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정길호(한국국방연구원)

Ⅰ. 서 론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정부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써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 일
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6)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대상기
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한다.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
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면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
다.
현행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처음부터 일정한 체계와 기준에 따라 10개 등급으
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국가 재정형편과 사회
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신체상 특정부위의 장애를 입은 중상이군경들의 등급상향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변천되어 왔다.7) 이와 같이 현재의 상이등급 분류제
도는 여러 차례 걸쳐 등급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의 제반 여건과 형편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등급간이나 동일 등급 내에서 불합리한 분류가
있을 수 있어 기존의 보훈 대상자 가운데 특정한 신체부위에 장애가 있는 상이
6) 장애란 육체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정신적인 이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장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에 있어서 마찰로 나타난다.
7) 김정우,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안, 보훈연수원, 199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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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계속적인 등급의 상향 조정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상이등급 분류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환경적 변화를 수용하여 바람직한 분류제
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현행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분류제도와 국내외 유사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
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한다.

Ⅱ. 상이등급 분류제도
1. 한국의 상이등급 분류

(1) 보훈보상 상이등급 분류

보훈보상을 위한 상이등급 분류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 제6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이다. 한편 본 법령의 제정목적은 전
투를 하거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將兵 등에게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국가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분류제도를 제정한 것이다. 상
이등급의 분류내용은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및 6급 2항, 7급의 10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1> 단일 상이호수(상이분류번호)에 대한 상이등급 분류
등급
구분
분류번호

합

계

166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7급

5

7

10

10

21

11

18

25

3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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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사법의 장애등급 분류

군인사법의 장애등급 분류에 관한 근거법령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8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와 제53조 제1항이다. 장애등급을 분
류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목적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의 적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군인사법상 진료과목별 장애등급 분류
구분 합계 내과 정신 피부 비뇨기 일반외 흉부외 정형외 신경외 안과 이비인 치과 산부인 신경
병명

414

80

15

23

31

22

27

219

22

17

28

6

12

12

등급 1～11 2～11 2～11 2～11 2～11 2～11 2～11 1～11 1～11 1～11 2～11 1～11 2～11 2～11

그리고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 현역복무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심신장애로 퇴직할 경우 전역․퇴역 및 제
적 등의 전역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장애
등급의 분류내용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진료과목별로 장애등급을 분류하
고 있는데, 총 414 병명을 1~11 등급으로 분류한다.
(3) 공무원 폐질등급 분류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근무중 혹은 퇴직한 후 질병을 앓은 경우 이를 보상하
기 위한 공무원의 폐질등급 분류의 근거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다. 본 법령의 제정 목적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퇴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폐질상태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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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폐질등급 분류내용은 <표 3>과 같은데, 폐질 등급 기준은 제1급 내지 제14급의
1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 공무원연금법상 폐질등급의 분포
등급별

합계

분류번호

138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8

6

5

7

8

8

13

11

16

11

11

13

11

10

(4) 산재보상 장해등급 분류

산재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분류를 위한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
법 시행령이다. 본 법령의 제정목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을 본인 선택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
급 내지 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산재보상 장해등급
의 분류내용은 <표 4>와 같은데, 장해등급의 기준을 제1급 내지 제14급인 14개
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4> 산재보상 장해등급 분포
등급별

합계

분류번호

141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8

6

5

7

8

8

13

11

16

12

11

14

11

11

(5) 군인연금 상이등급 분류

상이를 당한 연금 수혜자에게 군인연금 지급을 위한 상이등급 분류 근거 법령
은 군인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본 법령의 제정목적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
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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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
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페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등급에 따
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이등급 분류내용은 <표 5>와 같은데, 상이등급의
기준을 제1급 내지 제7급의 7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5>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분포
등급별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분류번호

55

8

6

5

7

8

8

13

(6) 장애인 장애등급 분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등급 분류를 위한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다.
본 법령의 제정목적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
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
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
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포
등급별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분류번호

69

6

9

13

17

13

11

장애인의 장애등급 분류를 위한 장애인 기준은 지체장애인(6개 기준수), 시각
장애인(4개 기준수), 청각장애인(3개 기준수), 언어장애인(2개 기준수) 및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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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1개 기준수) 등으로 5대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총 16개 기준수로 분류한다.
한편 장애인의 등급은 <표 6>과 같이 1급~6급으로 분류한다.
2. 외국 상이등급 분류8)

(1) 미국의 상이등급 분류

미국의 상이등급 분류제도를 “미국의 신체장애분류 평가지침(1988년도 ; 국가
보훈처)”과 “Code of Federal Regulation : Title 38(Revised as of July 1, 1996)”
을 참고문헌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신체장애도 평가분류의 특징은 첫
째, 신체 기능별로 장애도 분류가 체계화, 세분화되어 있으며 모든 질환에 대하
여 평가 분류가 가능하다. 둘째, 신체장애도 평가는 인체의 정상활동 기능을
100%로 하고 100%를 상한선으로 분류한다.
장애등급(장애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은 10등급(장애도 10% ～ 장
애도 100%)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도를 10% 단위로 차등을 두고 10% 미만의
수는 사사오입하였다. 한편 중복 상이부위의 장애도 평가는 반비례 감율을 적용
하고 있는데, 예컨대 제1 상이부위 장애도가 60%이고 제2 상이부위 장애도가
50%인 경우, 장애도 평가는 60% + (잔여 기능도 40% × 장애도 50% = 20%)
〓 80%로 환산하다.
미국의 장애도 평가지침에 관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우선 장점으로 일반 질
병까지 장애도를 세분화하여 경상이자 등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단점은 장애도 100%를 초과하였을 때의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미국의 장애도 분류내용은 <표 7>과 같이 장애등급을 10%에서 100%까
지 10등급으로 분류하며, 분류번호는 총 1,034개이다.
8) 김정우,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안, 보훈연수원, 1997., pp.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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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의 장애등급 분류체계
장애도별

합 계

분류번호

1,034

100% 90%
127

80%

70%

60%

50%

40%

30%

20%

10%

21

29

103

85

101

198

147

213

10

(2) 일본의 상이등급 분류

일본의 상이등급 분류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보훈제도 동향(1988년 ;
국가보훈처)”과 “恩給의 구조(1997년 ; 일본국 총무청 은급국)”를 참고하였다. 일
본의 장애등급 분류 방법은 단일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등급은 총 12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중도장애등급(8개)은 특별항증, 제1항증~제7항증으로 분류한다. 경도
장애등급(4개)은 제1항증~제4항증으로 분류한다. 한편 2개처 이상 중복된 장애부
위에 대한 종합평가는 특별항증에 1개 분류번호로 명시하고, 신체 여러 부위의
장애를 통합해서 제1항증에서 제6항증까지 합산한다. 이상과 같은 분류내용을 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은데, 총 8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분류번호
는 75개이다.
<표 8> 일본의 장애등급 분포
등급

합계

특별
항증

제1
항증

제2
항증

제3
항증

제4
항증

제5
항증

제6
항증

제7
항증

제1
관증

제2
관증

제3
관증

제4
관증

분류
번호

75

4

7

7

8

6

8

5

7

5

8

4

6

3. 분류제도의 비교분석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각 기관별 분류방식이 다르고 외국의 분류방식이
각각 다르다. 이는 분류 목적과 분류수준의 차이로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분류방
법론과 분류본질은 동일수준을 유지하여야 공정한 분류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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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상이대상자를 보훈 상이등급, 현역복무 적격여부 장애등
급 및 군인연금 상이등급 등의 3개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한 사람의 대상자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평가받게 된다.
분류제도의 목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분류는 국토방위
를 위해 전투를 하거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신체
적 희생에 상응한 국가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상 상이등급 분류는 현역 군인으로서의 복무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체 부
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역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이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폐질등급 분류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노동부의 산재보상 장애등급 분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국방부의 군인연금 상이등
급 분류는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
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분류는 지체시각청각
언어정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군 복무중
에 발생하였거나 군 복무에 기인하는 종류의 질병과 부상으로 야기되는 상이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하기 위함이다. 한편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즉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개 호
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수이
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며 명
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
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그리고 미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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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외 상이등급 분류체계 비교
구

분

장애등급 분류 내용

보훈보상 상이등급

10개 등급 166개 호수,

※ 등급명칭 : 상이등급

군인사법 상이등급

11개 등급 360개 호수,

※ 등급명칭 : 심신장애등급

공무원 폐질등급

14개 등급 138개 호수,

※ 등급명칭 : 폐질등급

산재보상 장해등급

14개 등급 141개 호수,

※ 등급명칭 : 장해등급

군인연금 상이등급

7개 등급 55개 호수,

※ 등급명칭 : 상이등급

장애인 장애등급

6개 등급 69개 호수

※ 등급명칭 : 장애등급

미국 장애등급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일본 상이등급

12개 등급 75개 호수,

※ 등급명칭 : 장애등급
※ 등급명칭 : 장애등급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
과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군의관으로 구성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폐질등급을 판정한다. 산재보상 재해등급은 요양취급기
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장애인지정 취급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장(시장, 군수 등)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9)

Ⅳ. 장애등급 분류제도 개선
1. 장애등급 평가 일반이론10)

9) 서울보훈병원, 국내외 장애평가제도 비교연구, 2004. p. 4.
10) 임광세, 신체장해 평가법, 중앙문화사, 1999., pp.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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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kinaka 방법

Okinaka 방법의 기본개념은 생리 해부학적 능력결손(1차 능력장애)과 가동(노
동) 능력결손(2차 능력장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1차 능력 장애
평가는 생존에 대한 영향, 정신활동에 대한 영향, 감각(주로 시각, 청각을 통한
외계의 인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인간적으로 1차 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1차 능력장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1차 능력장해(Okinaka, 1966)
단계

장애 정도

1

特別重度장애

2

重度장애

종류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介護필요성

特種 ․일상 생활동작 전혀 지장 또는 허가 않됨

․상시介護

一種 ․自己身邊의 일상생활 동작 현저히 장애

․一部介護

二種 ․자기 신변의 일상생활 동작 현저히 장애
三種 ․가정 내에서의 일상생활 동작 현저히 장애
3

中等度장애
四種 ․가정내 또는 주변의 일상생활 동작장애
五種 ․사회에서의 일상생활 동작 현저히 장애

4

輕度장애
六種 ․사회에서의 일상생활 동작 장애

5

輕微度장애

七種 ․일상생활 동작의 경도 장애

한편 2차 능력 장애평가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부상전의 직업에 종사 가능
혹은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이다. 이때의 평가 요소는 동작능
력 또는 안전도, 지구력, 속도 또는 힘차게 할 가능성, 동작의 종류 및 숙련도 등
이다.
(2) Watanabe 방법

Watanabe 방법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기능장애가 있는 개인의 동작활
동의 제한을 능력저하 평가표의 기본으로 하여 제1종부터 10종까지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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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부터 10%까지 능력 저하율을 표시한다. 장애평가의 개요를 소개하면, 제1
종부터 제3종까지는 介護와 介助를 요하는 경우를 배열하는 것이고, 중증의 신체
장해자는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불이익 평가표와 합산한다. 한편,
신체 장해자의 자립성 회복을 기대하면서 신체 장해자의 과보호를 주의하여야
한다.
<표 11> 능력저하 평가도(Watanabe 1986)
종 류

장

해

구

분

능력 감퇴율(%)

제1종

․개호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00

제2종

․상시개호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동작 불가능

90

제3종

․수시개호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동작 불가능

80

제4종

․일상생활동작이 극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70

제5종

․일상생활동작이 고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60

제6종

․일상생활동작이 중등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50

제7종

․일상생활동작이 경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40

제8종

․일상생활에서 각종 능력이 고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30

제9종

․일상생활에서 각종 능력이 중등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20

제10종

․일상생활에서 각종 능력이 경도로 제한을 받는 경우

10

<표 12> 사회적 불이익 평가표 (Watanbe 1986)
系

別

사회적 불이익의 여러 차원

단위수

제 1 系

․Orientation에 관한 불이익

0～8

제 2 系

․신체 自立에 관한 불이익

0～8

제 3 系

․이동성에 관한 불이익

0～8

제 4 系

․작업상의 불이익

0～8

제 5 系

․社會統合의 불이익

0～8

제 6 系

․경제적 自立에 있어서의 불이익

0～8

제 7 系

․기타의 사회적 불이익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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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 Bride 방법

Mc Bride 방법의 기본개념은 노동능력 감퇴율을 평가하고, 기능저하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Mc Bride 방법의 장점은
직업별 노동능력 감퇴(상실)율 산출, 연령별 노동능력 감퇴(상실)율 산출, 복합
장해합병의 합리성, 전신관절 및 척추의 운동각도 측정법과 정상 운동범위 설정
및 잘 쓰는 손(팔)에 대한 평가 활용 등이다.
Mc Bride 방법의 단점은 노동능력 감퇴(상실)율표의 상당부분 오류, 일시적 장
애와 영구적 장애가 혼합, 신체장애의 분야별 편중 심화, 손상변수표 내용의 불
명확, 신체장애 평가의 조잡성과 그 타당도 의심, 노무직종으로 편중되어 있어
사무직종은 불합리하고 뒤떨어진 의학수준과 쓰지 않는 병명이 다수 있다.
(4) AMA(영구적 신체장애) 방법

AMA(영구적 신체장애) 방법의 기본개념은 미국 AMA에서 12년 동안 72명이
전문의별로 연구를 수행한 신체 장해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써 신체 장해율 결정
을 100%에 의한 장애율로 결정한다. AMA 방법의 장점은 각과 전문의가 작성하
고 신체 장해율을 표시하며 평가지침 속에 자세한 시행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영구적인 신체장해만을 취급하고 질환별 신체 장해율을 산정하였으며, 관절운
동의 기능별 비례치를 산정하였고, 복합장해는 병합한다. 더불어서 신체 장해분
류가 정밀하고 전신관절 및 척추의 운동각도 측정법과 정상 운동범위가 설정되
어 있으며 잘 쓰는 손(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최신의학을 적용하였다. AMA 방
법의 단점은 노동능력 감퇴(상실)율을 고려하지 않았고 외상 후유증에 대한 기
술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5) 캘리포니아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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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방법의 기본개념은 1,534개의 직업을 61개 群으로 나눈 다음 신
체 장해율을 피해자의 직업에 연관하여, 노동력 감퇴(상실)율 산출한 것이며 이
를 연령에 연관시켜 피해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노동력 감퇴율을 평가하는 것이
다. 캘리포니아주 방법의 장점은 직업별 노동능력 감퇴율 산정, 연령별 노동능력
감퇴율 산정, 노무․사무 등 다양한 직종을 망라하고, 영구적인 신체 장해만을
취급하였으며 전신 관절 및 척추의 운동각도 측정법을 활용하였고, 잘 쓰는 손
(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방법의 단점은 신체장해 평가의
조잡, 복합장해 평가의 불합리, 직업분류의 모순 등이다.
2. 장애등급 평가 발전방향11)
(1) 상이등급 평가이론

본 절에서 논의한 장애등급 평가이론을 종합 정리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즉 Okinaka 방법, Watanabe방법, Mc Bride방법, AMA 방법 및 캘리포니아주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Mc Bride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단순노무 중심으로 개방되어 현실성이 미흡하다. 가장 최신의 AMA 방법이 공
정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정평이 있는데,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장애평가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 개편 필요성

장애등급 평가방법의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질병치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표 13> 장애등급 평가의 일반이론

11) 본 연구 분야는 육군본부 의무감실 보건과장(정경섭 중령)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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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생리 해부학적 능력결손(1차 능력장애) 평가
Okinaka 방법

- 생존, 정신활동 및 감각에 대한 영향
노동능력결손(2차 능력장애)의 종합적 평가
-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기능 장애인의 활동제한을 능력저하 평가표의 기본

Watanabe방법

1~10종을 100%부터 10%까지 능력 저하율 표시
제1종~제3종까지는 介護와 介助를 요하는 경우를 배열
중증의 신체 장해자는 사회적 불이익 평가표와 합산
직업장해계수와 신체장애고려 노동능력 감퇴율 산정
Mc Bride 방법의 장점
- 직업별 노동능력 감퇴율(상실)율 산출

Mc Bride방법

- 연령별 노동능력 감퇴율(상실)율 산출
Mc Bride 방법의 단점
- 노동능력 감되(상실)율표의 상당부분 오류
- 일시적 장애와 영구적 장애가 혼합
미국 AMA에서 12년 동안 72명이 전문의별로 연구
신체 장해에 대한 평가방법

AMA 방법

신체 장해율 결정 : 100%에 의한 장애율
평가지침 속에 자세한 시행세칙 규정
영구적 신체 장애율만 적용
질환별 신체장해율 산정
1,534개 직업을 61개 群으로 구분, 신체장해율을 피해자의 직업

캘리포니아주 방법

에 연관, 노동력 감퇴(상실)율 산출
연령과 관련 피해자의 해당 노동력 감퇴율을 평가

생명공학 및 의학 신기술 그리고 첨단 의료장비가 나날이 발전하여 인간 유전
자 규명(게놈 프로젝트)에 따른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고 장기이식이 보편화되
는 등 수술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한편 재활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발
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로 인한 장
애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의료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질병의
구조에 있어 만성퇴행성 질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뇌혈관질환암고혈압
당뇨병 등이 그렇다. 한편, 민간병원 수준의 장기이식 등 새로운 보건의료 서
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의료수준의 보훈 및 군병원 지원능력에 대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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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셋째, 상이등급 분류에 대한 불만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상이등급과 보상기
준의 질환중심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12)
(3) 상이등급 개편방향

첫째,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정도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
한 상이군경의 보건복지 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심신장애 전역자의 불만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등
급 평가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셋째, 미국의 AMA(미국의학협회) 방법을 가급적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즉 최
신의학의 적용이 용이하고,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활용으로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을 증진하며, 심신장애 상이등급 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정립이 가능하다.
보훈병원 또는 군병원에서는 의학적인 요소인 신체장애율만 평가하고 보훈심사
위원회에서는 능력 상실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
구적인 신체장애 기준을 평가함에 따라 특정 질병 때문에 불공정한 장애등급 판
정이 배제되고, 과학적인 검진제도의 도입으로 의료복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군 관련 신
체 장애등급에 과학적인 장애율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13) 넷째, 분류방
식의 통일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등급명칭은 말할 것 없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도
동일 범주 내에서 각종 상이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정길호 외, 유공 신체장애군인 현역 계속 복무기준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pp. 59~60.
13) 정길호 외, 전게서,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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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기준은 상이등급별로 상이호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장애내용을 열거함으로써 상이호수만으로 대략적인 장애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복 상이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양한 반면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약하고 주로 외상성 상이에 편중되어 있다. 국방부의 군인사
법은 미국의 상이분류제도를 일부 참고하여 과별, 지질환별, 수술별로 경한 경우
부터 심한 경우까지 단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 등이
미흡하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보건복지부의 장
애인복지법은 국가보훈처보다 평형장애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의 등급기준은 합리성, 구체성, 현실성 등은 떨어지
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국가보훈처와 같이 질병 또는 질
환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약하고 주로 외상성 질환에 편중되어 있다. 미국은 신체
장애율을 장기별, 질환별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폭넓게 수용하고 있고, AMA 평
가방식에 따른 형태로 등급기준을 간소화시켜 사용하기가 편리한 반면 등급기준
의 수가 너무 방대하다. 3개 이상의 중복 상이처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나 중증인
2개 이상의 장애등급을 종합하여 장애등급이 100% 이내인 점과 100% 장애가 2
개인 경우의 종합판정 기준이 없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류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서
비스가 요구되며 상이등급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보건복지 증진을 기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설정하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AMA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분류방
식을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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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정길호(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상이등급 분류제도는 정부 보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써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 대하
여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현행 국가보훈처의 상이
등급 분류제도와 국내외 유사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한다.
실제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
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
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
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
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그리고 미
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호수이다.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
과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군의관으로 구성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요양취급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폐질등급을 판정한다. 산재보상 재해등급은 요양취급기
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장애인지정 취급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거 지방자치단
체장(시장, 군수 등)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 평가방법의 개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최신 의료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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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른 질병치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이등급 분
류에 대한 불만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상이등급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최신 의료기
술 발전에 따른 변화정도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상이군경의 보건
복지 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심신장애 전역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등급 평가를 위한 원칙
과 절차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셋째, 미국의 AMA(미국의학협회) 방법을 가급적
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등급명칭은 말할 것 없고 질병의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한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동일질병 동일등급”의 통일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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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Rational Classification of
Veterans into Disability Rating
Jung, Kil-Ho(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e classification of veterans in disability rating is an important system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that it decides
the disability rating according to handicapped degree of patriots and veter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methodology of the
present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analysis on the rating system of the handicapped show a variety of
different rating systems. For example, the industrial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4 ratings and 141 sub-rating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0 ratings and 166 sub-ratings and the US military classifies
disability degree into 10 ratings and 1,034 sub-ratings. Also, such systems
are named differently and have different medical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examine disability and decide the rating.
The study shows a result that each system classifying veterans' disability
degree differs from one another because it uses different rating methods in
classifying disability degree.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veterans' disability rating still has
much room to be improved because, first, Korean classification system in
veterans disability rating should reflect the highly advanced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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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second, the needs of handicapped veterans for medicare service
are daily increasing; and third, clients with disable veterans are still
dissatisfied with the present classification system.
Then, the current policies can be improved in a variety of ways, by
adopting following directions. First, the veterans' disability rating should be
classifi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modern medicare
technology. Second, veterans' disability degree should be classified with a
clearer and more equitable method to minimize the unsatisfaction of clients.
Third, the AMA methodology of the US should be adopted as early as
possible. Fourth, classification methods of veterans' disability degree in Korea
should be integrated so as to give people with the same disability degree the
same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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