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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의도적으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관련 여론조사 미공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 시민 80%, 장병 70% 평시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희망, 장군들만 60% 반대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

사를 두 차례나 실시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

으로 하는 설문조사(7.19.~7.22.),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26.~8.5.)를 실시하여 분석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별첨자료 참조  

 

 설문결과 일반 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

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

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

상 높았다. 시민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조차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결과다. 

 

 또, 일반시민의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35.4%)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도 비군사범죄 이양(53.5%), 평시 폐지(14.5%)가 군사법개혁

의 방향성이라 보았다.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 역시 일반시민의 80%가 민간 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43.5%), 평

시 군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34.8%)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60%도 비군사범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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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가 비군사범죄 이양(53.0%), 평시 폐지(13.8%)가 군

수사기관 개혁의 방향이라 보았다. 

 

 장군들도 군사법원의 경우 40%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6.0%), 평시 폐지(2.7%)를 방향

성으로, 군수사기관의 경우 35%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2.3%), 평시 폐지(2.2%)를 방향

성으로 꼽았다.  

 

 여론조사 결과 장군을 제외한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군 

내 인권침해 상황 등을 목도해온 국민과 장병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

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군사

법제도 개혁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한 점과 연결해 볼 때,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법사위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

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은 병사(재판 

11.3%, 수사 14.8%), 일반간부(재판 7.3%, 수사 8.5%) 응답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

다. 

 

 민관군 합동위(공동위원장: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일반 

위원들에게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된 뒤인 8월 25일이 되어서야 조사 결과를 공개하

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일찍 회람되었다면 국민 여론을 국회

논의 과정에 잘 전달하기 위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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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숨겨 군사법원법 개정 과

정에 반영되지 않게끔 한 것은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을 방증한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원하는 결론만 취사선택하며 위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국방

부, 민관군 합동위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

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

동위에 있다.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며 계속하여 민관군 합동위를 무력

화시키고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국방부의 들러

리가 되어 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잊은 민관군 합동위도 해체하라.  

 

[별첨1]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별첨2]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7.29.) 

[별첨3]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주요 빈도 보고 (2021.8.9.) 

 

 

2021. 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1. 조사 개요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대상 ‘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실시

2. 주요 결과

① 일반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 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민

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이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0

10

20

30

40

50

60

70

선
택
비
율
%

민간수사기관 軍 수사기관

41.6

26.6

45.5

12.3

59.9

17.2

시민

병사

간부

0

10

20

30

40

50

60

70

선
택
비
율
%

민간법원 군사법원

39.2

27.5

38.6

18.3

61.7

18.1

시민

병사

간부

문)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문)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② 병사와 일반간부 대상 조사 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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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의 수사권을 가지기를 바랍니까?

문)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③ 일반시민의 약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35.4%) 한다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39.8%)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간부의 약 70%도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

원에 이양하거나(53.5%)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14.5%)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40%만이 비군

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36.0%)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7%)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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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일반시민의 약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43.5%) 평시 군 수사기관을

폐지해야(34.8%) 한다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60%도 비군사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

하거나(39.8%)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간부의 약 7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53.0%)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13.8%)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35%만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32.3%)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2%)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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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평시 軍 수사기관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 7. 29.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응답(협조)율
· 조사요청 7,854명, 조사참여 1,05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7%, 참여대비 94.9%)

조사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2일(목)

조사/ 실사 기관 · KIDA / (주)케이스탯리서치

       * 응답자 특성표

         

Base=전체 사례수 (명) 계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자 (498) 49.8

여자 (502) 50.2

연령 　 　

18-29세 (176) 17.6

30-39세 (152) 15.2

40-49세 (188) 18.8

50-59세 (195) 19.5

60세이상 (289) 28.9

군복무 경험 　 　

있음
(417)

(남자 417)
41.7

없음
(583)

(남자 81, 여자 502)
58.3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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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결과 요약

①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60%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민간수시기관과 민간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

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연령대가 저연령대보다 강했다.

②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5.4%) 한다고 응답했다.

 -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선택하는 비율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③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

나(43.5%)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4.8%) 한다고 응답했다.

 - 비군사범죄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평시 군 수사기관 폐지를 선택하는 비율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④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70%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모두를 전반적으로 신뢰

하지 않으며,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비군사범죄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보호 노력을 부정

적으로 평가했고, 군검찰의 구형과 군사법원의 양형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군사경찰 및 군검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강했다.

 - 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0

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⑤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와 군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군내 범

죄 신고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⑥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와 상급 부대 지휘관의 부

당한 개입이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 조사 결과 요약

①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45.5%와 일반간부의 41.6%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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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43.9%와 일반간부의 38.1%가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사

건을 민간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60%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②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38.6%와 일반간부의 39.2%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 설문

에 참여한 병사의 38.7%와 일반간부의 38.3%가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③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약 70%가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39.8%)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간부의 약 70%도 일반사

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53.5%)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14.5%) 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39%만이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36.0%)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7%)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5.4%) 한다고 응답했다.

④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약 6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39.8%)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간부의 약 

66%도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53.0%)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13.8%)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35%만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32.3%)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2.2%)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43.5%)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4.8%) 한다고 응답했다.

④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와 일반 간부의 약 70%와 장군의 80~90%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

법원 모두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였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70%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모두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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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와 일반 간부는 지휘관의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가 군내 범죄 신고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⑥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와 일반 간부는 지휘관의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가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25%만이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가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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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군 수사 및 재판 절차 인지도) 귀하께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2.8 29.9 32.7 52.0 15.3 67.3

(단위 : %)

① 응답자의 67.3%가 군사법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F=.676, p=.411), 연령대(F=1.906, p=.107), 군복

무 경험 유무(F=1.831, p=.176)에 따라 군사법제도에 대한 지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2019년 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

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56.9%(전혀 모른다: 11.3%, 모르는 편이다: 45.6%)로 나타났다(법제연구원, 2019). 이 결과와 비

교한다면, 군사법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식수준은 법 일반에 대한 지식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2] (군인/군무원 신고를 꺼리는 이유) 군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9.2 37.3 46.5 42.8 10.7 53.5

2)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35.2 47.3 82.5 15.1 2.4 17.5

3)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38.0 42.0 80.0 17.6 2.4 20.0

4) 주변인에게 비난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시달릴까 걱정돼서 29.1 51.0 80.1 16.5 3.4 19.9

5) 가해자 외의 다른 사람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17.2 53.9 71.1 25.1 3.8 28.9

6) 감추고 싶은 피해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25.7 48.9 74.6 21.6 3.8 25.4

7) 문제 장병으로 낙인 찍혀 부대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37.7 45.0 82.7 15.1 2.2 17.3

8) 보직,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 42.7 39.6 82.3 15.9 1.8 17.7

① 군내 범죄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문제 장병으로 낙인찍힘’(82.7%)이나 ‘보직, 진급 등에서 불이익’(82.3%)과 같은 신

고에 따른 불이익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었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82.5%)과 같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도 뒤를 이었다. ‘주변인에게 비난이나 합의 종용 등’(80.1%)이나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80.0%)과 

같은 2차 가해에 걱정도 주요한 이유로 지목되었다.

② ‘2)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3.581, p=.059), 군복무 경험 유

무(F=.643, p=.423), 연령대(F=.855, p=.49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 반면에 ‘3)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9.245, p<.05), 군복무 경험 유무(F=4.351, 

p<.05), 연령대(F=2.633, p=<.05)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주변인에게 비난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시달

릴까 걱정돼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4.526, p<.05)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7) 문제 장병으로 낙인 

찍혀 부대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5.468, p<.05), 군복무 경험 유무(F=3.993, p<.05)에 따

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8) 보직,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15.088, 

p<.001), 군복무 경험 유무(F=15.064, p<.001), 연령대(F=5.823, p=<.0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선택 비율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선택 비율의 차이였다(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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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유) 부대(기관)의 장이나 사건 처리 관련자들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17.6 35.8 53.4 35.4 11.2 46.6

2) 부대 내 문제는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3.5 44.0 67.5 25.7 6.8 32.5

3) 범죄 발생 부대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가 걱정돼서 38.2 43.0 81.2 16.2 2.6 18.8

4) 지휘관의 사건 처리 역량이 부족해서 23.4 45.5 68.9 27.3 3.8 31.1

5) 상급 부대 지휘관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37.0 43.2 80.2 16.7 3.1 19.8

①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81.2%)와 ‘상급 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80.2%)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참고로 이는 2019년 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 우

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7.6%)이 지목된 결과와 유사

하다(붙임2. 참고).

② ‘3) 범죄 발생 부대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가 걱정돼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10.361, p<.05), 군복무 경험 유

무(F=12.924, p<.001), 연령대(F=3.646, p=<.05)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상급 부대 지휘관이 사건 처리

에 부당하게 개입해서’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F=4.742, p<.05), 연령대(F=2.990, p=<.05)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선택 비율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선택 비율

의 차이였다.

[문4] (사건 수사 기관) 귀하께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민간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軍 수사기관 민간수사기관이든 軍 수사기관이든
상관없음

59.9 17.2 22.9

(단위 : %)

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59.9%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당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② 선호하는 수사기관 선택 비율은 성별(χ2=7.389, p<.05), 군복무 경험 유무(χ2=7.652, p<.05), 연령대(χ2=17.505,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62.9%)이 여성(57.0%)보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64.7%)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56.4%)보다, 고연령대(50대: 68.2%)가 저연령대(20대 이하: 50.0%)보다 민간수사기관을 선호한다고 응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Base=전체 사례수 (명)
민간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軍 수사기관

민간수사기관이든 軍 

수사기관이든 상관없음
계

▣ 전체 ▣ (1000) 59.9 17.2 22.9 100.0
성별 　 　 　 　

남자 (498) 62.9 17.9 19.3 100.0
여자 (502) 57.0 16.5 26.5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64.7 16.1 19.2 100.0
없음 (583) 56.4 18.0 25.6 100.0

연령 　 　 　 　
18-29세 (176) 50.0 22.7 27.3 100.0
30-39세 (152) 59.2 17.8 23.0 100.0
40-49세 (188) 55.9 20.7 23.4 100.0
50-59세 (195) 68.2 13.3 18.5 100.0
60세이상 (289) 63.3 13.8 22.8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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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사건 재판 기관) 귀하께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민간법원 군사법원 민간법원이든 군사법원이든 
상관없음

61.7 18.1 20.2

(단위 : %)

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였으면 좋겠

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당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

② 선호하는 법원 선택 비율은 성별(χ2=7.963, p<.05), 군복무 경험 유무(χ2=11.071, p<.05), 연령대(χ2=24.817, p<.05)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65.1%)이 여성(58.4%)보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67.6%)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57.5%)보다, 고연령대(50대: 69.7%)가 저연령대(20대 이하: 51.1%)보다 민간법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

는 비율이 높았다.

Base=전체 사례수 (명) 민간법원 군사법원
민간법원이든 

군사법원이든 상관없음
계

▣ 전체 ▣ (1000) 61.7 18.1 20.2 100.0

성별 　 　 　 　
남자 (498) 65.1 18.3 16.7 100.0
여자 (502) 58.4 17.9 23.7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67.6 16.1 16.3 100.0
없음 (583) 57.5 19.6 23.0 100.0

연령 　 　 　 　
18-29세 (176) 51.1 22.7 26.1 100.0
30-39세 (152) 59.2 19.1 21.7 100.0
40-49세 (188) 55.3 23.9 20.7 100.0
50-59세 (195) 69.7 12.3 17.9 100.0
60세이상 (289) 68.2 14.9 17.0 100.0

(단위 : %)

[문6]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 인식) 귀하께서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고, 그 외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군사 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비군사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9.1 14.2 41.3 35.4

(단위 : %)

①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비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6.7%로 나타났다. 반면

에 현행 군사법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② 선호하는 법원 선택 비율은 성별(χ2=15.629, p<.05), 군복무 경험 유무(χ2=14.459, p<.05), 연령대(χ2=22.09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

다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범죄만 민간법

원에서 재판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18.3%)이 남성(10.0%)보다 높았다. 흥미롭게도 18~39세 연령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선택한 비율이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지만, 40세 이

상의 연령대에서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 

Base=전체 사례수 (명) 현행 체제 유지
성범죄만 

민간법원에서

비군사범죄는 

민간법원에서

모든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계

▣ 전체 ▣ (1000) 9.1 14.2 41.3 35.4 100.0

성별 　 　 　 　 　
남자 (498) 10.6 10.0 42.4 36.9 100.0
여자 (502) 7.6 18.3 40.2 33.9 100.0

(단위 : %)



4

[문7] (평시 軍 수사기관 수사권 범위 인식) 귀하께서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 軍 수사기관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군사 관련 범죄는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비군사범죄는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9.0 12.7 43.5 34.8

(단위 : %)

① 평시 군 수사기관을 폐지하거나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8.3%로 나타났

다. 반면에 현행 군 수사기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0%에 그쳤다.

② 선호하는 수시기관 선택 비율은 성별(χ2=17.819, p<.001), 군복무 경험 유무(χ2=14.412, p<.05), 연령대(χ2=32.04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군복무 경험이 없

는 사람보다 비군사범죄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평시 군 수사기관 폐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범죄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16.9%)이 남성(8.4%)보다 높았다. 흥미롭게도 18~39세 

연령대에서는 평시 군 수사기관 폐지를 선택한 비율이 비군사범죄 수사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

보다 높았지만,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 

Base=전체 사례수 (명) 현행 체제 유지
성범죄만 

민간수사기관에서

비군사범죄는 

민간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는 

민간수사기관에서
계

▣ 전체 ▣ (1000) 9.0 12.7 43.5 34.8 100.0
성별 　 　 　 　 　

남자 (498) 10.2 8.4 44.0 37.3 100.0
여자 (502) 7.8 16.9 43.0 32.3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10.6 8.2 44.8 36.5 100.0
없음 (583) 7.9 16.0 42.5 33.6 100.0

연령 　 　 　 　 　
18-29세 (176) 8.0 14.2 31.8 46.0 100.0
30-39세 (152) 9.2 9.2 35.5 46.1 100.0
40-49세 (188) 8.5 13.3 48.4 29.8 100.0
50-59세 (195) 10.3 13.3 49.2 27.2 100.0
60세이상 (289) 9.0 12.8 47.8 30.4 100.0

(단위 : %)

[문8] (군사경찰에 대한 인식) 군사경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사경찰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4.0 23.2 27.2 50.0 22.8 72.8

2) 군사경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9.1 35.5 44.6 38.4 17.0 55.4

3) 군사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한다 4.9 22.6 27.5 49.5 23.0 72.5

4) 군사경찰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6.4 42.1 48.5 39.6 11.9 51.5

5) 군사경찰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4.4 22.7 27.1 55.4 17.5 72.9

6) 군사경찰은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5.8 25.3 31.1 49.5 19.4 68.9

7)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4.9 22.3 27.2 50.3 22.5 72.8

군복무 경험 　 　 　 　 　
있음 (417) 11.0 9.6 43.4 36.0 100.0
없음 (583) 7.7 17.5 39.8 35.0 100.0

연령 　 　 　 　 　
18-29세 (176) 8.5 15.9 31.8 43.8 100.0
30-39세 (152) 9.9 11.8 33.6 44.7 100.0
40-49세 (188) 8.5 13.3 44.7 33.5 100.0
50-59세 (195) 9.2 15.4 44.1 31.3 100.0
60세이상 (289) 9.3 14.2 47.1 2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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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고, 공정성(27.5%)과 일반범죄에 대한 전문성(27.1%) 그리고 인

권보호 노력(피해자 27.2%, 피의자 31.1%)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았다. 2019년 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조사와의 직접

적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경찰의 법준수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이 50.4%였던 것에 견주어 군사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군사경찰에 대한 평가 문항의 Cronbach α=.85로 문항 내적 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 reliability), 즉 신뢰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에서는 응답자별로 각 문항의 평정치 평균값을 ‘군사경찰에 대한 부정적 평가’ 측정치

로 활용하였다. 군사경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군복무 경험 유무(F=5.560, p<.05), 연령대(F=2.890, p<.05)에 따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M=2.814, SD=.622)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M=2.791, 

SD=.531)보다 군사경찰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50대 응답자(M=2.866, SD=.575)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군사경찰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0세 이상(M=2.802, SD=.517)이 그 뒤를 이었다.

   

Base=전체 사례수 (명) 군사경찰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전체 ▣ (1000) 2.802 (SD=.578)
성별 　 　

남자 (498) 2.814 (SD=.622)
여자 (502) 2.791 (SD=.531)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844 (SD=.625)
없음 (583) 2.772 (SD=.540)

연령 　 　
18-29세 (176) 2.697 (SD=.629)
30-39세 (152) 2.770 (SD=.636)
40-49세 (188) 2.772 (SD=.558)
50-59세 (195) 2.866 (SD=.575)
60세이상 (289) 2.802 (SD=.517)

[문9] (군검찰에 대한 인식) 군검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검찰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4.5 23.2 27.7 50.8 21.5 72.3

2) 군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7.4 36.5 43.9 37.8 18.3 56.1

3) 군검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한다 4.9 22.3 27.2 49.9 22.9 72.8

4) 군검찰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6.3 41.5 47.8 40.2 12.0 52.2

5) 군검찰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5.5 23.5 29.0 50.3 20.7 71.0

6) 군검찰은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6.0 25.4 31.4 47.9 20.7 68.6

7) 군검찰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3.9 23.6 27.5 48.0 24.5 72.5

8) 군검찰은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다 5.3 27.2 32.5 48.8 18.7 67.5

① 군검찰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고, 공정성(27.2%)과 일반범죄에 대한 전문성(29.0%) 그리고 인권

보호 노력(피해자 27.5%, 피의자 31.4%)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았다. 또한 군검찰의 형량 적정성(32.5%)에 대한 긍정

적 인식도 낮았다. 2019년 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조사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검찰의 법준

수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이 41.4%였던 것에 견주어 군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군검찰에 대한 평가 문항의 Cronbach α=.89로 문항 내적 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 reliability), 즉 신뢰도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에서는 응답자별로 각 문항의 평정치 평균값을 ‘군검찰에 대한 부정적 평가’ 측정치로 활

용하였다. 군검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군복무 경험 유무(F=4.397, p<.05), 연령대(F=3.801, p<.01)에 따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M=2.861, SD=.647)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M=2.774, SD=.565)보다 

군검찰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50대 응답자(M=2.901, SD=.58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군검찰을 가

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0세 이상(M=2.850, SD=.550)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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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전체 사례수 (명) 군검찰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전체 ▣ (1000) 2.811 (SD=.602)
성별 　 　

남자 (498) 2.833 (SD=.638)
여자 (502) 2.788 (SD=.564)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861 (SD=.647)
없음 (583) 2.774 (SD=.565)

연령 　 　
18-29세 (176) 2.695 (SD=.644)
30-39세 (152) 2.774 (SD=.674)
40-49세 (188) 2.800 (SD=.581)
50-59세 (195) 2.901 (SD=.584)
60세이상 (289) 2.850 (SD=.550)

[문10] (군사법원에 대한 인식) 군사법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사법원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4.5 23.9 28.4 50.2 21.4 71.6

2) 군사법원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8.1 35.9 44.0 40.1 15.9 56.0

3) 군사법원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4.2 24.5 28.7 50.9 20.4 71.3

4) 군사법원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재판에 전문성이 있다

6.4 44.3 50.7 36.2 13.1 49.3

5) 군사법원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재판에 전문성이 있다 4.5 23.8 28.3 51.2 20.5 71.7

6) 군사법원은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5.3 28.4 33.7 47.0 19.3 66.3

7)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4.9 24.6 29.5 47.4 23.1 70.5

8) 군사법원은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다 4.3 28.6 32.9 51.0 16.1 67.1

①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고, 공정성(28.7%)과 일반범죄에 대한 전문성(28.3%) 그리고 인

권보호 노력(피해자 29.5%, 피의자 33.7%)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았다. 또한 군사법원의 양형 적정성(32.9%)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았다. 2019년 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조사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법원의 

법준수 여부에 대한 긍정 인식이 49.3%였던 것에 견주어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군사법원에 대한 평가 문항의 Cronbach α=.89로 문항 내적 합치도(inter-item consistency reliability), 즉 신뢰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에서는 응답자별로 각 문항의 평정치 평균값을 ‘군사법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 측정치

로 활용하였다. 군사법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연령대(F=4.577, p<.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50대 

응답자(M=2.901, SD=.59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군사법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0세 이상(M=2.850, SD=.568)

이 그 뒤를 이었다.

   

Base=전체 사례수 (명) 군사법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전체 ▣ (1000) 2.789 (SD=.596)
성별 　 　

남자 (498) 2.825 (SD=.622)
여자 (502) 2.788 (SD=.57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848 (SD=.628)
없음 (583) 2.747 (SD=.568)

연령 　 　
18-29세 (176) 2.695 (SD=.634)
30-39세 (152) 2.774 (SD=.626)
40-49세 (188) 2.800 (SD=.561)
50-59세 (195) 2.901 (SD=.590)
60세이상 (289) 2.850 (SD=.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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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군인/군무원 신고를 꺼리는 이유

[문2] (군인/군무원 신고를 꺼리는 이유) 군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9.2 37.3 46.5 42.8 10.7 53.5 100.0

성별 　 　 　 　 　 　 　

남자 (498) 9.2 36.9 46.2 42.2 11.6 53.8 100.0

여자 (502) 9.2 37.6 46.8 43.4 9.8 53.2 100.0

연령 　 　 　 　 　 　 　

18-29세 (176) 10.2 34.1 44.3 42.6 13.1 55.7 100.0

30-39세 (152) 9.2 46.7 55.9 34.2 9.9 44.1 100.0

40-49세 (188) 8.5 35.6 44.1 45.7 10.1 55.9 100.0

50-59세 (195) 9.2 36.4 45.6 41.5 12.8 54.4 100.0

60세이상 (289) 9.0 36.0 45.0 46.4 8.7 55.0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9.1 37.4 46.5 41.0 12.5 53.5 100.0

없음 (583) 9.3 37.2 46.5 44.1 9.4 53.5 100.0

(단위 : %)

2)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35.2 47.3 82.5 15.1 2.4 17.5 100.0

성별 　 　 　 　 　 　 　

남자 (498) 33.1 46.8 79.9 17.7 2.4 20.1 100.0

여자 (502) 37.3 47.8 85.1 12.5 2.4 14.9 100.0

연령 　 　 　 　 　 　 　

18-29세 (176) 36.9 42.0 79.0 17.6 3.4 21.0 100.0

30-39세 (152) 34.2 46.1 80.3 18.4 1.3 19.7 100.0

40-49세 (188) 31.4 48.4 79.8 19.1 1.1 20.2 100.0

50-59세 (195) 38.5 46.7 85.1 12.3 2.6 14.9 100.0

60세이상 (289) 34.9 50.9 85.8 11.1 3.1 14.2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33.8 46.3 80.1 17.7 2.2 19.9 100.0

없음 (583) 36.2 48.0 84.2 13.2 2.6 15.8 100.0

(단위 : %)

3)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38.0 42.0 80.0 17.6 2.4 20.0 100.0

성별 　 　 　 　 　 　 　

남자 (498) 36.1 41.4 77.5 19.1 3.4 22.5 100.0

여자 (502) 39.8 42.6 82.5 16.1 1.4 17.5 100.0

연령 　 　 　 　 　 　 　

18-29세 (176) 36.4 37.5 73.9 21.6 4.5 26.1 100.0

30-39세 (152) 39.5 40.1 79.6 17.1 3.3 20.4 100.0

40-49세 (188) 34.0 40.4 74.5 23.4 2.1 25.5 100.0

50-59세 (195) 42.6 42.1 84.6 13.8 1.5 15.4 100.0

60세이상 (289) 37.7 46.7 84.4 14.2 1.4 15.6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36.9 43.4 80.3 16.1 3.6 19.7 100.0

없음 (583) 38.8 41.0 79.8 18.7 1.5 20.2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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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인에게 비난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시달릴까 걱정돼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29.1 51.0 80.1 16.5 3.4 19.9 100.0

성별 　 　 　 　 　 　 　

남자 (498) 26.3 53.6 79.9 16.3 3.8 20.1 100.0

여자 (502) 31.9 48.4 80.3 16.7 3.0 19.7 100.0

연령 　 　 　 　 　 　 　

18-29세 (176) 30.1 46.0 76.1 18.2 5.7 23.9 100.0

30-39세 (152) 32.9 44.1 77.0 17.8 5.3 23.0 100.0

40-49세 (188) 28.7 47.9 76.6 19.1 4.3 23.4 100.0

50-59세 (195) 31.8 52.3 84.1 14.4 1.5 15.9 100.0

60세이상 (289) 24.9 58.8 83.7 14.5 1.7 16.3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6.6 54.9 81.5 15.1 3.4 18.5 100.0

없음 (583) 30.9 48.2 79.1 17.5 3.4 20.9 100.0

(단위 : %)

5) 가해자 외 다른 사람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17.2 53.9 71.1 25.1 3.8 28.9 100.0

성별 　 　 　 　 　 　 　

남자 (498) 15.9 52.4 68.3 27.9 3.8 31.7 100.0

여자 (502) 18.5 55.4 73.9 22.3 3.8 26.1 100.0

연령 　 　 　 　 　 　 　

18-29세 (176) 15.9 46.6 62.5 31.8 5.7 37.5 100.0

30-39세 (152) 21.1 55.3 76.3 19.7 3.9 23.7 100.0

40-49세 (188) 14.9 51.1 66.0 30.3 3.7 34.0 100.0

50-59세 (195) 21.0 52.8 73.8 22.6 3.6 26.2 100.0

60세이상 (289) 14.9 60.2 75.1 22.1 2.8 24.9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15.3 54.2 69.5 26.4 4.1 30.5 100.0

없음 (583) 18.5 53.7 72.2 24.2 3.6 27.8 100.0

(단위 : %)

6) 감추고 싶은 피해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25.7 48.9 74.6 21.6 3.8 25.4 100.0

성별 　 　 　 　 　 　 　

남자 (498) 22.9 48.2 71.1 24.1 4.8 28.9 100.0

여자 (502) 28.5 49.6 78.1 19.1 2.8 21.9 100.0

연령 　 　 　 　 　 　 　

18-29세 (176) 27.3 44.9 72.2 22.7 5.1 27.8 100.0

30-39세 (152) 30.3 39.5 69.7 24.3 5.9 30.3 100.0

40-49세 (188) 22.3 47.9 70.2 27.1 2.7 29.8 100.0

50-59세 (195) 27.2 50.8 77.9 18.5 3.6 22.1 100.0

60세이상 (289) 23.5 55.7 79.2 18.0 2.8 20.8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3.3 49.9 73.1 22.1 4.8 26.9 100.0

없음 (583) 27.4 48.2 75.6 21.3 3.1 24.4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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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장병으로 낙인찍혀 부대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37.7 45.0 82.7 15.1 2.2 17.3 100.0

성별 　 　 　 　 　 　 　

남자 (498) 34.7 48.2 82.9 14.7 2.4 17.1 100.0

여자 (502) 40.6 41.8 82.5 15.5 2.0 17.5 100.0

연령 　 　 　 　 　 　 　

18-29세 (176) 33.0 44.3 77.3 17.0 5.7 22.7 100.0

30-39세 (152) 36.8 42.1 78.9 20.4 0.7 21.1 100.0

40-49세 (188) 34.0 47.3 81.4 18.1 0.5 18.6 100.0

50-59세 (195) 39.5 47.2 86.7 10.8 2.6 13.3 100.0

60세이상 (289) 42.2 43.9 86.2 12.1 1.7 13.8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36.9 47.2 84.2 13.4 2.4 15.8 100.0

없음 (583) 38.3 43.4 81.6 16.3 2.1 18.4 100.0

(단위 : %)

8) 보직,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42.7 39.6 82.3 15.9 1.8 17.7 100.0

성별 　 　 　 　 　 　 　

남자 (498) 42.0 39.2 81.1 16.9 2.0 18.9 100.0

여자 (502) 43.4 40.0 83.5 14.9 1.6 16.5 100.0

연령 　 　 　 　 　 　 　

18-29세 (176) 36.9 36.4 73.3 22.7 4.0 26.7 100.0

30-39세 (152) 38.8 40.8 79.6 17.8 2.6 20.4 100.0

40-49세 (188) 38.8 39.4 78.2 21.3 0.5 21.8 100.0

50-59세 (195) 50.3 36.9 87.2 11.8 1.0 12.8 100.0

60세이상 (289) 45.7 42.9 88.6 10.0 1.4 11.4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45.3 38.6 83.9 14.1 1.9 16.1 100.0

없음 (583) 40.8 40.3 81.1 17.2 1.7 18.9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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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유

[문3]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유) 부대(기관)의 장이나 사건 처리 관련자들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17.6 35.8 53.4 35.4 11.2 46.6 100.0

성별 　 　 　 　 　 　 　

남자 (498) 16.3 33.1 49.4 38.2 12.4 50.6 100.0

여자 (502) 18.9 38.4 57.4 32.7 10.0 42.6 100.0

연령 　 　 　 　 　 　 　

18-29세 (176) 18.8 38.1 56.8 27.8 15.3 43.2 100.0

30-39세 (152) 21.7 40.1 61.8 30.9 7.2 38.2 100.0

40-49세 (188) 14.4 41.5 55.9 35.1 9.0 44.1 100.0

50-59세 (195) 14.9 31.3 46.2 41.0 12.8 53.8 100.0

60세이상 (289) 18.7 31.5 50.2 38.8 11.1 49.8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16.3 33.3 49.6 36.9 13.4 50.4 100.0

없음 (583) 18.5 37.6 56.1 34.3 9.6 43.9 100.0

(단위 : %)

2) 부대 내 문제는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23.5 44.0 67.5 25.7 6.8 32.5 100.0

성별 　 　 　 　 　 　 　

남자 (498) 21.3 47.8 69.1 24.5 6.4 30.9 100.0

여자 (502) 25.7 40.2 65.9 26.9 7.2 34.1 100.0

연령 　 　 　 　 　 　 　

18-29세 (176) 22.7 39.8 62.5 28.4 9.1 37.5 100.0

30-39세 (152) 25.7 40.8 66.4 25.7 7.9 33.6 100.0

40-49세 (188) 22.9 41.0 63.8 30.3 5.9 36.2 100.0

50-59세 (195) 26.2 44.1 70.3 22.1 7.7 29.7 100.0

60세이상 (289) 21.5 50.2 71.6 23.5 4.8 28.4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1.8 48.2 70.0 23.3 6.7 30.0 100.0

없음 (583) 24.7 41.0 65.7 27.4 6.9 34.3 100.0

(단위 : %)

3) 범죄발생 부대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 평가가 걱정돼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38.2 43.0 81.2 16.2 2.6 18.8 100.0

성별 　 　 　 　 　 　 　

남자 (498) 38.2 43.2 81.3 16.1 2.6 18.7 100.0

여자 (502) 38.2 42.8 81.1 16.3 2.6 18.9 100.0

연령 　 　 　 　 　 　 　

18-29세 (176) 36.4 39.8 76.1 17.6 6.3 23.9 100.0

30-39세 (152) 34.9 42.8 77.6 18.4 3.9 22.4 100.0

40-49세 (188) 34.6 43.1 77.7 20.2 2.1 22.3 100.0

50-59세 (195) 42.6 43.6 86.2 11.8 2.1 13.8 100.0

60세이상 (289) 40.5 44.6 85.1 14.5 0.3 14.9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41.0 42.7 83.7 14.4 1.9 16.3 100.0

없음 (583) 36.2 43.2 79.4 17.5 3.1 20.6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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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휘관의 사건처리 역량이 부족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23.4 45.5 68.9 27.3 3.8 31.1 100.0

성별 　 　 　 　 　 　 　

남자 (498) 22.7 46.2 68.9 27.5 3.6 31.1 100.0

여자 (502) 24.1 44.8 68.9 27.1 4.0 31.1 100.0

연령 　 　 　 　 　 　 　

18-29세 (176) 24.4 40.9 65.3 29.0 5.7 34.7 100.0

30-39세 (152) 26.3 50.0 76.3 20.4 3.3 23.7 100.0

40-49세 (188) 22.3 47.9 70.2 26.1 3.7 29.8 100.0

50-59세 (195) 28.2 43.6 71.8 25.6 2.6 28.2 100.0

60세이상 (289) 18.7 45.7 64.4 31.8 3.8 35.6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23.0 46.3 69.3 26.6 4.1 30.7 100.0

없음 (583) 23.7 44.9 68.6 27.8 3.6 31.4 100.0

(단위 : %)

5) 상급부대 지휘관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얺다

③+④ 

그렇지 않다
계

▣ 전체 ▣ (1000) 37.0 43.2 80.2 16.7 3.1 19.8 100.0

성별 　 　 　 　 　 　 　

남자 (498) 34.5 43.2 77.7 18.7 3.6 22.3 100.0

여자 (502) 39.4 43.2 82.7 14.7 2.6 17.3 100.0

연령 　 　 　 　 　 　 　

18-29세 (176) 32.4 44.9 77.3 18.8 4.0 22.7 100.0

30-39세 (152) 36.8 36.2 73.0 20.4 6.6 27.0 100.0

40-49세 (188) 37.8 39.4 77.1 21.8 1.1 22.9 100.0

50-59세 (195) 43.1 43.1 86.2 12.3 1.5 13.8 100.0

60세이상 (289) 35.3 48.4 83.7 13.1 3.1 16.3 100.0

군복무 경험 　 　 　 　 　 　 　

있음 (417) 36.0 41.7 77.7 18.7 3.6 22.3 100.0

없음 (583) 37.7 44.3 82.0 15.3 2.7 18.0 100.0

(단위 : %)



군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주요 빈도 보고

2021. 8. 9.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병사, 일반간부, 장군
표집방법 · 군별, 계급별, 성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1%p 
조사방법 · 웹조사
조사일시 · 2021년 7월 26일(월) ∼ 8월 5일(목)

조사/ 실사 기관 · KIDA

       * 응답자 특성표

        <병사>

         

Base=전체 사례수 (명) 계
▣ 전체 ▣ 1366 100.0

소속 군 　 　
육군 738 54.0
해군 140 10.2

해병대 245 17.9
공군 243 17.8

계급 　 　
이병 211 15.4
일병 426 31.2
상병 388 28.4
병장 341 25.0

군 수사 및 재판 기관 근무 경험 　 　
있음 30 2.2
없음 1336 97.8

(단위 : %)

        

         <일반 간부>

      

Base=전체 사례수 (명) 계
▣ 전체 ▣ 1440 100.0

소속 군 　 　
육군 569 39.5
해군 291 20.2

해병대 231 16.0
공군 349 24.2

계급 　 　
부사관 638 44.3 

위관급 장교 288 20.0 
영관급 장교 200 13.9 

군무원 314 21.8 
성별 　 　

남성 1131 78.5 
여성 309 21.5 

군 수사 및 재판 기관 근무 경험 　 　
있음 57 4.0
없음 1383 96.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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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Base=전체 사례수 (명) 계
▣ 전체 ▣ 186 100.0

소속 군 　 　
육군 106 57.0
해군 25 13.4

해병대 10 5.4
공군 45 24.2

계급 　 　
준장 108 58.1
소장 59 31.7

중장 이상 19 10.2
군 수사 및 재판 기관 근무 경험 　 　

있음 8 4.3
없음 178 95.7

(단위 : %)

     ■ 조사 결과 요약

①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45.5%와 일반간부의 41.6%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43.9%와 일반간부의 38.1%가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사

건을 민간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60%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②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38.6%와 일반간부의 39.2%가 자기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 설문

에 참여한 병사의 38.7%와 일반간부의 38.3%가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③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약 70%가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39.8%)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간부의 약 70%도 일반사

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53.5%)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14.5%) 한다

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39%만이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

(36.0%)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7%)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5.4%)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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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약 6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39.8%)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21.7%)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간부의 약 

66%도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53.0%)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13.8%)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35%만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32.3%)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2.2%) 한다고 응답했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80%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

(43.5%) 평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을 폐지해야(34.8%) 한다고 응답했다.

⑤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와 일반 간부의 약 70%와 장군의 80~90%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

법원 모두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였다. 

   cf. 본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 70%가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모두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

았다.

⑥ 본 설문에 참여한 군장병과 장군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과 부대 생활의 어려움 

우려가 군내 범죄 신고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⑦ 본 설문에 참여한 병사와 일반 간부는 지휘관의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가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장군의 약 25%만이 부정적 

인사평가 우려가 군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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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군 수사 및 재판 절차 인지도) 귀하께서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시민 2.8 29.9 32.7 52.0 15.3 67.3

병사 6.5 25.4 31.9 48.2 19.8 68.1

간부 13.8 35.8 49.5 40.2 10.3 50.5

장군 23.7 59.7 83.3 16.1 0.5 16.7

(단위 : %)

[문2] (군인/군무원 신고를 꺼리는 이유) 군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시민 9.2 37.3 46.5 42.8 10.7 53.5

병사 6.0 24.1 30.1 35.9 34.0 69.9

간부 4.4 21.5 25.9 34.0 40.1 74.1

장군 1.6 10.8 12.4 51.1 36.6 87.6

2)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시민 35.2 47.3 82.5 15.1 2.4 17.5

병사 23.6 38.2 61.9 22.5 15.6 38.1

간부 23.8 37.8 61.5 20.6 17.8 38.5

장군 4.3 34.4 38.7 50.0 11.3 61.3

3)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시민 38.0 42.0 80.0 17.6 2.4 20.0

병사 24.5 38.4 62.8 20.1 17.1 37.2

간부 26.8 37.8 64.6 18.3 17.1 35.4

장군 6.5 41.9 48.4 41.4 10.2 51.6

4) 주변인에게 비난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시달릴까 
걱정돼서

시민 29.1 51.0 80.1 16.5 3.4 19.9

병사 21.0 37.8 58.8 24.1 17.1 51.2

간부 25.2 39.9 65.1 19.8 15.1 34.9

장군 9.7 37.6 47.3 42.5 10.2 52.7

5) 가해자 외의 다른 사람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시민 17.2 53.9 71.1 25.1 3.8 28.9

병사 21.7 42.6 64.3 21.8 13.8 35.7

간부 22.9 46.8 69.7 16.2 14.1 30.3

장군 10.2 61.3 71.5 25.3 3.2 28.5

6) 감추고 싶은 피해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시민 25.7 48.9 74.6 21.6 3.8 25.4

병사 23.4 40.0 63.4 20.8 15.8 36.6

간부 33.3 44.0 77.3 11.9 10.8 22.7

장군 28.0 59.1 87.1 9.7 3.2 12.9

7) 문제 장병으로 낙인 찍혀 부대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시민 37.7 45.0 82.7 15.1 2.2 17.3

병사 30.0 37.6 67.6 18.2 14.1 32.4

간부 34.0 40.3 74.3 13.8 11.9 25.7

장군 14.5 62.4 76.9 17.7 5.4 23.1

8) 보직,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서 

시민 42.7 39.6 82.3 15.9 1.8 17.7

병사 14.3 25.0 39.2 30.5 30.5 60.8

간부 34.0 38.4 72.4 13.9 13.8 24.6

장군 17.2 57.0 74.2 20.4 5.4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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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유) 부대(기관)의 장이나 사건 처리 관련자들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시민 17.6 35.8 53.4 35.4 11.2 46.6

병사 9.1 27.8 36.9 35.1 28.0 63.1

간부 6.2 21.9 28.1 39.2 32.8 72.9

장군 1.1 10.8 11.8 38.2 50.0 88.2

2) 부대 내 문제는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민 23.5 44.0 67.5 25.7 6.8 32.5

병사 23.0 41.1 64.1 21.5 14.4 37.9

간부 15.9 40.9 56.8 23.4 19.8 53.2

장군 1.6 24.7 26.3 37.6 36.0 73.7

3) 범죄 발생 부대 지휘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가 
걱정돼서

시민 38.2 43.0 81.2 16.2 2.6 18.8

병사 28.2 32.9 61.6 22.6 15.8 38.4

간부 26.3 37.2 63.5 23.4 19.8 36.5

장군 1.1 23.7 24.7 34.4 4.9 75.3

4) 지휘관의 사건 처리 역량이 부족해서

시민 23.4 45.5 68.9 27.3 3.8 31.1

병사 13.5 26.1 39.5 37.0 23.4 60.5

간부 9.8 21.3 31.1 38.8 30.1 68.9

장군 1.1 15.6 16.7 43.0 40.3 83.3

5) 상급 부대 지휘관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시민 37.0 43.2 80.2 16.7 3.1 19.8

병사 15.4 30.2 45.7 33.5 20.9 54.3

간부 10.4 25.4 35.8 36.5 27.7 64.2

장군 0.5 7.0 7.5 31.2 61.3 82.5

[문4] (사건 수사 기관) 귀하께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민간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軍 수사기관 민간수사기관이든 軍 수사기관이든
상관없음

시민 59.9 17.2 22.9

병사 45.5 12.3 42.2

간부 41.6 26.6 31.8

장군 - - -

(단위 : %)

[문4] (사건 수사 기관) 귀하께서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의 입건·체포·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가지기를 바랍니까?

민간수사기관
(경찰 및 검찰)

軍 수사기관 민간수사기관이든 軍 수사기관이든
상관없음

병사 43.9 12.1 44.2

간부 38.1 27.4 34.5

장군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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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사건 재판 기관) 귀하께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민간법원 군사법원
민간법원이든 군사법원이든 

상관없음

시민 61.7 18.1 20.2

병사 38.6 18.3 43.1

간부 39.2 27.5 33.3

장군 - - -

(단위 : %)

[문5] (사건 재판 기관) 귀하께서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민간법원 군사법원 민간법원이든 군사법원이든 
상관없음

병사 38.7 14.2 47.1

간부 38.3 26.7 35.0

장군 - - -

(단위 : %)

[문6]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 인식) 귀하께서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고, 그 외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군사 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비군사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시민 9.1 14.2 41.3 35.4

병사 25.5 11.3 40.8 22.3

간부 24.7 7.3 53.5 14.5

장군 48.4 12.9 36.0 2.7

(단위 : %)

[문7] (평시 軍 수사기관 수사권 범위 인식) 귀하께서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 軍 수사기관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군사 관련 범죄는 

軍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비군사범죄는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시민 9.0 12.7 43.5 34.8

병사 23.7 14.8 39.8 21.7

간부 24.7 8.5 53.0 13.8

장군 51.6 14.0 32.3 2.2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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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군사경찰에 대한 인식) 군사경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사경찰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시민 4.0 23.2 27.2 50.0 22.8 72.8

병사 20.1 52.9 72.9 21.6 5.5 27.2

간부 16.5 48.1 64.6 28.4 7.0 35.4

장군 26.3 61.3 87.6 11.8 0.5 12.4

2) 군사경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시민 9.1 35.5 44.6 38.4 17.0 55.4

병사 20.9 55.6 76.4 18.7 4.9 23.6

간부 19.7 45.4 65.1 25.8 9.2 34.9

장군 26.3 61.3 87.6 11.3 1.1 12.4

3) 군사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한다

시민 4.9 22.6 27.5 49.5 23.0 72.5

병사 21.3 54.1 75.4 20.7 3.9 24.6

간부 17.8 50.2 68.0 35.0 7.0 32.0

장군 28.0 62.9 90.9 9.1 0.0 9.1

4) 군사경찰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6.4 42.1 48.5 39.6 11.9 51.5

병사 22.8 53.5 76.4 18.9 4.8 23.6

간부 20.4 52.0 72.4 20.0 9.1 27.6

장군 39.8 53.8 93.5 6.5 0.0 6.5

5) 군사경찰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4.4 22.7 27.1 55.4 17.5 72.9

병사 19.2 50.8 70.0 24.2 5.9 30.0

간부 16.8 42.3 59.1 31.8 9.1 40.9

장군 17.7 56.5 74.2 25.3 0.5 25.8

6) 군사경찰은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5.8 25.3 31.1 49.5 19.4 68.9

병사 23.2 51.1 74.3 30.3 5.5 25.7

간부 18.4 47.2 67.2 24.7 8.1 32.8

장군 21.0 54.3 75.3 24.2 0.5 24.7

7)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4.9 22.3 27.2 50.3 22.5 72.8

병사 23.1 51.0 74.1 20.2 5.7 25.9

간부 19.4 47.8 67.2 24.7 8.1 32.8

장군 29.6 54.3 75.3 24.2 0.5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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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군검찰에 대한 인식) 군검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검찰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시민 4.5 23.2 27.7 50.8 21.5 72.3

병사 22.3 54.5 76.8 19.5 3.7 25.2

간부 17.4 51.6 69.0 24.7 6.3 31.0

장군 24.2 3.4 87.6 11.8 0.5 12.4

2) 군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시민 7.4 36.5 43.9 37.8 18.3 56.1

병사 22.1 56.3 78.4 18.1 3.5 21.6

간부 21.3 50.8 72.2 20.9 6.9 27.0

장군 35.5 54.3 89.8 9.1 1.1 10.2

3) 군검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한다

시민 4.9 22.3 27.2 49.9 22.9 72.8

병사 21.3 54.1 75.4 20.7 3.9 24.6

간부 18.5 53.9 72.4 21.8 5.8 27.6

장군 33.9 54.3 88.2 11.3 0.5 11.8

4) 군검찰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6.3 41.5 47.8 40.2 12.0 52.2

병사 23.9 56.8 80.7 16.8 2.6 19.3

간부 19.2 56.9 76.1 18.9 5.0 23.9

장군 30.1 54.3 84.4 14.5 1.1 15.6

5) 군검찰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5.5 23.5 29.0 50.3 20.7 71.0

병사 21.2 55.0 76.2 20.5 3.3 25.8

간부 18.3 51.4 69.7 24.9 5.4 30.3

장군 22.0 56.5 78.5 21.0 0.5 21.5

6) 군검찰은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6.0 25.4 31.4 47.9 20.7 68.6

병사 23.1 55.0 78.1 18.7 3.3 21.9

간부 20.2 50.3 70.5 23.1 6.4 29.5

장군 24.2 57.5 81.7 17.7 0.5 18.3

7) 군검찰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3.9 23.6 27.5 48.0 24.5 72.5

병사 22.9 53.9 76.8 19.5 3.7 25.2

간부 20.2 50.9 71.1 22.4 6.7 28.9

장군 29.0 58.1 87.1 12.9 0.0 12.9

8) 군검찰은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다

시민 5.3 27.2 32.5 48.8 18.7 67.5

병사 20.6 55.3 75.9 19.9 4.2 24.1

간부 17.4 51.7 69.2 24.1 6.7 30.8

장군 23.7 61.3 84.9 14.5 0.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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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군사법원에 대한 인식) 군사법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   유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1) 군사법원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시민 4.5 23.9 28.4 50.2 21.4 71.6

병사 21.8 56.6 76.8 19.5 3.7 25.2

간부 18.4 55.6 74.0 20.8 5.1 26.0

장군 28.0 64.0 91.9 7.5 0.5 8.1

2) 군사법원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시민 8.1 35.9 44.0 40.1 15.9 56.0

병사 24.4 56.8 81.2 15.8 3.0 18.8

간부 21.9 53.1 74.9 19.7 5.4 25.1

장군 37.6 54.3 91.9 7.0 1.1 8.1

3) 군사법원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시민 4.2 24.5 28.7 50.9 20.4 71.3

병사 23.6 55.7 79.4 17.8 2.9 20.6

간부 19.0 55.6 74.7 20.1 5.3 25.3

장군 34.4 59.1 93.5 5.9 0.5 6.5

4) 군사법원은 군사범죄(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재판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6.4 44.3 50.7 36.2 13.1 49.3

병사 25.5 56.7 82.3 14.9 2.9 17.7

간부 20.9 58.6 79.5 16.4 4.1 20.5

장군 38.7 54.3 93.0 7.0 0.0 7.0

5) 군사법원은 일반범죄(비군사범죄) 재판에 전문성이 있다

시민 4.5 23.8 28.3 51.2 20.5 71.7

병사 23.3 53.9 77.2 19.4 3.4 22.8

간부 18.3 54.9 73.2 21.8 5.0 26.8

장군 19.4 61.8 81.2 18.8 0.0 18.0

6) 군사법원은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5.3 28.4 33.7 47.0 19.3 66.3

병사 23.4 55.1 78.5 18.5 3.0 21.5

간부 20.3 54.7 75.0 20.2 4.8 25.0

장군 29.6 58.1 87.6 11.8 0.5 12.4

7)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시민 4.9 24.6 29.5 47.4 23.1 70.5

병사 24.2 53.0 77.2 19.1 3.7 22.8

간부 20.9 54.4 75.3 20.3 4.4 24.8

장군 32.3 60.2 92.5 7.5 0.0 7.5

8) 군사법원은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다

시민 4.3 28.6 32.9 51.0 16.1 67.1

병사 22.7 54.9 77.6 18.0 4.4 22.4

간부 17.9 55.0 72.9 21.5 5.6 27.1

장군 29.0 61.3 90.3 9.1 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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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ᅮᆫ사법제도_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_주요_결과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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