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기준 확대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결정을 받을 수

찾아 오시는 길
시청역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은행

(포스트타워)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을지로
입구역

신세계
백화점

회현역

대통령소속
명동역

충무로역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군 복무 중 발생한

남산 3호터널

순직 유형
주소
구분

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Ⅱ형

•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
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
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
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치
료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3층(진정접수처 14층)
1호선 : 시청역 6번 출구(도보 10분)

지하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2호선 :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도보 10분)
4호선 : 명동역 5번 출구(도보 5분)
명동역 : 104,105, 421, 463, 507 등

버스

롯데영플라자 : 100, 103, 105, 143,
151, 152 등
신세계백화점 : 143, 406, 705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 Ⅰ·Ⅱ·Ⅲ형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참고

문의상담
02-6124-7531

위원회 소개

진정접수 안내

설립목

진정서

우리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조사 절차

기간

진정접수

2018. 9. 14. ~ 2020. 9. 13.(2년)

사전조사(90일 이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인권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신청 자격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이신 분

조사개시 결정
본 조 사(1년 이내)

군 사망사고를 목격하신 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직접 들으신 분
피해자
명예회복

국민
인권증진

진실규명

신청 서류

각하

이의신청
(60일 이내)

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 통지
(진상규명, 기각, 각하
진상규명불능)

결정 통지

진정서 1부
군
신뢰회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이의신청
(60일 이내)

•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

(www.truth2018.kr)

위원회 활동기간
2018. 9. 14. ~ 2021. 9. 13.(3년)

재조사 결정 통지

신청 방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위원회 주요 업무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및 조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 주 소: 서울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14층
• 이 메 일: truth2018@korea.kr
•팩

스: 02-6124-7539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용어의

명

• (진상규명)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경우
• (기각) 군 사망사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사실
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각하) 위원회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경우 등
•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