼각 무역을 통하여 무역수지가 증가
되고, 국내 외환보유고가 안정되었습니다. 참전군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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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전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차원의 특별 보상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건설적인 논의로 참전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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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연구
1)

최 용 호 박사(전 전쟁과 평화 연구소장)*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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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국제정치학박사, (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前) 전쟁과평화연구소장
국회의원 설 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11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Ⅰ. 서 론
“당시 소위(少尉)의 전투수당은 152달러였지만 32달러는 정부가 가져가고 120달러만
주었다. 그래도 국내 봉급까지 합치면 월수입은 7.6배로 향상됐다.”1)
이상의 내용은 1967년 육군소위로 파월, 중위로 귀국했으며, 베트남전쟁사 및 안보 관
련 연구 전문가로 신망이 높은 저명인사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
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파월장병이 참여하는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 영상 등에는 “정부
가 착복한 전투수당(전투급여금)을 반환하라!” 등의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국군의 베트남파병은 대한민국의 역사 즉 우리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 따라서 우리의 현대사를 베트남파병을 빼
놓은 채 논할 수는 없다. 베트남파병은 국민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난무했던 한일회담과
달리 파병 기간 내내 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표
현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
하는 데 기여했다.2) 따라서 국군의 베트남파병을 빼놓고 우리의 현대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처럼 우리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베트남 참전사와 관련한 참전 노병의
주장을 간단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베트남파병 반세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시
점에서 참전 노병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답하는 것은 참전 노병의 헌신에 보답하고 합당
한 예우를 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제는 장차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공할 교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간주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베트남파병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사회,
경제적 현상과 대미협상 경과, 이행 실태 등의 과정을 소상하게 분석해 파월장병의 주장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파월장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해외근무
1) 지만원, 『지만원 박사가 밝히는 월남전의 진실』 (서울: 시스템사회운동, 2002), p.13.: 지만원 박사의 저술을 통
해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초기까지도 대부분 파월장병이 전투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을 같은 수당으로 알고 있
었다. 그러나 전투수당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 일명
‘일당(Per Diem)’은 비전투요원을 포함해 해외파병 장병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으로 각각 다른 종의 수당이
다. 베트남파병 장병에게 해외근무수당만 지급했는데, 1965년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실제 전투임무를 수행했으
므로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투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2)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160~169.;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95~442.; 홍규덕, “베트남 참전
결정 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서울 : 백산서당, 1999),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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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전투수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2000년대 초기까지 파월장병조차도 혼동했던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을 급여
체계에 도입하는 배경과 대미협상 경과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장병의 해외근무수당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1963년 군인보수법에 명시한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배경과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과오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넷째, 현시점에서 전투수당 미지급의 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필자(筆者)는 파월장병의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과 관련한 네 가지 의문에 답하면서
가급적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의 논리에 의한
주장보다는 당시의 미국 정부와 주고받았던 객관적인 1차 사료와 국내의 사료를 이용하
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신뢰성 있는 2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자료를 활용해 스스
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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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트남파병 참전군인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과
대미협상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정변 초기부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베
트남파병을 추진했다. 첫 번째 조치로 5·16 직후 정일권을 주미 대사로 임명해 안보·경
제분야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려 했다. 정일권은 1961년 6월 30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필요하다면 양국의 공동목표를 위해 목숨의 희생
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간접적으로 베트남파병을 제안했다.3)
위와 같이 군사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베트남파병을 준비했다. 1963년 5월 제정한
군인보수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파병을 위해
준비한 군인보수법과 전투수당 지급규정, 베트남파병을 위한 대미협상과 파월장병의 처
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전투수당 지급 협상 과정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1. 군인보수법 제정과 전투수당 지급규정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에 의해 「군인보수법」을 제정했다.
제정된 법률에는 제정목적(제1조)으로부터 봉급(제7조), 가족수당(제13조), 주택수당(제
14조), 특별급여(제16조), 전투수당(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4)
전투수당과 관련한 당시 정부의 조치는 베트남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962년 5월 11일 심흥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군사사절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해 7월 22일 귀국할 때까지 3개월 동안 남베트남의 전역에서 당시 상황을 진단한 후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귀국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5)
이런 사실로 비추어볼 때 정부가 6·25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마무리한 지 10년 만에 전투
수당 지급을 군인보수법에 명시한 것은 베트남파병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서울: 광명출판사, 1996), pp. 462~467.;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원자료 소장처: JFK Library).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03, 2004, pp.1∼7.
5) 대한민국 군사사절단, “M-21 파견단 대월남정부 건의서(1962.8.15.)”(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 1962), 사
료철 자료번호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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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데 필요한 해외근무수당을
수당 항목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제정한 군인보수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조차도 마련
하지 않았다.6) 그것은 당시 정부가 각종 수당을 집행할 재정적 여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1963년 「군인보수법」 을 제정한 목적이 미국과 협상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2. 해외근무수당 제정과 의료지원단·태권도교관단 파병
1) 해외근무수당 제정 배경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의 검토뿐만 아니라 군사적으
로도 파병의 목적과 병력 규모, 운영 및 지원체제 등의 기본계획은 물론 현지에서 효과
적인 임무수행과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각종 지원활동 등 검토
요소들이 무수히 많다. 그중에는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에 파견될 군인에게 어떤 복지혜
택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층 깊게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1964년 9월, 국군 의료지원단과 태권도교관단을 베트남에 파병하기 직전까
지 우리나라는 해외에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평
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 실질적으로는 주한 미군사령부에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
에 당시 집권층은 군사력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군사령부에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병 역시 정부가 파병 인력만 준비하면 나머지 군사력 운영과 지원에 관한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다. 각종 수당 등 복지혜택 역시 당연히 미
국이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당시 집권층이 고려할 요소와
부담이 큰 군대의 해외파병을 자체의 능력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7)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지원단 파병에 착수한 것은 1964년 5월 9일, ‘베트남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존슨 미국 대통령의 서한(書翰)을 접수하면서부터였다.8) 당시
정부는 베트남의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파병 경험이 전혀 없었
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파병을 준비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6) 정부가 법률 제1338호 「군인보수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최초로 제정한 것은 1965년 1월 27일 대통령
령 제2045호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3항 전투수당 편에서 다시 제시한다.
7) 외교부 공개문서(2005.8.26.) 참조.

8) 국방부, 파월전사 제1권 (상)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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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7월 9일, 김종오 합참의장을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즈(Hemilton H. Howze) 대
장에게 보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다음날인 7월 10일, 국방부장관 명의로 의료지원
단 파견 동의를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전일 합동참모회의 의장 김종오 대장이 귀하를 방문해 협의한바 있는 증강된 1개 MASH와
태권도교관 10명의 파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략
∼ 이 부대를 귀하의 작전지휘 하로부터 해제하여 월남에 파견하는 데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9)
하우즈 대장은 7월 16일, 김성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답변
서를 보내 왔다.
미국 국방성은 이들 부대( 이동외과병원·태권도교관단)의 이동과 추후 계속될 운영을 위한
군수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은 군사원조계획 중 적절한 절차에 의거 MAP 계통을
통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될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군의 능력으로 제공할 수 없는 MASH TO/A에 수록된 본 사령부가 승인하는 편
제상 장비.
나. 운영 및 정비 보급품과 용역
다. 군 요원을 위한 급식 및 피복, 관계된 인원들에 대한 봉급, 출장비 및 일당, 또는 다
른 급여는 상기한 바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10)
대한민국 정부가 하우즈 대장에게 보낸 공한에는 ‘지휘권해제’ 외에 미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하우즈 대장의 답변에는 “장비와
군수지원을 제외한 장병 개인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원
할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파병 장병에게 지급할
봉급, 출장비와 일당 등의 급여를 포함하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계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자체예산으로 각개 장병
에게 지급할 해외근무수당 편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파
병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
실은 1963년 5월 1일, 베트남파병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 제1338
호 “군인보수법” 조문에 해외근무수당이 빠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11)
9)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603∼604.
10)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604.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03, 200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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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근무수당의 제정 근거 및 경과
1963년 5월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당시 언급조차 없었던 해외근무수당을 최초로 법
제화한 것은 이동외과병원 파병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에
“이동외과병원을 1964년 8월 말까지 (베트남을 향해) 출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통보했지만, 해외근무수당을 최초로 명시한 문서는 1964년 7월 23일 자 ‘파병동의안’
상정 문서였다.
이어 정부는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병동의안 심의에 착수한 날인 19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1895호로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제정하면서 1일
기준 대령 7달러, 이병 60센트로 명기한 해외근무수당은 최초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12)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요청내용을 설명했다.13) 그 과정에서 김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
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최초로 제정된 “해외근무수당 지급규정”이었다.
의원들의 보충질의 및 설명을 통해 김성은 장관은 해외근무수당의 편성기준을 밝혔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여건에 있던 타일랜드와 남베트남 군인들에게 적용
하고 있는 유사한 수당을 참고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의 설명에 대해 대부분 의원은 수당의 액수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근 의
원은 해외에 파견된 무관과 외교관의 예를 들어 군인들의 해외근무수당이 과도하게 높게
편성되어 있음을 따졌다. 그 후 토의가 이어지면서 다음의 표와 같이 상위직위자의 수당
은 높고, 하위직의 수당이 낮다는 상후하박(上厚下薄)의 문제가 다수의 의견이 됐다.
이어 “국군의 수당 등 비용 일체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하라!”는 의원들
의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그러잖아도 국군 파병경비 일체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했
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한국전쟁에 파병된 유엔군은 수당과 비용 모두를 각국의 부
담으로 참전했다.’라며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따라서 최초에는 더 많은 부대를 파
병하려 했으나 비용 관계로 인해 최소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해외근무수당이 고액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파병 대상이 군의관이며, 건군 이래
최초의 파병으로 우수한 인원을 파병해야 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현
재 편성된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함께 파병하는 의정장교와 보병장교는
12)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ᐨ03, 2004, pp.1∼8. 본문 부록#1 참조.
13) 정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을 최초로 심의한 것은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2차 회의였다. :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1964.7.28: http://www.assembly.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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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보다 더 낮은 액수의 수당을 검토했으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병 장병에게 편성된 수당 기준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대령은 금번 파병이 없으므로 삭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계급을 삭감하는 것은 어
렵다며 “국방부의 체면을 고려해 더 이상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원들의 질의 및 요구에 직면한 국방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대령과 중령
의 수당액을 삭감하고 대신에 하위직을 인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964년 9월 10일, 대
통령 제1930호로 같은 해 7월 28일 제정된 “해외수당 지급규정”의 일부를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지급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14)

<표 1> 개정 전·후 해외근무수당 계급별 지급액 비교(단위 : 달러)
구 분
최초
개정
차액(1일)

대령
7.00
6.50
ᐨ0.50

중령
6.50
6.00
ᐨ0.50

소령
5.50
5.50
0

대위
5.00
5.00
0

중위
4.50
4.50
0

소위
4.00
4.00
0

상사
2.50
2.50
0

중사
2.00
2.00
0

하사
1.50
1.50
0

병장
1.20
1.20
0

상병
일병
1.00 0.60
1.10 1.00
+0.10 +0.40

자료 : 대통령령 제1895호(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본문 부록#1 참조..

3) 해외근무수당의 제정 경과와 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1963년 5월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개념이 없었던 해외근
무수당 제정에 착수한 것은 1964년 5월 9일 미국 존슨 대통령의 남베트남 지원요청 서
한을 접수하면서부터였다. 국방부는 타일랜드, 남베트남 등 외국군의 수당지급 기준을
참고해 19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1895호를 제정해 국군 해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상후하박(上厚下薄)의 문제점을 일부 반영해 196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30호로
앞의 표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군의 해외근무수당 제정에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영향은 없
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제정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군
의 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했을 것이며, 주한 미군사령부 관계자의 자문이 있었을 개연성
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국군의 수당 제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군의 수당은 당시 한국과 경제적 수준 차이가 너무 현격했기 때문에 결코 참고할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인보수법 법령집, 2004), p.9. 본문 부록#1 참조.
15) 제44회 국회(1964), 국방위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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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도 유사했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
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근사치에 있던 타일랜드와 남베트남의 수당 기준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정된 해외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액은 하위직이 적다는 지적을 받
기도 했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었던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16)

3. 해외근무수당 지급 대미협상과 건설지원단 파병
1) 해외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응
1964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파병으로 의료지원단과 태권도교관단으로 140명
을 파병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능력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140명의 1년분 파병경비 3,900만 원이 전체국방비의 0.5%를 점유할 정도로 열악한 수
준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을 장기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파병예산이 정부의 발
목을 잡을 것은 뻔한 현상이었다.17)
이에 따라 국방부는 파병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한 미
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일당과 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도록 재차 요청했다.
“파병동의안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은 1964년도 파병경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
하더라도 파병의 장기화에 대비 1964년 12월 31일 이후 소요되는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일당과 수당 지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
침은 확고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하우즈 대장은 1964년 8월 5일, 김종
오 대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워싱턴 당국에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될 한국군의 봉급,
수당, 일당을 196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위치는 세계적 관습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봉급, 일당, 수
당은 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아가 귀국이 베트남공화
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진해서 원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18)
16) 제44회 국회(1964), 국방위 회의록 참조.
17)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원자료 소장처 : JFK Library).

18)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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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1964년 8월 4일 통킹만사건이 발생하고 8월 7일 미국 의회가 ‘통킹만결의안’을 통과
시켜 존슨 대통령에게 전쟁의 전권을 부여했다. 그때부터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었다.19) 베트남전쟁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 더욱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다.
미국은 1964년 12월 18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 대사를 박대통령
에게 보내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
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대통령은 김성은 국방장관을 불러 “예상했던 일인 만큼 신속히
부대를 편성해 파월을 준비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20)
박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와 건설지원단 파병을 위한 본격적
인 협상에 나섰다.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한국측 협상 대표인 김종오 합참의장이
주한 미군사령부를 방문해 하우즈 대장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
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될 일당 및 수당을 미국 정
부가 대신 부담해 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였다.
최종적으로 12월 22일, 김종오 합참의장이 하우즈 대장을 찾아가 미국 정부의 지원방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하우즈 대장은 12월 25일, 김종오 대장에게
실무각서(Aide Memoire)를 보내 왔다. 실무각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미국 정부
가 대한민국의 해외수당 관련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방침을 바꿔 “한국군의 일당을
미국이 부담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것이다.21)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실무각서(Aide Memoire): 1964.12.25
~앞부분 생략~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비용부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일당(Per Diem)
대령
중령
소령

$6.50
$6.00
$5.50

대위
중위
소위

$5.00
$4.50
$4.00

상사
중사
하사

$2.50
$2.00
$1.50

병장
상병
일병

$1.20
$1.10
$1.00

b. 현 한국군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당 지급(Supplemental subsistence above present
budgetary allowances) ∼ 이하 생략 ∼22)
19)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권(상), 1978, p.46.

20)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권(상), 1978, p.93.

21)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3, pp.119∼121.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ᐨ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12.25., pp.1∼2. 본문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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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협상이 진척되면서 건설지원단의 파병 규모가 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편성되었으며, 준위가 추가로 파병됨에 따라 두 계
급의 수당을 신설이 필요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1월 8일 자 서한을 통해 미국측
에 준장 10.00$, 준위 3.50$의 일당 책정을 요구했다.23)
대한민국 정부의 두 계급 일당(Per Diem) 신설 요구에 대해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즈
대장은 1965년 1월 11일 자 서한으로 준장 7.00$, 준위 3.50$로 통보했다. 그러나 대
한민국 정부가 요구한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24)
국방부는 건설지원단 파병을 위해 추가된 계급에 대한 해외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1965년 1월 27일 자 대통령령 제2045호로 군인보수법시행령을 제정하
고, 1965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25) 시행령에는 군인보수법(1963)에 명시
되지 않았던 병장∼이병까지 봉급액을 명시했으며, 각종 수당 지급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10달러, 준위 3.5달러의 해외수당을 추가했다.26)

3) 미국이 한국군 해외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하게 된 배경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완강했던 그들의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안보동맹국인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와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였다.”27)
라는 사실과 함께 베트남전쟁 격화로 병력의 지원이 다급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능력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140명의 1년분 파병경비 3,900만 원이 전체
국방비의 0.5%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지원
단 파병경비를 자체 감당해야 했다면 파병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28)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12.25, pp.38∼40;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61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12.25.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법령자료집, 2004, pp.11∼16.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법령자료집, 2004, pp.1∼16;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서울: 육군
중앙경리단, 1999), p.37.; 당시 시행령에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27)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도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타일랜드는 미국 정부가 파병비용을 부담했는
데, 두 국가는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에 따르는 돈과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76), pp.255∼256.
28)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원자료 소장처: JFK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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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대미협상
1) 미국의 일당(Per Diem) 1day, 1dollar 개념과 비밀유지 요청
한·미 양국은 건설지원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라고 합의했다. 한국군의 해외수당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
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회만 되면 해외수당의
인상, 또는 위험수당, 전투수당 등 또 다른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기왕에 합의한 한국군의 해외수당 지급마저도 그들의 의회에 알게
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명분을 만들
어내고자 했다.29)
그처럼 미국 정부는 한국군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의회의 견제, 다른 국가와의 형
평성의 문제 등에 따라 많은 신경을 썼다. 따라서 입장이 다른 양국 정부의 협상은 어려
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자료들은 해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 또는 전투수당
을 추가로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계속되면서 곤혹스러운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주월 한국군의 수당지불에 관한 실무각서(Aide Memoire) : 1965년 2월 13일 자
∼ 생략 ∼ 베트남에서 복무하고 있는 국제 군사원조부대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수당의 기준을 설
정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미군 당국은 계급에 구애됨 없이 1인당 1일 1달러가 개인의 1일 소요
를 충당하는데 적절한 액수임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액에 대해 동의하며 이 액수가 (베
트남에 파병한) 국제 군사원조부대 전체를 통한 기준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 이하생략 ∼30)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지도요원에 대한 해외수당 지급 동의 : 1965년 3월 8일 자
미국 정부는 1965년 3월 1일부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도요원에게 베트남에 새로 파견된
ROKᐨMAGᐨV요원과 같은 기준으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동외과병원
을 포함한 ROKᐨMAGᐨV 해외수당 지급절차에 관하여 근간 국방부 재정국과 더불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기타 국방부 당국자에게 전에도 시사했듯이 미국 정부는 해외수당 비용을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31)
29) 공군 대령 컨리드, “Dear Me. Lee”, 미 합동군사고문단, 1970.3.2.: 국방부, “비밀문서 보관유지에 관한 지
시”, 이제 960-9, 1970.3.7.
30)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620.

31)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p.621∼622. 본문 부록#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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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우려는 얼마 후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수당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후에 작성된 ‘브라운각서(서한)’의 문제는 1970년 2월, 상원(上
院) ‘안보협정 및 대외공약소위원회(일명 사이밍턴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파병 한국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용병(傭兵)이 아
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했으며, ‘한국군 용병론’의 계기가 되었다.32)

2)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전투수당 관련 협상 경과
한국군 파병이 의료지원단, 건설지원단, 전투부대 순으로 확대하면서 한국군의 요구도
점점 늘어났다.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워한 기록
은 곳곳에 남아 있다.
1965년이 되면서 미국은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이 매우 긴박했다. 주한 미군사령부 역
시 무리라고 여긴 대한민국 국방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Dwight E. Beachs)33) 대장은 1965년 7월 9일, 김성
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군 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군 베트남 파병안에 관련된 문제점 해결 동의 서한 : 1965. 7. 9
∼앞부분 생략∼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재정지원 전반에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전투수당,
전사사금(戰死賜金) 및 한국군이 필요한 베트남 원주민의 사용 등 특수한 문제점들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중략~
귀국군(貴國軍) 보수법 제17조에 전투수당은 각령에 따른 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중략~ 이 전투수당을 주월 한국군 인원들에
게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귀 정부가 내려야 할 일방적인 결정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하 생략 ∼34)
위와 같은 비치 대장의 서한(1965.7.9)을 통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에 제정한
군인보수법 제17조를 근거로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32) 1970년 2월 24일∼26일까지 한국군의 베트남파병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미 상원 ‘안보협정
및 대외공약소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사이밍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따 통상 ‘사이밍턴청문회’라고 부른다.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pp.19∼46. 본문 부록#7 참조
33)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이었던 비치(Dwight E. Beachs) 대장은 1965년 6월, 전임자인 하우즈
(Hamilton H. Howze) 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했으며, 1966년 8월까지 재임했다.
34)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p.6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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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른 파병 국가와의 형평성 및 자국 내의 반대세력을 의식해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의 협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중점은 한국군 현대화지원과 경제발전이었
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하는 장병의 처우와 복지문제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밀릴 수밖
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파병 장병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투수당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제9사단을 파병하는 전투부대 추가 파병협상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이 긴요했던 미국은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 대장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1966년 1월 18일, 미국 정부가 한국
에 제공할 전반적인 지원요소를 망라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성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
왔다. 그중 해외근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주한 미군사령관의 전투부대 증파 관련 공한 : 1966. 1. 18
∼ 앞부분 생략 ∼ 미국은 수송 관계, 파병군의 해외 유지, 비전투요원의 봉급과 해외수
당 등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위로금, 전상자의 보상금도 부담할 것입니
다. ∼ 이하 생략 ∼35)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전투병력 증파가 다급한 입장에 있는 미국 정부와 추가 파병협
상을 통해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국군 전체의 전력증강, 한국의 경제개발
을 위한 지원 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의 창
구를 확대해 주한 미군사령관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모든 요소를 새
롭게 검토하고자 했다.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9사단 파병을 위한 대미협
상은 이동원 외무부 장관을 책임자로 내세워 이제까지의 3차례에 걸친 파병협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양측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자 1966년 2월 23일, 양국의 협상 대표였던 이동원
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는 이제까지의 회담 결과를 기초로
‘한․미 합의의사록’을 작성해 서명했다. 그리고 브라운 대사가 합의의사록을 기초로 재정
리한 서한을 공식적인 문서 즉 ‘브라운각서(서한)(1966. 3. 4)’로 만들어 3월 7일, 대한
민국 정부에 보내 왔다.
브라운각서(서한)의 핵심 중점은 한국군 현대화지원과 한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다. 따라
서 참전군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배경에 따라
35)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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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한 전투수당 신설 등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양국은 병력의 다수를 점유하는 하사~이병의 수당을 26.7%(하사)~50%(병장) 인상하기
로 합의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팀은 전투수당 신설을 위한 협상을 계속했다. 파월 후반
기인 1969년에도 국방부는 베트남전쟁 참전국 정상회담 준비자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투수당 협상 소요제기 자료를 준비했다.
1.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 유지비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님.
2. 지난날 파월장병에게 지급되었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
여야 할 것임.
3.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을 기준 장병 공히 월 65달러(일당2불17센트)를 인상 지급
토록 하여야 할 것임.
4. 주월 미군은 장병 공히 월 65달러(일당2불17센트)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36)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
국이 한국군의 전투수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의 자체 재정으로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최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과 결정은 대한민국의 내부 결정임으로 자제의 예산을 염출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반된 견해는 파월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국군 전투수당은 지급하지 못한 채 베트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36) 국방부 내부문서 인근 252-358(1969.4.28.) 베트남전쟁 참전국 정상회담 준비자료의 일환으로 국방부 인사국
장이 합참 기획국장에게 보낸 문서. 본문 부록#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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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근무수당·전투수당 지급 논쟁과 검증 및 분석
1. 해외근무수당 관련 논쟁과 검증
1) 베트남 참전군인 해외근무수당 지급과정 검증
2004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하달한 특별한 명령이 있었다. “베트남 참전군
인에 지급해야 할 해외근무수당을 국가가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특별명령 이행을 위해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최용호 책임연구원을 조사책
임자로 임명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께
보고했다.
조사를 위해 먼저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였다. 파
악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미국이 지원한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전용했다.
둘째, 미국과 브라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다.
파월장병이 제기한 두 가지 쟁점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던 주장 즉 한국군
의 해외근무수당이 우방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지도 추가로 검증했다.

2) 검증#1: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우방국에 비해 낮은 액수였나?
건군 이후 해외근무수당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국방부가 해외근무수당을 최초
로 논의한 것은 1964년 5월 미국의 남베트남 지원요청을 접수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본 논문 제2장 2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료지원단 파병을 계획하면서 최초로 해외근무수당 지급규정을 대통령령
(제1895호, 1964.7.28.)으로 제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당시 의원 대부분은 고액
편성을 지적했다. 특히 계급별로 상후하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국방부는 계급별
기준액을 이미 공개해 수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령·중령은 삭감하고, 상병·일병은 증액
해

6달러50센트(대령)~1달러(일병)으로

1964.9.10.)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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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부의 해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근거로 대미협상에 나서 1965년 건설지
원단을 파병하면서 개정한 대통령령과 동일한 액수의 한국군 해외근무수당을 미국이 대
신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사례는 당시까지 전례가 없었으며, 특히 미국이 생각하
는 해외근무수당은 계급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1인당 1일 1달러 즉 1day, 1dollar였
다. 미국이 전례와 기본개념을 넘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당시 미국의 입장이 그
만큼 다급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해외근무수당 관련 협상은 대한민국에 이어 베트남에 파병하는 타
일랜드, 필리핀과 협상에 선례가 됐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군의 파병도 있었지만
두 국가는 미국의 지원 없이 자국의 예산으로 해외근무수당을 편성하였다.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미국이 지원한 필리핀, 타일랜드군의 해외근무수당을 국군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일부 계급에서 필리핀은 약간 낮고, 타일랜드군은 약간 높다.

<표 2>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필리핀·타일랜드군의 해외근무수당 비교(단위 : 달러)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병장

상병

일병

한국군

6.50

6.00

5.50

5.00

4.50

4.00

2.50

2.00

1.80

1.50

1.35

필리핀

6.00

6.00

5.50

5.00

4.50

4.00

2.50

1.50

1.20

1.10

1.10

타이군

8.50

7.00

5.50

5.00

4.50

4.00

2.50

2.50

2.00

1.90

1.25

자료 : 국회 도서관 입법자료실(사이밍턴 청문록, 1971), pp. 76∼84 ;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7.; 국방부 인사국(인근252ᐨ358 : 1969.4.29), “파월장병 처우개선”.

이상과 같은 검증 결과로 볼 때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이 우방국에게 지원한 해외근무
수당의 기준액은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액이 세계적인 기준이 됐다. 그 기준액은 당시 여
건으로 볼 때 상당한 고액이었다. 이 글의 첫 문장으로 제시한 인용문 “당시 소위의 전투
수당은 152달러였지만 32달러는 정부가 가져가고 120달러만 주었다. 그래도 국내 봉급
까지 합치면 월수입은 7.6배로 향상됐다.”37)와 같이 장교의 경우에도 국내 봉급과 비교
해 7배 이상이었다. 병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한국군이 우방국에 비해 턱
없이 낮은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가짜뉴스다.

3) 검증#2: 정부는 미국이 지급한 참전군인의 해외근무수당을 전용했나?
해외근무수당을 전용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적게 지급
37) 지만원, 『지만원 박사가 밝히는 월남전의 진실』 (서울: 시스템사회운동, 200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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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차액을 전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파병 기간, 병력, 또는 계급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기준액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한 기
준액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기준액 책정 과정은 최초 배경부터 그 과정을 제2장 2항
부터 4항까지 소상하게 밝혔다. 미국측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핵심적인 증거다.
보다 확실한 검증이 있었다. 앞서 제2장 4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측은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선례가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립한 원
칙 1day, 1dollar에도 벗어나는 것이기에 미국 의회에 알려지면 심한 추궁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970년 2월 일명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3일 동
안에 걸쳐 강도 높은 추궁을 받은 것이다.
그때 미국 정부는 그들이 지원한 해외근무수당 기준을 비롯한 관련 자료 일체를 의회
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한 해외근무수당 지원액, 총액 등이 소상하게
공개되면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일부에서 그때 일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면계약 등등을 제기하는 것은 편의적인 해석이다.
둘째는 파병 기간, 병력, 또는 계급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파병 병력의 규모는 미국
과 합의에 근거한다. 이어 국회 의결, 언론 공개, 베트남 현지에서 확인 등의 절차에 따
라 거의 투명하게 공개한다. 계급구조 역시 병력 규모와 편제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 조정할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파병 기간과 수당
지급 기간 산출은 각개 장병이 한국에서 베트남을 향해 출발한 당일부터 한국의 공항 및
항구에 도착하는 날까지로 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 또한, 1966년 2월 8일부터는
베트남 출장자에 대해서도 파병된 장병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
도록 합의했다.38)
한국군 차원에서 임의조정이 가능한 분야는 하위직위 장병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병
을 모두 일병으로, 또는 조기 진급제도를 활용해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군 각급
부대는 이런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한 해외근무수당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은 많다. 당시 베트남파병과 관련해 미국이 지원하
는 모든 예산은 주한 미군사령부가 관리했다. 따라서 국방부 재정국은 주한 미군사령부
군사고문단과 월 단위로 해외근무수당의 청구 및 결산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해외근무수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Joserh W. Scavlan Colonel, USAF Comptroller, “Letter : Dear General
Hwang”, 8 Feburary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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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신청 및 자금수령, 지급 및 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 해외근무수당 지급 및 결산 절차
1.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매월 10일까지 수당지급에 필요한 일보(계급별 병력현황)를 국방부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2. 총무과장은 수당을 당월 12일까지 국방부 재정국장에게 청구한다.
3. 재정국장은 접수한 수당지급 소요자금을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에게 당월 14일까지 신청한다.
4. 재정국장은 당월 15일까지 수당지급 소요자금 수령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한다.
5. 총무과장은 당월 17일까지 수당지급 소요자금을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주한 미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부
터 수령한다.
6. 총무과장은 매월 18일까지 주월 한국군군사원조단장(한국군사령관)에게 수당을 송금하고, 매월 25일 기
준으로 각개 장병에게 지급하게 한다.
7. 한국군군사원조단장은 수당지급 명세서를 증빙서류 첨부 익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총무과장)에게 보고
한다.
8. 총무과장은 한국군군사원조단에 지출된 경리내역과 수당지급 명세서를 익월 25일까지 재정국장에게 보
고한다.
9. 재정국장은 익월 말까지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주한 미군사령부 관리부장)과 지급된수당과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39)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철, 본문 부록#5, #6 참조.

지급기준과 절차에 의해 베트남파병 기간 동안 한국군(출장자 포함)의 해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총액 및 연도별 금액, 본국 송금액과 현지소비액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4> 해외근무수당지급 및 송금현황(단위 : 1,000달러)
연도별

수당지급액

본국송금액 (%)

현지소비액 (%)

총 계

235,568.4

195,110.8(82.8)

40,839.0 (17.3)

1965

3,059.1

1,797.3 (58.8)

1,261.8 (41.2)

1966

19,757.6

14,882.2 (75.3)

4,875.4 (24.7)

1967

33,906.8

27,689.2 (81.7)

6,217.6 (18.3)

1968

36,599.5

29,409.8 (80.4)

7,189.7 (19.6)

1969

36,982.7

31,625.8 (85.5)

5,356.9 (14.5)

1970

36,128.6

29,372.9 (81.3)

6,755.7 (18.7)

1971

35,668.0

30,294.6 (84.9)

5,373.4 (15.1)

1972

29,519.2

25,710.7 (87.0)

3,808.5 (13.0)

1973

3,946.9

4,328.3 (109.6)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본문 부록#6 참조.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본 팜프렛 부록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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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와 같이 2억3천만 달러를 넘는 금액이 해외근무수당으로 장병에게 지급됐으며,
그중 2억 달러에 가까운 외화가 국내에 송금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소비한
금액도 대부분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사용됐
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수당 송금액은 원화로 교환되어 각개 장병의 가정에는 송금됨으로써 궁핍했던 가
정경제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국가경제를 역동적으로 바꾸는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송금액 전액이 장병의 가정에 지급했지만,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낸 3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의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
분했다. 따라서 정부는 베트남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입된 외화를 활용해 경부고속도로 건
설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
의 그 기반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파월장병의 송금으로 국내에 유입된 달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 등으로 사용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개 장병들의 가정에는 원화로 교환된 송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외수당은 1개월 단위로 일보에 의해 신청되고, 한․미 합동군사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4) 검증#3: 브라운각서 합의 시 이면계약이 있었나.?
브라운각서(서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격을 뛰어넘는 미국의 파격적
인 지원은 건설지원단 파병, 맹호·청룡부대 파병을 거치면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대
한민국 정부는 그것으로 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1966년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앞두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 낼 것을 최대한 얻어내자는 방침을 수립했다.
그 중심에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있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투병력 추가
파병과 관련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40) 이전까지 파병협상은 국방부장관과 미군사령
관 채널, 즉 군부라인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파병 관련 협상을
주관하게 되면서 군부 중심 협상이 정부 차원의 협상으로 격상된 셈이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파병협상을 주관하면서 파병을 명분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지원요구는 국가적 차원의 요구로 확대했다. 과거 군부 라인의 요구 즉 주
한 미군 계속 주둔 등 안보의 문제, 파병 장병의 복지와 처우, 현지 작전 지원의 문제에
더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요구가 추가된 것이다.
40)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서울: 고려원, 199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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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스크 국무장관으로부터 추가 파병 요청을 접수한 이동원 장관은 맹호·청룡부
대 파병 시 미국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선(先) 약속이행, 후(後) 파병을 제안했
다. 러스크 장관은 사태의 시급성을 들어, 선 파병, 후 약속이행을 제안했지만, 이장관의
강력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미국은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연이
어 청와대에 파견에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동원 장관은 미국의 약속을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선례가 없다며
강력히 저항했지만, 이장관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1966년 1월 25일 한·미 합의
의사록을 작성해 서명했다. 이이어 주한 미 대사 브라운(Winthrop G. Brown)이 서한
형식의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 1966.3.4.)’를 만들어 보내왔다.
브라운각서의 교부는 외교 관례상 파격적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1970년 2월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호된 추궁을 당한 사실은 앞서 설명과 같다. 이상과 같은
브라운각서 수교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면계약의 이야기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가 전후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면계약이 있
었다면 사이밍턴 청문회가 그대로 지나칠 리 없다. 따라서 이면계약 운운하는 주장은 명
백한 가짜뉴스다.

5) 검증 결과보고(노무현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앞서 제시한 3가지 검증내용, “첫째, 파월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우방국에 비해 낮
은 액수였나?, 둘째, 정부는 미국이 지원한 참전군인의 해외근무수당을 전용했나? 셋째,
브라운각서 합의 시 이면계약이 있었나?”에 대해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접수
한 것은 2004년 말이었다.
국방부의 조사책임자로 임명 후 조사에 착수해 2005년 4월 5일 청와대 여민3관 2층
회의실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의 주관하에 보고회를 가졌다. 국방부에서 전재국 정책실장
이 배석했다. 1차 보고 후 문재인 수석은 보고내용은 잘 알겠는데, 관련 문서를 일반 국
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시 보고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관련 문서 공개 검토지시에 따라 외교부와 합동으로 공개 가능한 문서 목록을 검토해
3월 후인 7월 1일 근거자료 위주로 1차 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2차 보고했다. 회의에서
“가급적 많은 문서를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
아 국방·외교부 합동으로 정밀검토를 거쳐 2005년 을지연습 기간 중에 브라운각서와 관
련한 대부분 문서를 공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논문으로 집필해 발표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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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투수당 논쟁과 분석
1) 2000년 초기 전투수당 인식과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조치
파월 한국군의 수당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 즉 “베트남 참전
군인에 지급해야 할 해외근무수당을 국가가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해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전투수당은 보고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파월장병 대부분이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의 차이점을 구
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종류의 수당이 각각 다른 수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글의 첫 문장에서 인용한 지만원 박사의 주장 즉 “당시 소위의 전투수당은 152달러였지
만 32달러는 정부가 가져가고 120달러만 주었다. 그래도 국내 봉급까지 합치면 월수입
은 7.6배로 향상됐다.”42)에서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베트남전쟁사 전문가인 지만원 박
사가 그 주장을 소책자로 발행한 2002년 7월이었다.
필자 역시 2000년 초기쯤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소 상급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멀지 않은 시기에 파월장병
의 전투수당 문제 제기가 있을 것임으로 이번 기회에 해외근무수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투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상급자의 지침에 따라 묵살되고 말았다.43)
결과적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게는 “정부가 파월장병의 해외근무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단 한 푼도 전용함 없이 100% 참전 장병에게
지급했다.”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전투수당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미국과 협상 순위에서
밀렸고, 국내의 재정으로는 지급능력이 부족했고, 현재도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라
는 내용은 필자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입 밖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 내용은 국방부 내부
토론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었다.

2)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적 모순
2014년 발의, 파월장병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에 발의한 「월남전 참
41)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해외근무수당 연구”, 『군사 제58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31~76.
42) 지만원, 『지만원 박사가 밝히는 월남전의 진실』 (서울: 시스템사회운동, 2002), p.13.
43)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훈, “수당 착복은 없었다”(노무현 대통령 특명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조사 주관)
『월간조선 2021년 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2021), pp.418~435.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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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인의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201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에 열린 제33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 의원(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황
교안 국무총리(박근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표 5> 이언주 의원 질문과 황교안 총리 답변 내용(일부 요약정리)
이언주 의원(이하 이의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황교안 총리(이하 황총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에게 전투급여를 지급
해 노후 생활 안정과 명예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의원: 그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황총리: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수당 (지
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있었다.
이의원: 군인보수법 제17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황총리: 그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의원: 월남전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투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신거냐?
황총리: 법제처가 법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했고, 국방부는 그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의원: 그건 위헌이며,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황총리: 2년 반 이전에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해석에 따라 다른 법을 만들고, 다른 체제가
만들어져 버렸다.
이의원: 국외 참전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다. 당시 전시 복무규정 적용에 관한 근거가 있음에도 군인보
수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다.
황총리: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잘 예우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자료 : 제337회(제8차)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2015.10.15.) 요약 정리..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을 정부를 대표하는 답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핵심은
입법부작위 문제, 군인보수법 17조 해석의 문제, 협상의 우선순위 등 세 가지다.
첫째는 입법부작위, 또는 3권분립의 원칙 위배다. 1963년 5월 군인보수법을 제정했으
면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었다 하
더라도(1965.1.27.) 법령에 명시한 시행령에 전투수당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은 시행할
의지가 없거나 시행을 기피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취재기자와 인터뷰에서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시행령은 전시관계법
령에 따라 비문으로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행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
리령으로 발령된다. 법원도 전투수당과 관련된 소송 당시 이를 참고해 판단했기에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44)
44) 이경훈, “수당 착복은 없었다”(노무현 대통령 특명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조사 주관) 『월간조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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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증언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제17조와 연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여러 차례 제정했다. 대통령령 제1895호(1964.7.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
무수당 지급규정과 대통령령 제1930호(1964.9.10.) 같은 제목 개정안, 대통령령 제
2045호(1965.1.27.) 군인보수법시행령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포함하지 않았던 해외근무수당에 관해서
는 별표까지 첨부해 계급별 구체적인 액수까지 상세하게 명시했다. 반면 군인보수법 제
17조에 포함한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과 같이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비문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에 비문으로 규
정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비문은 군인보수법 제
17조와 연계할 수 없으며, 입법부작위 또는 3권분립 원칙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
는 것이다.
둘째, 군인보수법 제17조의 해석으로 “베트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제
처의 법령 해석이다. 그런 해석이라면 당시 전시규정을 적용한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
다.
파월장병의 전시규정 적용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65년 1월 30일, 국회 제
47회 제11자 본회의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은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파
월 전투 기간을 전시 복무 적용 특혜 의결”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발송했다.45)
박대통령은 본회의의 전시 복무 적용 건의에 대해
①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과 장교 임시진급에 관해서는 「군인 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②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③ 그 파견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
용토록 하였음으로 이를 회신합니다.
라고 응신했는데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으며,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보수
법 등 10여 개 법률에서 전시 관련 내용을 적용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46)
물론 “국내의 전시규정만 유효하며, 해외의 전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2021), pp.418~435.
45) 본문 부록#8, 파월장병에게 전시 복무규정 적용 대통령 응신 공문, 적용 사례 참조.
46) 본문 부록#8, 파월장병에게 전시 복무규정 적용 대통령 응신 공문, 적용 사례 참조.
34 | 국회의원 설 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주제 1 _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연구

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이언주 의원의 지적과 같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의 요소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투수당은 일종의 위험수당이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 대한 보상이다.
베트남전쟁도 6·25전쟁도 참전군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 목숨을 담
보로 전투에 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전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해외의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는 말아야 할까? 아니면 국내에서 싸우는 목숨값과 해외에서 싸우는 목숨값이 다른 것일
까? 의 평등권 문제다.
셋째는 정부는 군인보수법 제17조를 근거로 미국측에 한국군의 전투수당을 대신 지급
해달라는 협상을 끈질기게 계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의 파병 협상도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개념이었다. 주한 미군사령부 역시 무리라고 여긴 국방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위기서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Dwight E. Beachs)47) 대장은
1965년 7월 9일,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군 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귀국군(貴國軍) 보수법 제17조에 전투수당은 각령에 의한 지급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중략~ 이 전투수당을 주월 한국군 인원들에
게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귀 정부가 내려야 할 일방적인 결정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하 생략 ∼48)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보수법 제17조를 근거로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른 파
병 국가와의 형평성, 자국 내의 반대세력을 의식해야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전투수당 지급 요구는 1969년까지 계속됐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수당 지급 논리는 미
국과 협상할 때는 정부의 주장이지만, 같은 근거에 대한 파월장병의 주장에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논리적인 모순인 셈이다.
47)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이었던 비치(Dwight E. Beachs) 대장은 1965년 6월, 전임자인 하우즈
(Hamilton H. Howze) 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했으며, 1966년 8월까지 재임했다.

48)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p.6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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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파병의 기여도와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군대는 전쟁에 대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위해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
부를 수립한 후 국군이 겪은 전쟁은 몇 차례일까?
두 차례다.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겪은 6·25전쟁,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한 32만 명의 장병이 겪은 전쟁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겪은
전쟁은 전쟁이고, 해외에서 겪은 전쟁은 전쟁이 아닌가? 당시 정부는 파병 국회에 제출
한 파병 동의요청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유월남에 대한 공산주의 위협은 동남아 자유진영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대공(對共)방위력을 강화해 월남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反共) 보루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6․25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자유우방의 집단방위노력에 보답
하고자 한다.49)
베트남파병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6·25전쟁
당시 자유우방의 집단방위 노력에 보답하기 위함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전쟁은 전쟁을 겪은 당사자에는 차이가 없는 동일한 전쟁이다. 그 전쟁에 차이를
둔다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베트남파병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친 국군의 베트남파병은 국방 및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3공화국 정
부는 국군의 파병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안보동맹관계를 상
호협상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의 원조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미국의 지원과 전쟁특수가 아니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거액의 외화는 국가발전을 위한 원
49)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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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사회발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유입된 외화는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로 10억 달러 내외, 미국 정부가 파병된 장병에게 지급한 수당, 대한
(對韓) 물자구매, 기타 경비 등으로 10억 달러 내외, 베트남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제활
동으로 10억 달러 내외, 각종 차관(借款) 등과 함께 직·간접적 유입 효과로 20억 달러
내외 등 총 5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와 핍박을 당한 후 받았던 ‘대일청구권자
금’이 8억(무상원조 3억, 재정차관 2억,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과 1963
년 수출 총액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9천만 달러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50억 달러’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파병의 보다 큰 효과는 어려운 시기에 국내에 유입된 외화의 효과였다. 당
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파병과 관련한 외화의 국내유입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을 활
용해 차후 중동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베트남파병이 직․간접적
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베트남파병
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데 이의 제기하는
연구는 확인하지 못했다.50)

2. 참전군인의 복지보다 국익의 확산에 중점을 둔 파병협상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
는 것과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국군의 베트남파병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다.51)
바꾸어 말하면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파병은 미국의 도움을 얻어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
련하고,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대미협상 중점은 주한 미
군 2개 사단의 계속 주둔, 한국군 장비 현대화 등의 안보지원과 수출증진, 기술협조, 경
제차관 도입 등의 국가경제발전 지원이었다. 파월장병의 처우개선이 국가안보, 경제발전
50)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160~169.;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95~442.; 홍규덕, “베트남 참
전 결정 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서울 : 백산서당, 1999),
pp.75∼90.
51)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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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후 순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52)
그 시기 정부도 파월장병의 안전, 처우와 복지를 국가안보, 경제발전에 우선하는 협상
과제로 선정할 수도 있었다. 그 경우 미국에 국군현대화 지원, 경제개발 차관 지원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장병의 전투수당 지급을 관철하려 했다면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협상이 시급했던 정부는 파월장병의 전투수당 관철을 위해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 지원요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뿐만 아니라 각개 장병에게 지급한 해외수당은 80% 정도가 국내로 송금, 원화로 교
환 후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됐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게 획득한 외화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을 위한 재원이 되었
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3.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미래를 위한 자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예우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따라 1차
로 참전용사의 노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부
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효과다.
국가안보는 정치와 경제를 뛰어넘는 국가의 근간이다. 국가안보가 국내정치에 의해 흔
들리거나 희미해진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에 관한 문
제만큼은 정부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 강대국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한 정부에서 시작되며 이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안보의식 함양과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주입식, 단발성 행사 위주의 안보교육은 국민
대중의 안보의식 함양과 성과보다는 거부감이 크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에서 주입식의 일방적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제는 안보교육의 접근방식을 바꾸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청소년
스스로 주변에서 보고 터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주변의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명예선양 예우 조치를 지켜보면서 스스로 자신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겠다
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파월장병을 위
한 보상특별법 제정은 파월장병보다 백년대계를 위한 신세대 청소년의 안보의식 함양에
52) 국방부, 『국방조약집(제1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26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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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4. 반세기 전 사례 현실 적용 어려움 고려 보상특별법 제정 필요
1975년 4월 30일,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대
한민국이 국군 연인원 32만여 명을 8년 6개월 동안이나 파병해 지원했던 남베트남이 지
도상에서 사라졌다. 그와 함께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만여 명, 고엽제 환자 등 전쟁
질환자 10만여 명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국군의 파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럽
게 잊히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쟁사와 국군의 해외파병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조차도 흘러간 역사와 함께
묻혀 버렸다. 그로 인해 많은 과제를 규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면서 정
부와 국민 사이에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
로 파병의 명분과 참전용사의 예우,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피해 등의 문제다.
최초 파병의 명분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이었다. 그 후 1998년 베트남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를 언
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세 분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파병의 명분에 변화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파병의 명분은 명분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세분 대
통령의 유감 표명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한·베트남 국가 우호를 위함
이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룰이고 현실이다.
설령 파병의 명분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간의 문제일 뿐 국가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참전한 군인의 명분은 변화가 없다. 군인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다만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피해에 대해서
는 불가피한 피해와 고의성이 있는 피해로 구분해 합리적인 조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 많은 참전용사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들의 명예선양
과 예우를 위한 조치는 시급하다. 특히 전사자의 공훈록 편찬과 함께 생존자의 복지 차
원의 조치들이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전투수당 문제
를 시급하게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정치적인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교육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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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대한민국의 국군은 건국 이후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겪은 6·25전쟁,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한 32만 명의 장병
이 겪은 전쟁이다.
6·26전쟁을 자유 우방국의 참전과 지원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
주의 확산과 북한의 남침을 예방하고, 6·25전쟁을 지원한 우방의 성원에 보답한다는 명
분을 앞세워 베트남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현실적으로는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경제발전, 정권의 정통성 획득이라는 국가전략적 차원의 목적도 있었다.
국군의 베트남 참전으로 박정희 정부는 명분상의 목적 추구와 함께 현실적인 국가이익
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 특수와 획득한 외화를 원동
력으로 삼아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1975년
4월 30일 대한민국이 도왔던 남베트남 정부가 패망하면서 명분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
으나 국제정치의 현상으로 덮고 지나갈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 이후 50년의 되면서 당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룩한 대
한민국 현대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당사자인 참전군인은 국민의 뜻
을 모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참전 장병조차도 혼동해 덮어 두었던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와 참전용사 모두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조치에 동의한다.
둘째, 당시 정부는 참전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주력했지만, 국
가안보, 경제발전을 위주로 협상한 결과 전투수당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전투수당 미지급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논리보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오늘의 시점에서 반세기 전에 발생한 해묵은 과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해소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자산으로 투자한 예산 이상의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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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근무수당 제정 대통령령 1895호, 개정 1930호
2. 건군 이후 최초의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2045호(1965.1.27.)
3. 건설지원단 파병 협상에서 미국과 최초로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지급
(하우즈 대장이 김성은 대장에게 보내는 서한)
4. 미국측에서 해외근무수당 지원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미 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장이 국방부 재정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5. 국방부 재정국-미 합동군사고문단, 해외근무수당 결산 사례(1066년 6월)
(국방부 재정국장이 미 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장에게 보내는 결산서)
6. 한·미 양해각서 및 수당 지급 총액 최종 결산(1975년 5월)
(국방부 재정국장-미 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장)
7. 미 상원 사이밍턴청문회 한국군 지원 내역 검증(1970.2.24.~26)
8. 파월장병에게 전시 복무규정 적용 대통령 응신 공문, 적용 사례
9. 1969년 전투수당 지급건의 국방부 내부문서
(참전국 정상회담 회의자료)

국회의원 설 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41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부록#1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근무수당 제정 대통령령 1895호, 개정 1930호

부록#2 건군 이후 최초의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2045호(19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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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건설지원단 파병 협상에서 미국과 최초로 합의한 해외근무수당 지급

부록#4 미국측에서 해외근무수당 지원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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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국방부 재정국-미 합동군사고문단, 해외근무수당 결산 사례(196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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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한·미 양해각서 및 수당 지급 총액 최종결산(197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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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미 상원 사이밍턴청문회 한국군 지원 내역 검증(197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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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파월장병에게 전시 복무규정 적용 대통령 응신 공문, 적용 사례

부록#9 1969년 전투수당 지급 건의 국방부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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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6·25가 끝나고 완전하게 복구도 되기 전인 1964년에 대한민국은 월남에 이동외과 병
원에 장병 파견을 시작으로 비둘기부대, 백구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십자
성부대, 은마부대를 파병해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국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1973년 완전 철수하기 전까지 8년 8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호주, 뉴질랜
드, 태국, 필리핀, 타이완, 스페인 등 8개국이 참전해서 월맹과 전투를 하였다. 그결과,
연합군 64,201명이 전사·사망하였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32만여명의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5,099명이 전사·사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참
전과 함께 성공적인 경제개발 추진으로 단숨에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오늘날의 풍요와
부를 누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참전했던 참전장병들은 오직 국가의 부름에 따라 월남으로 파병을 가서 정글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전투를 하면서 23,000명의
무공수훈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미국 훈장 수훈자도 266명에 이른다. 이렇게 전장에서
누린 화려한 영광과는 달리 월남전 이후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장병들은 트라우마를 겪
어야 했으며 당시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월남참전자는 타 보훈
대상자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참전
자들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
었다는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조국이 최빈국의 위치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부러운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우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57년 전에 이국땅에서 싸운 월남참전자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월남참전자
의 노고에 답변할 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전투하면서도 여러 가지 원
인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전투수당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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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 때 받지 못했던 전투수당을 찾아주기 위해 서로가 힘을 합쳐
연대해 나가야 한다. 즉 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
대적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선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동의대사건 희생자들은 보상법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된 월남참전자의 전투근무
수당을 선행된 보상법 제정 사례연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하루 속히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국가차원의 특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월남참전유공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
종 통계자료, 문헌자료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보훈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선
행연구, 월남전 참전결과, 타 보상특별법 사례연구, 월남 참전자 보상특별법(안) 제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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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훈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고찰
가.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
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
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동조 제2호),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동조 제3호),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
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동조 제4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검색일: 18.11.15)

<그림 1> 사회보장 체계도

여기에서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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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기여, 소
득·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입자들이 지불한 기여금에 의한 소
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인 ‘사회보험’과는 구별되며, ‘공공부조’가 사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인 반면,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빈곤
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일반적으
로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8호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표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내용

사회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응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지급대상

보편주의

선별주의

적용원리

비례원리에 따른 형평주의

무차별 평등주의

자격요건

기여금의 납부

소득 및 자산조사

재원

보험료 및 국고

일반조세

급여수준

사회적 적정성

최저생활 보장

수급권의 성격

강한 권리성

희박한 권리성

나. 보훈보상제도
1) 보훈보상제도 이론적 측면
보훈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
하여 행하는 보답행위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하
기 위한 활동으로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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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보상이론은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바를 국가가 보상할 의무
가 있다고 하여 개인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보상방식
으로서 금전적 보상을 강조한다.
예우보상론은 개인의 국가를 위한 공헌 및 희생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
하거나 보상의 형태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정신적·상징적 보상을 우선시하여 국가보훈
의 정신적, 가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국가공훈이론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개인에게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국가의 존립 혹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에서 개인이 공을 세운 경우, 그에 대해 국가가
상금 및 훈장을 수여하는 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
공공선이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줌으로써 국민의 애
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형평성이론은 희생을 입은 개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제도
보훈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는 법률 16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 16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타 법령에 의해 예우법 적용 대상자와 기타 대상자가 있다. 1952년 ‘전
몰군경과 상이군경 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공포한 이
후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제정·공포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 결과, 보상금 수준 향상 등 보상금 지급제도가 정착되
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상금 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지칭한다. 수당은 특별공훈, 연령, 생활여건, 경제사정 등
을 감안한 부가적 급여를 의미한다. 수당에는 보상금의 부가적 성격의 수당 7종과 독자
적 성격의 수당 6종이 지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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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훈대상자 지급 수당 종류
구 분
간호수당

1～2급 중 중상이자의 개호비용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중상이부가수당

1급(1～3항) 보상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
소득 가구에 지급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보상금수급자

고령수당

60세 이상 보상금 수급자

전상수당

전쟁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2명 이상 사망수당

보상금 수급자로 2인 이상 자녀 등 사망한 경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1954.10.25. 이전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자의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
보상금을 받고 있는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고
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로서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법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무의탁수당

상이군경(5～7급) 및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고령으로 의탁할
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보상금 부가적

개별수당

지급대상

자료 : 임완섭·김태완·김문길·황정하·정용문·강형민. 2017.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
교연구. p.44. 표 일부를 편집.

보훈보상대상자 10계층 중 보상이 없는 계층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유족에게 보상이 없으며,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은 본인 및 유족 모
두에게 보상 혜택이 없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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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구분

본인

유족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6.18자유상이자(준용대상)

○

○

지원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비고(세부 계층)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한 보상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의한 보상

제대군인

3)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 전망
국가보훈의 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의미한다. 보훈대상자는 2018년
847,078명에서 2050년에는 현재의 61.6% 수준인 521,82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사망하고 제대군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국가유
공자는 2034년에 피크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보훈대상자 장래 인구 추계
자료: 이용재․김형석․신화연․이영자. 2019.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
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참전유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25참전, 월남참전, 6·25 및 월남전 2개에 참전
한 유공자가 있다. 월남참전유공자는 2019년 195,920명에서 2030년 123,6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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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32,084명, 그리고 2050년에는 3,875명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4> 참전유공자 인구추계
(단위: 명)

구분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87871
76098
65316
55561
46864
39200
32521
26787
21917
17814
14355
11477
9180
7308
5726
4221

195920
192869
189553
185884
181612
176581
170440
163132
154625
145051
134653
123656
112376
101076
90100
79779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2023
1767
1529
1310
1113
938
784
651
535
451
368
301
250
220
178
166

구분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3006
2026
1174
489
164
17
5
2
0
0
0
0
0
0
0
0

70095
61047
52782
45252
38307
32084
26553
21815
17806
14456
11652
9348
7497
6003
4829
3875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98
43
14
4
2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이용재․김형석․신화연․이영자. 2019.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명)

<그림 3> 참전유공자 인구추계

4) 보훈대상자 소득
참전유공자의 연간 가구소득이 타 보훈대상 계층 대비 보훈대상 중에서 가장 낮게 나
타나 국가유공자로서 품위 유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생활안정을
국회의원 설 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9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훈대상자 계층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5>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소득(2017년)
(단위: 만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계

독립유공자

1,465

357

494

162

1,674

4,152

국갑유공자(본인)

2,712

680

234

117

1,999

5,742

국가유공자(유족)

1,723

496

144

121

1,130

3,614

5·18민주유공자

3,017

1,021

208

103

465

4,814

789

447

196

183

1,231

2,84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316

329

180

110

1,821

3,756

특수임무

3,010

514

183

98

643

4,448

제대군인

3,770

648

137

68

1,832

6,455

보훈보상대상자

2,717

970

84

60

1,177

5,008

참전유공자

자료 : 임완섭 외.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
주 : 여기에서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말함

(단위: 만 원)

<그림 4> 보훈대상자 가구의 평균 소득(2017년)
자료 : 임완섭 외. 2018.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국가보훈처.

다. 사회보장과의 관계
보훈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복잡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보훈보상제
도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보훈보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가치적 기여를 반영하면서, 공헌과 희생(특히, 희생)이 야기 시키는 근로능력 상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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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제도는 희생 및
공헌에 대한 보상과 사회보장적 및 정책적 보상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훈
보상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만성적인 수혜확대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없이 국가보훈제도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불가피하
게 기초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기본연금 중심의 급여조정이 이루어지면
서 이로 인해 등급간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보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
와 같다.
<표 6> 보훈과 사회보장과의 비교
구분

국가보훈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책임

국가
지자체

촤동

좌동

좌동

권리의 성격

보상

대상자의 기여

최저생활보장

이용자 선택

제도성격

사후, 영구

예방, 사후

사후, 한시

예방, 사후

재원

조세

기여금

조세

조세, 이용료

자료: 황미경. 2020. 보훈복지대상자의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3호.
pp.117-131. 한국보훈학회.

2. 선행연구
가. 파월장병 학술세미나(2012. 5. 21.)
파월전사연구소·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가 주최로 2012년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1주제는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
평성 문제와 예우”, 제2주제는 “월남 참전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가 있었다.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문제” 연구는 월남 참전유공
자의 지원 현황과 기타 유공자와의 비교를 통해 예우상 형평성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월남전과 월남 참전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에서 한국군 월남전 파병의 의미
와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및 그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정치·외교적 성과, 군사·안보
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월남전과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으로
월남참전 한국군에 대한 왜곡된 평가, 월남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인식 부
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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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2013. 8. 14.)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국회의원 문병호·이명수 의원이 주최하여 2013년 8월 1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논의 주제는 타 국가유공자와 월남전 국가유공
자와의 형평성 문제, 월남전참전자를 위한 전투수당 연구, 월남전 참전 기념일 제정의
당위성 3개를 발표하였다.
“타 국가유공자와 월남전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보상 문제에 있어서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타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남전참전유공
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에서 군인재해보상 관련 법령체계와 변천, 월남참전유공자 예우
와 지원에 관한 법률, 월남참전 유공자 현황을 연구하였다.
“월남전참전자를 위한 전투수당 연구” 는 동남아에서 발생하였던 월남전을 중심으로
당시 박정희 행정부 기간에 한·미외교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은 박정희 정부의 외
교정책과 월남파병정책, 월남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 월남참전자들에 대한 평가와 전투
수당을 연구하였다.
“월남전 참전 기념일 제정의 당위성”은 가칭 “파월의 날 제정”을 건국절과 비유하여 논
의하였다. 연구내용은 건국절의 당위성을 월남참전 기념일에 비유, 월남참전기념일의 제
정의 당위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념일은 1964년 7월 18일(선발대 결성일), 1964년
9월 11일(이동외과병원, 태권도 교관단의 부산항 출항일), 1965년 9월 25일(주월 한국
군사령부 창설일) 중에서 선택하여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제정하도록 제언했다.

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 토론회(2016. 7. 27.)
2016년 7월 2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등 3개 단체가 주최
하였다. 주제는 한국보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월남참전자 전투수당에 관한 소고 2개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한국보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연구에서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적, 기능 등을 논의해
본 다음 국가보훈정책의 기본이념과 사회적 기능 등을 살펴보고 국가보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해결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월남참전자 전투수당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전투수당 지급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연
구하였다. 연구내용은 월남전 한국군 파병 배경 및 진행과정,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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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훈정책, 월남참전유공자의 보상 현황과 전투수당에 대한 내용이 논의 되었다.

라.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2018. 9. 14.)
2018년 9월 14일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국회의원 이언주·김선동·정종섭 의원이 국
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월남전 참전자의 국가 경제 발전
에 기여한 공로평가, 월남전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특별보상 당위성 및 범위, 월남전참전
국의 전투수당 지급 사례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월남전참전자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평가” 연구에서는 월남파병의 요인과 현
황, 월남전 파병의 공과, 월남 파병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월남전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특별보상 당위성 및 범위” 연구에서는 각종 유공자 지원
현황,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보상 당위성과 범위를 연구하였다.
“월남전참전유공자 정책과 전투수당” 연구에서는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책, 월남
전 참전유공자의 파병과 보상 현황을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근래에 월남참전유공
자 관련 개최된 세미나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최근 월남 참전유공자 관련 세미나 주제
일자

2012. 5. 21

주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와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우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
타 국가유공자와 월남전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2013. 8. 14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전투수당 연구
월남전 참전 기념일 제정의 당위성

2016. 7. 27

한국보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월남 참전자 전투수당에 관한 소고
월남전 참전자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평가

2018. 9. 14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포괄적 특별보상 당위성 및 범위
월남전 참전국의 전투수당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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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월남전 참전결과
1. 참전 배경
월남 전쟁은 대체로 3개 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
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프랑스군의 월남 진주가 시작되자 월남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1946년 호찌민군의 기습공격으로 제1차 월남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중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호찌민군과 미국 등 자유진영이 지원하는 프랑스군이 대결하는 양진영 간의 전
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요새가 호찌민군에게 함락되면서
1954년에 프랑스는 제네바에서 호찌민 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제2기는 1954년
부터 1973년간 미국이 프랑스군을 대신해서 월남을 지원해 월맹군과 싸웠던 시기, 그리
고 제3기는 1973년부터 1975년으로 미군 철수 이후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에 의해 월남
이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된다.
한국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배경은 복잡한 사정은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국의 내
부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국제전략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한 시도는 1954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에 한국군 1개 사단을 파병하겠
다고 제안했다. 당시 미국의 지원과 원조가 절실했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국가전력 차원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제안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대미 협상용 정도로 이해를 했고 실현되지 못했다(박태균, 2006, 285).
그러는 사이에 한국군이 월남전에 직접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964년 미국의 존
슨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우방국가에 보낸 월남 지원요청 서한이었다. 박정
희 정부는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이익
을 모두 확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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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전 경과
우리 군의 참전과정은 2차 월남전의 시기인 1964년부터 1973년에, 월남 정부의 요청
을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 장병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처음 월남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진 주요 부대 파병일지
를 살펴보면 1965년 3월 비둘기부대(건설지원단), 1965년 7월 백구부대(해군수송전대),
1965년 10월 청룡부대(제2해병여단), 1965년 11월 맹호부대(수도사단), 1966년 6월
십자성부대(제100군수사령부), 1966년 10월 백마부대(제9보병사단)를 각각 파병하였으
며 그리고 1966년 10월 은마부대(공군지원단)를 여의도 비행장에서 창설하였다.
즉 한국은 1964년 9월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철수 완료할 때까지 미국 다음으
로 많은 병력 32만 여명을 투입했다. 대체적으로 1967-1969년 사이에 각국의 참전 병
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전쟁의 절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이외에도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타이완, 스페인에서도 파견하였으며 국가별 연도별 참전
병력의 세부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국가별·연도별 월남 참전병력
(단위: 명)

구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17,607

183,425

388,568

497,498

548,383

475,678

344,674

156,975

29,655

미국

17,200

161,100

388,568

497,498

548,383

475,678

344,674

156,975

29,655

한국

140

20,542

45,608

48,839

49,869

49,755

48,512

45,694

37,438

호주

200

1,557

4,525

6,818

7,661

7,672

6,763

1,816

128

태국

0

16

244

2,205

6,005

11,568

11,586

6,265

38

필리핀

17

72

2,061

2,020

1,576

189

74

57

49

뉴질랜드

30

119

155

534

516

552

441

60

53

타이완

20

20

23

31

29

29

31

31

31

스페인

0

0

13

13

12

10

7

0

0

자료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검색 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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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전 결과
가. 군사적 측면
연합군의 총사망자는 64,201명으로 미국 58,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5,099명으
로 그 다음이었다. 한국군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사상 등 총 5,099명으
로 전사 4,663명, 순직 275명, 그리고 사망 16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1967년 1,079명으로 가장 높았고 철군 연도인 1973년에는 43명으로 가장 낮았다. 참
전국 각국의 인명피해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참전국별 전·사망자
(단위: 명)

구분

계

미국

한국

호주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완

스페인

계

64,201

58,193

5,099

520

350

39

0

0

0

자료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검색 20.8.28)

나. 정치·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월남 파병은 한일협정으로 궁지에 몰렸던 한국 정부를 여러 측
면에서 도와주었고 또한 과거 일방적인 식량원조, 군사원조를 받아오던 한국이 한·미관
계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아가 대미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동맹체제를 일방적 지원에
서 제한적 상호의존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한국의 동맹지위를 ‘일방적 피통제국’에서
‘동맹체제 작동형태의 제한적 통제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정수용, 2001).
경제적 측면에서 1966년 미국이 월남 파병의 대가로 내놓았던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를 볼 때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미국은 1950년대 말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감소시키려고 했었지만, 자국의 입장을 도와 월남전에 파병해준 한국 정
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1960년 후반까지 한국에 대한 원조는 오히려 더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개
발과 맞물려 그 효과가 더욱 컸다. 또한 한국군의 월남 참전 계기로 획득한 기술을 축적
하면서 터득한 해외 진출 경험은 이후 중동에서 건설사업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결
국 월남 참전으로 획득한 미국의 원조와 달러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가장 중요한 종
자돈이 되었다(박태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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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타 보상특별법 사례연구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1)
가. 개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
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
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월 29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9회 개정하였다. 시행령은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
18일 제정하여 그동안 18회 개정하였다.

나. 특수임무수행자 적용대상 및 배제자
1) 적용대상자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2)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
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된 자를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배제자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나)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다) 국방경비법(1948.7.5.-1962.1.20.)상 암호의 부정사용,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간첩에 규정된 죄
라) 반공법(1961.7.3.-1980.12.31.),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또는 군가기밀보
호법에 규정된 죄

1) 법률 제16360호, 2019년 5월 24일 시행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년 1월 5일 시행
2)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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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기간의 계산
1)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
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
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2)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라. 보상금 등3)
보상금은 근무시기, 근무기간, 복무형태에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사망 등으로 부재
중일 때에는 유족에게도 일정비율을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
이 해당된다.

1) 보상금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은 민간인·병·부사관 및 군무원은 189만원, 장교는 3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분별 지급금액에 등급별 지급비율과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신분별 지급기준액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신분별 지급기준액
특수임무수행당시의 신분
민간인·병·부사관 및 군무원

장교

지급액
189만원의 범위 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5만원의 범위 안에서 복무형태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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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등급별 지급비율은 10등급으로 세분하여 총점을 산정해서 지급하며 세부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등급별 기준금액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총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지급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이 경우 총점은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에 따라 산정한 점수와 특수임무종결형태에
따라 부여한 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별 점수는 특수임무
와 교육훈련으로 구분해서 1953년 7월 27일 24시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별 점수
근무시기

1953.7.27. 이전

1953.7.28. 이후

특수임무수행

3~4점

4~6점

특수임무수행지원

1~2점

1~3점

2~4점

3~6점

임무의 종류
특수임무

교육훈련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는 7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부여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3> 특수임무종결형태별 가중치
특수임무종
결형태

계약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부상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가중치

4점

1~3점

4점

4점

4점

1~4점

-3점 ~ 3점

2) 공로금
가)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4)의 72배에 다음 표의 채용·입대시기별 지급비율5)
4) 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
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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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
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가산공로금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
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
며, 그 금액은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특별위로기준금액은 1953년 7월 27일 24시를 기준으로 이전
은 80%, 이후에는 100%를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특별위로기준금액
근무시기별 기준금액

특별위로기준금액
67만 4천원의 180배
(1억 2,132만원)

1953.7.27. 이전

1953.7.28. 이후

특별위로기준금액의 80퍼센트

특별위로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은 15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6-30%까지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

지급비율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

지급비율

사망․행방불명

100분의 30

8급

100분의 16

1급

100분의 30

9급

100분의 14

2급

100분의 28

10급

100분의 12

3급

100분의 26

11급

100분의 10

4급

100분의 24

12급

100분의 8

5급

100분의 22

13급

100분의 7

6급

100분의 20

14급

100분의 6

7급

100분의 18

다) 특별공로금
(1) 기본특별공로금은 특별위로기준금액의 7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기본공로
금에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은 장애등급별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5) 지급비율은 0.46-1.3625 사이에서 채용․입대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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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위로금
가) 사망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특별위로기준금액의 범
위 안에서 사망·행방불명 시기와 사망·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장해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특별위로기준금액에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은 14등급으로 세분해서
6-100% 범위에서 지급하며 1급부터 12급까지는 6% 등간비율로, 13급은
7%, 14급은 6%를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

지급비율

장해등급

지급비율

1급

100분의 100

8급

100분의 58

2급

100분의 94

9급

100분의 52

3급

100분의 88

10급

100분의 46

4급

100분의 82

11급

100분의 40

5급

100분의 76

12급

100분의 34

6급

100분의 70

13급

100분의 7

7급

100분의 64

14급

100분의 6

3) 유족
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

마. 소멸시효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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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6)
가. 개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6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1회 개정되었다. 그리고 시행령은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7월 1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1회 개정되었다.

나. 적용대상자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
한다.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 보상금
이 경우 지급액은 제2연평해전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일부 금액7)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년 월 소비자물가지수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 ×

년 월 소비자물가지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의 산정기준 일이 속한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라.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6) 법률 제16761호, 시행 2020.6.11.
대통령령 제30760호, 시행 2020.6.11.
7) 가. 국가가
금액을
나. 국가가
상금은
금액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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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8)
가. 개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법률은 본문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11회 개정되었다. 시행령은 본문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8월 1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17회 개정되었다.

나. 적용대상자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
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다. 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
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
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
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1)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
8) 법률 제12910호, 2014.12.30. 시행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시행
국회의원 설 훈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73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
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지급신청 및 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보
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9)
가. 개요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
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2월 22일 제정되
어 지금까지 3회 개정되었다. 그리고 시행령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22
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회 개정되었다.

나. 적용대상자
1)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9) 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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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
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
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
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
속인을 말한다.

다. 보상금
1)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
한 금액으로 한다.

<표 17>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
구분

보상금 지급금액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127,231,747원

사망한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114,617,349원

2)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표 18>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
등급

장해의 정도

보상금 지급금액

1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000만원 - 5,000만원

2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000만원 - 3,000만원
3급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제13급 및 제14급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동의대 사건 당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기능장애 또
는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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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효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언급한 특수임무수행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
동의대 사건 희생자는 제정된 보상법률에 따라 지급한 사례들을 법률 위주로 심층 분석
하였다. 그결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보상적용기간이 54년간으로 최장기간이면서도
보상금 산출법이 매우 복잡하며 2004년에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보상금의 종류도 보상
금, 공로금, 특별위로금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은 2002년에 사건이 발생하여 16년 후 2018년에 제정되었
으며 지급신청 기한을 5년으로 정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은 1980년에 사건이
발생하여 10년 후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신청기한 6개월에 시효는 1년으로 다른 보상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 보상은 1989년에 사건이 발생
하여 13년 후 2012년에 보상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시효는 3년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상적용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보상법
률 제정에 따른 진통과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법률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목
적, 적용대상자 및 배제자, 유족의 권리,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보상금 환수절차,
소멸시효,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보상법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9> 주요 보상법률
구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보상적용기간

법 제정

1948.8.15.-2002.12.31
2004.1.29
.

보상금

시효

보상금
공로금(기본, 가산, 특별)
특별위로금

3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2002.6.29.

2018.1.16

보상금

5년
(지급신청 기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1980.5.18. 전후

1990.8.6.

보상금

신청 6개월
시효 1년

동의대 사건 희생자
보상

1989.5.3.

2012.2.22.

보상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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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월남전 참전자 보상특별법(안)
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안10) (20.8.3., 의안번호 2627)
가.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한 근무로 인하
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
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
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기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법률 발의안의 조문은 총 16조로 구
성되어 있다.

나. 주요내용
1) 목적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
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2) 월남전 참전군인 적용대상자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
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
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
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한다.
10) 의안번호 2627, 발의의원은 10명으로 윤상현(무), 박대수(국), 이명수(국), 허종식(민), 윤창현(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윤영석(국), 이헌승(국), 성일종(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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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자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
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이다.

4) 심의위원회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5) 특별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
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6) 소멸시효 및 적용배제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
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보상특별법 법률(안) 제안시 추가 검토사항
가. 참전기간 인정 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전군인의 참전기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월남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 제안한 발의안도 있
었다.11) 또한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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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추가하자는 발의안도 있었다.12)
따라서 월남 참전기간의 종료시점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3월 30일까
지 또는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의 기간도 포함해야 되는 지 법률 제안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보상금
1) 당위성
군인보수법 제1338호는 1963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23회 개정되었고, 또한
1973년 10월 10일 1차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28호로 개정 전까지 적용되었다. 당시
제17조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문을 보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 17조에 전투근무수당 조문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정 당시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보수법 법률을 제정했으면 시행령을 제정해서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인데 법제처는 “월
남은 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13) 다른 한편으
로 국회의장은 1965년 1월 30일 제47회 국회본회의에서 “월남 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
병에 대한 파월 전투기간을 전시 복무적용 특혜 의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
다. 즉 군인인사법, 군인연금법, 상훈법에 전시 관련 내용을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비상사태의 지역을 국내에만 한정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확
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법제처는 군사적 측면을 무시한 좁은 의미의 해석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제1·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기타 타 전쟁에서 전쟁참전국 지역으로
확대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 106일 동안 치러진 전쟁이다. 장소는 유럽, 아프
11) 의안번호 2020373, 제안일자 2019.5.10.
12) 의안번호 2006339. 제안일자 2017.3.22.
13) 2015년 10월 15일 33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언주(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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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중동, 태평양 제도, 중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해안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전쟁피해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병사 9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연합국이
동맹국에 승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큰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크게 서부 전선,
동부 전선과 태평양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대서양 해역과 인도양 해역 등에서 벌어진 기타 하위 전선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역에 포함된다. 전쟁피해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다. 연합군이 주축국인 독일, 일본으로부터 승리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일단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참전국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참전국 지역으로 급격하게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월남 전쟁의
전역(戰域)이 우리나라까지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고 과소 평
가한 법제처의 해석은 지정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군사적 측면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다가올수록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로 인해 전쟁에서 지역의
개념이 사라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셋째, 월남참전유공자의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는데 막대
한 기여의 보답차원에서 보상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몇 가지 보훈보상
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보상차원에서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바
를 국가가 마땅히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공훈이론차원에서 국가가 공을 세운
개인에게 국가가 금전적 급부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5-1972년 기간 동안 여러 부분의 총 경제적
이득은 10억 3천 6백만 달러에 이른다.14) 파병 이후 급증한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하
지 않은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의 29.83%에 이르며 총 GNP의 2.07%에 이른
다. 월남 참전으로 발생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1966년에 시작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1966-1971년 기간 동안 1인당 GNP는 약
11.7% 증가했다(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2018.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
을 위한 세미나집 p.44).
14) 연도별 경제적 이득
연도
경제적 이득
(백만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5

62.2

146.8

168.7

205.5

207.8

139.0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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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지급 수준
그동안 전투수당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파병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특별보상법 제정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
다. 그러면 전투근무수당을 어떤 수준으로 책정해야 되는지가 문제이다. 그래서 당시 주
월 미군이 장병들에게 공히 지급한 월 65$(1일 2달러 17센트)15)를 기준으로 정하여 오
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하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된다.

15) 국방부 내부문서 인근 252-358(1969.4.28.) 베트남전쟁 참전국 정상회담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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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지금까지 보훈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월남전 참전결과, 타 보상특별법 사례
연구, 월남 참전자 보상특별법(안)을 살펴보았다.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보훈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
하여 행하는 보답행위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유지·보
장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보훈보상 이론에는 국가보상이론, 예우보상론, 국
가공훈이론, 공공선이론, 형평성이론이 있다.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몇 차례 세미나가 개최되었는
데 최근 주요 세미나는 파월장병 학술세미나(2012.5.21.),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
나(2013.8.14.),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 토론회(2016.7.27.), 월남전 참
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2018.9.14.)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배경은 한국의 내부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국제전략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1964년 9월 파병
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철수 완료할 때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 32만 여명을 투
입했다. 그결과, 연합군의 총사망자는 64,201명으로 미국 58,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
국 5,099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한국군의 월남 참전 계기로 획득한 기술을 축적하면서
터득한 해외 진출 경험은 이후 중동에서 건설사업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결국 월남
참전으로 획득한 미국의 원조와 달러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
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보상법 제정과 관련된 선행사례를 살펴보면 몇 차례 있었다. 특수임무유공
자 보상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2004
년 1월 29일에 제정하였다. 제2연평해전전사자 보상법은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
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1월 16
일 제정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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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
년 8월 6일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의대사건 희생자 보상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
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22일에 제정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사건이 상당히 지난 후 법률을 제정하여 왔는데 이렇게 장시간
이 소요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상법률 제정에 따른 진통과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요 법률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목적, 적용대상자 및 배제자, 유족의 권리, 보상심의위원
회 설치, 보상금, 보상금 환수절차, 소멸시효,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보수법 제1338호는 1963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23회 개정되었으며 또한
1973년 10월 10일 1차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28호로 개정 전까지 적용되었다. 당시
제17조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조문을 보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 17조에 전투근무수당 조문을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월남 전쟁은 국내에서 일어난 전쟁
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급하
지 않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전사를 살펴보면 국제전쟁은 지역이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참전하게 되면 언제든지 참전국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군사적 측면을 간
과하고 지정학적 측면을 옹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와 풍요를 누리면서 경제대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월남파
병은 오천년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월남참전자 당사자는 전쟁의 트라
우마로 지금까지도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령화 되면서
점차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월남참전 보상특별법을 조속
히 제정하여 국가는 특별보상을 실시하는 등 그 때에 지급하지 못했던 전투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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