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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14년 3월 시행된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

한 엄정 대응 정책이 실제 판결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이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분석자료는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약

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비교집단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

지 3개월간의 약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실험집단으로 사용하였

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총 1,519건으로, 재판의 종류와 형벌의 종

류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분석 모형

을 설정하였다. 첫째, 약식명령 사건, 둘째,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 선고된 사건, 셋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

건, 넷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분

석 절차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평균처리효과(ATE)와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통해 추

정한 정책 시행의 영향을 받은 사건에 한정한 평균처리효과(ATET)를 

비교해보고, 회귀모형을 통해 다른 통제변수들이 양형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 방법(PSM) 

이외에 마할라노비스 매칭 방법(MDM) 및 역확률 매칭 방법(IPW)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강건함(robustness)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매칭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칭의 질을 확

인함으로써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은 입법을 통한 법정형 

강화 없이 실질적으로 형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특수한 측면을 지닌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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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 할 때, 입법적 구현이 아닌, 형사사법

기관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캠페인과 같이 추진한 엄벌주의적 기획이 

실제 선고 형량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현상일 것이다. 물론 이미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한계 내에서 구형

을 높임으로써 선고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검찰에게 허용되어 있는 

권한이자 역할로 볼 수도 있으나 만약 그 영향력의 크기가 형사사법

기관에게 주어진 합당한 재량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를 왜곡하는 현상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에 구속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준사법기관으로

서의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어느 정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일견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어떤 형종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형량 강화가 이루어

지는지 엄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여 법

원은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지 면밀히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벌금형에서의 선고형량

이 약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시행 이전인 2013년 

벌금형의 선고액수는 평균 약 242만원이었으므로 44%에 달하는 상당

한 수준의 형량 강화가 검찰의 독자적인 추동으로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 실형의 경우 약 0.6개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시행 

이전의 평균형량에 비해 약 9% 정도의 증가폭이다. 이 또한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크기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부가한 사건에서는 그 사건 수 자체도 크게 늘었으나 형량 자체가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벌금형을 선고하던 경

미한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이 대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을 때 사법

부는 이전보다 형량을 더 낮추고 집행유예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즉 



- iii -

집행유예제도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제어한다는 분석 

결과이다. 또한 벌금형에 있어서의 상당한 형량 증가는 판사들이 징

역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추는 대신 기존보

다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벌의 적정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엄벌주의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라는 

유용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중형 부과라는 위험성을 동시에 지

니는 것처럼, 또 형벌 포퓰리즘이 형벌에 대한 시민 법감정을 민주적

으로 반영한다는 유용성과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을 함께 지

니는 것과 같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검찰의 엄벌주의적 기획 또한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법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반영한다는 유용성을 지니는 한

편, 입법을 거치지 않은 행정부의 정책이 양형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

의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

듯 특수한 법현상을 둘러싼 조건과 원인, 결과 등을 가능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논의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유의미한 기여점이 될 것이다. 

  또한 결국 양형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현행 양형

기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 할 때, 본 연구에서 판결문 자료를 양적

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시사점들이 이에 유용한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분석

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기존 연구들은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범죄의 객관적 구

성요건요소를 계량화하여 변수를 구성할 필요성과 함께, 누범에 한정

하지 않고 대부분의 범죄 전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중범위 변수를 새

로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자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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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추정은 여러 면에서 한계적이나, 현행 양형기준제도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양형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과 양형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다 

적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후

속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엄벌주의,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데이터 변환(data conversion)

학  번 :  2010-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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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조항’이 신설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

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

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즉 어떠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며, 본질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이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형법 

제267조), 반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을 부과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즉 사람의 사망이라

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과실범은 부주의에 의해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의범보다 그 불법과 책임이 가볍다고 보고 고의

범에 비해 현격히 낮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신설된 특가법상의 조항은 과실범에 대하여 고

의범에게 부과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례적이다.1)

1) 형법 제268조는 과실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비난가능성

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처벌의 수위가 특가법상의 신설 조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특별법상 과실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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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좀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과실범

이라도 처벌 수위를 다소 상향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

생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되고 처벌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무조건 대중영합적 입법이라

고 비판할 수는 없다. 범죄와 형벌 또한 시대적 변화와 당시의 법감

정에 따라 가변적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한계이자 양형의 기초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형법의 근본원리이다.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

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

한다.(중략)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고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

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

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

기게 될 뿐이고, 나아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

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될 뿐이다(헌법재판소 2004.12.16. 2003헌가12 결정).”

살펴보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경비업법’에서는 각각 신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의 상한은 ‘7년 6개월 

이하’의 금고가 되므로 이와 비교할 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

도록 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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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이 법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경미한 과실을 

저지른 운전자라 하더라도 중한 결과를 낳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 처벌의 수위가 기존의 과실

치사범에 대한 처벌과 현격히 균형성을 상실하고, 고의범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면,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의 가혹한 

형벌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법은 2019년 9월 사고 직후 비

난 여론이 격해지자 급히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고 동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야말로 전

격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 형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지난 2010년, 15년에서 30년으

로 두 배 상향조정하고, 가중시의 상한 또한 25년에서 50년으로 개정

한 바 있다(형법 제42조). 이러한 흐름은 특히 성범죄 입법으로 이어

져, 아동강간죄, 장애인강간죄 등의 법정형이 모두 크게 상향되어왔

다. 사회내처분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취업제한 제도 등이 시행되

고 있다. 

  이렇듯 범죄나 일탈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엄벌주의적 

흐름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 조항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벌

주의적 정책의 급속한 도입 배경에는 형벌의 효과성을 고려하기보다

는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을 활용하는 형벌 포

퓰리즘(penal populism)의 경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김한균, 2008; 김일수, 2010; 이덕인, 2011; 이

호중, 2013; 최정학, 2014; 추지현, 2017a).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기본적인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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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부합하는지조차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도입 · 시행된 형벌 조

항이 지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2)

  한편, 공권력을 강화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

여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사례는 총 1만345건이고 이 중 피습으로 인한 상해가 2,874건으로 

27.8%를 차지하며, 동일 기간 피습으로 사망한 경찰관은 3명이다.3)

매맞는 경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경

찰 등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뉴스 소재이고,4) 유사한 사

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

다.5) 주로 경찰행정학계를 중심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강화해

2) 지난 4월, 스쿨존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신설된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어린이가 출현한 시점부터 충돌까

지 0.7초가 소요되어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

다(전주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20고합171 판결). 사법부가 법해석

을 통해 법조항이 현실에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입법상 공백을 메운 것으

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역할은 제한적일 뿐, 본질적 위험성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발표 자료. 

4)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A(19)군이 친구 

B(18)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한 시민이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출동했던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A군

이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상황에서 무기를 신속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중략) “2018년 7월,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김선현(51) 경위와 오모(54) 

경위는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A씨 어머니의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출동한 두 경위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김 경위는 순직했으며 오 경위도 상해를 입었다. 당시 두 경위

도 권총과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A씨에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2019년1월14일자.)

5) 2020년 11월 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공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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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거나(이진국, 2014; 박상융, 2010), 법원이 구속영장을 더 많

이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할수록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정우일, 

2009a; 차훈진, 2009) 등 엄벌주의적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코 간단치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로 구성된 것이 아닌,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본질적으로 공권력과 개인의 자유 간의 함수관계로 이

해된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핵심을 이루는 경찰권은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

해서 탄생하였으나 인류는 그 남용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조홍

식, 2018: 3). 우리 사회 또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군

부독재정권과 그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시기를 

거치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혹은 충돌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 공무집행방해 행위

의 상당수를 주취자 소란이 차지함에도6) 여전히 노동쟁의 및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입법부는 공권력 강화

보다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해 왔던 것으로 보인

다.7)

라는 키워드로 총 432건의 청원이 검색된다. 경찰관 사망 사고 등 초점 

사건 발생 직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체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search).

6)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확인해 보면, 전체 공무집행방해 검거자 중 

주취자의 비중은 1994년 21% 수준에서 2014년 약 78%로 폭등해왔다. 

한편 2000년 이후 총범죄자 중 주취자 비중은 평균 약 17%, 강간죄의 

경우에도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다. 

7)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13회 개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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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

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1995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법 조항

은 개정된 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8)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처벌 범위만이 한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7

년 1월, 기본 영역을 기존 ‘6월~1년4월’에서 ‘6월~1년6월’로 소폭 상

향조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실상 엄벌주의적 요구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더 손쉬운 것은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행정적 통제

의 강화일 것이다. 2014년 3월, 대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

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동종전과가 없고 취중범행이

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

이다.9) 또한 검사는 벌금형 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미한 사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경찰

관이 사용하는 경찰장구 및 무기의 안전한 사용과 손실보상 관련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2013년 5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

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

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호). 

8) 이와 관련하여 범죄 피해자가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결합하여 엄벌주의 입법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더욱 쉽게 형성되므로 엄벌주의적 트렌드는 주로 성범죄 혹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추

지현, 2017b).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찰이 피해

자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입법적 강화는 상대적으로 선순위로 추진되

기 어려워 보인다. 

9)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

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고, 다음의 현행 검찰사건처리기준상 구속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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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기소처분보다 구약식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를 선호해 왔

지만, 이 정책은 구공판 기소처분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형량에 있어서도 각 구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검찰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검사들은 공무집행방

해 사범에 대하여 2014년 이후 기존과는 상당히 상이한 기소행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13년에 비하여 2014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률10)은 약 6%에서 12%로 두 배 가량 크

게 증가하였다([그림 1] 참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3년 77%의 

사건을 약식기소로 처리하였는데, 2014년 이후 33% 이하로 급감하였

다는 사실이다([그림 2] 참고).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이므로 3월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완화되어 표현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강력

한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11)

비추어 보아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지시로 이해된다. ‘① 흉기 또는 위험

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② 3주 이상 상해, 중

요 공용물손상 경합시, ③ 5년 내 동종전과자, ④ 의도적인 범인체포·면

탈·방해목적’인 경우 구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총 사건 수 대비 구속한 

사건 수의 비율이다. 이때 구속한 사건은 물론 정식기소된 사건이다. 

11) 물론 법무부와 검찰은 2014년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이

와 유사한 엄벌주의적 대응을 수 차례 지시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주

요 지시는 2001년과 2011년에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

하나 모두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 구공판을 지시하였음에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정책과 달리 검사들의 기소처분 행태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관련 논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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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률 추이 비교

[그림 2]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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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형사사법기관이 이러한 엄벌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

은 무엇일까.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범죄 억제 효과를 통한 사법질서

의 확립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일차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형벌

의 강화에 있었을 것이다. 즉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정식기소를 한다

는 것은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절차를 경험하게 하고, 벌금

형보다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 각 구간 최고

형을 구형하도록 한 것은 실제 선고형량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의미

로 읽힌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그 행위자인 경찰, 검찰, 법원이 긴

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데(이완

규, 2005; 문준영, 2010),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 행태의 전격적인 변

화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1심 판결에도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

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12)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를 통해 1심 정식재판에서의 선고 형종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모든 형종의 사건 수가 

늘었는데 특히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가된 사건은 

2013년 1,283건에서 2014년 3,844건으로 세 배 이상 폭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고).1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검찰은 기존의 구약식 비율을 대폭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만

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비율을 대폭 늘렸으므로, 사건 수 자

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14) 따라서 비율로 추이를 살펴볼 

12) 물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

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판결 등).

13)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03건에서 2014년 916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2,506건에서 3,451건으로 증가하였다. 

14) 2013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총 사건 수는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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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총 사건 수 

대비, 집행유예 선고 사건은 2013년 약 25%에서 2014년 약 44%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고). 즉 비율로 살펴보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두 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검찰은 분명 엄벌주의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조직 전체의 기소 행태 변화는 법원의 선고에도 어떠한 변

화를 일으켰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다. 집행유예는 자유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을 유

예함으로써 피고인의 사회 내 교정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오히려 온

정적 형벌 제도로 구분된다. 심지어 2002년 51%에서 2013년 25%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비

율을 상당히 낮추는, 일종의 엄벌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검찰의 엄정 대응 정책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집행유예 

선고를 크게 늘린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자료가 말해주는 바는, 사

법기관인 법원은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형사사법절차상 긴밀히 연계되

어 있으나 검찰의 대대적인 기획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실질적인 형벌 강화라는 

애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었고, 2014년에는 총 8,297건으로 두 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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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1심 선고 형종의 추이 비교

[그림 4]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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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정책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강화는 앞서 살펴본 특가법상의 신설 조항과 같이 

입법부를 통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른 바, 죄형법정주의

라는 형사법의 대전제이자 제1원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 등의 여러 사회내처분 또한 법률적 근거 위에 도입 · 시

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근거 없이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실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러한 법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입법 작용을 통한 엄벌주의의 

구현으로 이해되는 법정형 강화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형사사법기관이 

엄벌주의를 추구하면서 수사와 기소 과정을 일종의 처벌 제도로 운용

함을 넘어서서, 만약 독자적 정책을 통해 실제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면, 또한 만약 그 영향력의 크기가 주어진 재량 범위를 넘

어서는 수준이라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15)

  물론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고, 형사사법기관은 그 당사

자로서 더욱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법부는 지

나치게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고, 한편 입법부는 입법적 형벌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주어진 법정형 내에서 형벌을 

강화하도록 추동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 강화가 마치 캠페인과 같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 입법적 형량 강화와 상당히 

15) 죄형법정주의가 필요에 따라 완화되고, 형벌의 한계선을 무너뜨리는 엄

벌주의 경향성은 퇴행적 법치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위험성

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김일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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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현행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재

진단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획은 성격

을 달리하여 다른 시기, 다른 정권, 다른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하여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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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4년 3월 시행된 검찰의 공무집행방

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이 실제 형사재판 1심의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 시행 전후 비교를 통

해 원칙적 구공판과 원칙적 구속이라는 대검찰청의 지시가 실제 검사

들의 구형 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정식기소와 

구형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형 강

화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형종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선고형

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법률 개정과 같은 입법적 형량 강화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

서16) 독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실제 형량을 상당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면, 이는 당연한 법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법부가 마

련한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형종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통계적 

추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실제 법원이 검찰의 조직적 구형 강화 움직임에 대

응하여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혹은 제어하거나 회피하는

지, 이때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을 통한 법정형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범죄여야 한다. 둘째, 형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

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범죄여야 한다. 셋째, 행정부 차원에서 독자

적으로 대대적인 엄벌주의 기획을 벌인 범죄여야 한다. 공무집행방해

16) 물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이해되지만, 행정부 소속이며 정권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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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이에 부합하는 범죄이며, 특히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이 스스

로의 법집행과 행정작용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러한 연구문제에 부합하는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정책 시행 

전후, 2013년 10~12월과 2014년 10~12월의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약식명령과 1심 판결문 전체를 원자료로 삼아, 

텍스트를 양적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실상 주관

성이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행태를 대상으로 할 때 자료의 양적 변환 

작업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양형이란 본질적으

로 범행과 피고인, 피해자 및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까지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종합하여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적정한 ‘양’을 ‘숫자’로 결론내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적 

변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필수불가결함이 판결문이라는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여러 한계점을 간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

라서 구체적인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변환 과

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면밀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때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형법이론뿐만 아니라, 현행 양형기

준을 자료 변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결국 양형과 양형기준제도

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통계적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책 이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관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양형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

구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는 경우

에도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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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양형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계적 추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 본 연

구의 시도는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

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간의 관련성을 실

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행정부의 독자

적인 엄벌주의적 정책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범죄를 둘러싼 법현상을 

분석한 실증 연구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를 가능한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 결과 해석에서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 유의미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후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

고자 한다. 먼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의의와 

국내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성범죄와 비교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의 발생 추세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추세를 살핌으로써 이를 둘러

싼 법현실에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형벌 포퓰리즘과 결합

한 엄벌주의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형벌 강화 정책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며, 형벌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논의를 입체적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행 양형기준제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충실히 이해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결과

를 가능한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분석 모형을 어떻게 설

정하고 자료를 어떠한 구조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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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주목하여, 형법이 이 범죄를 구체적

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구조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하여 정

확히 이해하며 특히 법이론적 주요 쟁점을 살핌으로써 공무집행방해

죄의 본질적 속성에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학 및 형사

정책학 분야에 축적되어온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쟁점 및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책들을 조망하

며, 기존 연구의 한계와 공백을 발견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명확

히 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제시

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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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엄벌주의 형사정책

  엄벌주의란 범죄나 일탈 행동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 부과를 지지하

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

며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보다 엄격한 사회적 격리를 주장하

는 입장이다(Tonry, 2007; Garland, 2002; Wacquant, 1999; 추지

현, 2017b).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양자 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엄벌주의 관련 기존 논

의 및 관련 이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

이 되는 2014년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배

경과 맥락에서 시행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최근 한국 사회의 엄벌주

의적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2013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최근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 동향

1) 입법 동향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이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15년에서 30년으

로 두 배 상향조정되었고 가중시의 상한 또한 25년에서 50년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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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향조정되었다(형법 제42조). 아울러 법률상 감경에 있어서도 사

형을 감경할 경우 과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었던 것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무기형을 감경할 경우 과거 ‘7년 이상’이었

던 것이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형법 제55조). 

  이러한 흐름은 특히 성범죄 입법으로 이어져, 아동강간죄의 법정형

은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상향되었다(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다양한 사회내처분 또한 적

극적으로 도입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

정보 공개 · 고지, 취업제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특히 2013년 6월에 6개 법률, 150여개의 

신설 ·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

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유사강간에 대

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가

중 처벌되는 친족의 범위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5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관련 가장 최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특히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형법 제305조의3 신설)이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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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렇듯 엄벌주의적 입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범행대상인 범죄 피

해자가 여성,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어 

그 보호를 위한 형량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쉽

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추지현, 2017b). 앞서 살펴본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제5조의13 또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벌주의적 입법으로 

이해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에 이

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처벌 규정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된 처벌이다. ‘어린이

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감안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

미한 수준의 과실조차 전혀 없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피

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좀 더 높은 주의의무

를 요구하고 과실범이라도 처벌 수위를 다소 상향하는 것은 입법정책

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을 부과하고(형법 제250조),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형법 제267조) 기존의 형벌 수준과 비교

해 보면, 본질적으로 과실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특가법의 신설 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의 가혹한 형벌이 아닌지 의문시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되는 검찰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

정 대응 지시’라는 정책 또한 이러한 일련의 형사사법정책의 엄벌주

의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학계에는 우리 사회에

서 이른바 ‘엄벌주의(punitiveness, punitivism, punitivity)’17)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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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그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김

한균, 2008; 김일수, 2010; 이덕인, 2011; 이호중, 2013; 최정학, 

2014; 추지현, 2017a). 물론,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흐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거나(이진국, 2014; 

박상융, 2010), 법원이 구속영장을 더 많이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할수

록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정우일, 2009a; 차훈진, 2009) 등 엄

벌주의적 형사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관련 논의는 3절에서 더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2)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동향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금형의 기간을 

늘리거나 벌금형의 액수를 높이는 입법적 방식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양형기준상의 가중인자를 확대하고 감경인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검찰 단계에서는 구형량을 상향하거나 기소율 혹은 구속률

을 높이는 방식이나 약식명령청구(구약식) 대신 정식기소(구공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축소하기 위해 입

법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함으로써 집행유예 대상에서 배제하거

나, 양형기준상으로도 부정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확대하고 긍정적 

참작사유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김한균, 2019: 

167-168).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14년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

17) 엄벌주의 이외에 강벌주의, 중형주의 등의 용어도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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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은 앞서 확인하였듯이 높은 구속률과 높은 구

공판율로 이어졌고,18) 이러한 정책적 변화 또한 여타 엄벌주의적 형

사사법정책의 도입 · 시행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법정형 강화라는 입법적 조치는 취해

진 바 없고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의 엄정 대응 정책으로 구현되었

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어온 성범죄와 비교하여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림 5] 범죄 발생 추이 비교 (2001~2017년)

18) 이러한 대검찰청의 엄정 대응 기조가 구형량 상향으로 직접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사의 구형량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다만 약식명령의 경우 실무상 검사의 구형량대로 발

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약식명령에서의 형

량 정보는 유의미한 기준점(reference)이 되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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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엄벌주의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는지 범죄 발생의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2008~09년에 증가하였

다가 2010년 이후 대체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폭

력 범죄 발생의 지속적 증가는 실제 범죄 발생건수의 증가라기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고, 신고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집계되

지 않던 범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김

한균, 2019: 164), 특히 검찰의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2014년

을 기준으로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기소율의 추이 비교 (2001~2017년) 

  그렇다면 두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 동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소율1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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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았다. 일반적인 형법범죄를 모두 포괄한 평균적인 기소율은 

약 30% 선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전체적으로 약 80% 선을 유지하다고 있

는데, 75% 정도였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2010년 이후부터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점차 높아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공무방

해에 관한 죄에 대한 기소율은 약 84%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대

체로 40~50% 선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는 2013년에 특히 제도적 변화가 가장 강력하

였으므로 기소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구속률20)과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

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속률은 성폭력 범죄가 일반적인 형법범죄나 공무방해에 관한 죄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01년 약 70%에서 2017년 약 

15%까지 가파르게 감소해 왔다. 이는 입법적 강화를 통하여 이전보

다 경한 범행들이 대거 범죄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

나,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일반적으로 입법적 형량 강화와 별개로 

작동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이후 약식

기소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구약식률이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

19) 기소율은 검찰이 처리하는 총 사건 수 대비 기소처분을 내린 사건 수의 

비율로서,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참고인

중지를 포괄하는 불기소처분 사건 외에 소년보호송치사건과 가정보호송치

사건을 제외하여 계산한 값이다. 

20) 구속률은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사건 수 대비 정식기소 중 구속처분

한 사건 수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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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비교하면([그림 2] 참고),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현상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은 매우 상이하다. 

먼저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입법을 통한 어떤 제도의 도입이나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단지 대검찰청이 원칙적 구공판과 원칙적 구속수사

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약식기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6월에 입법을 통한 급격한 제도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현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됐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

었는데, 이때 개정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에 대하여 5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가 필수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로 인해 약식기소의 비율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다. 수

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혹은 신상정보 공개 · 고지와 같은 사회내처

분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정식기소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

이다. 한편 이 조항은 2016년 12월 20일 다시 개정되어 유죄판결 이

외에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를 포괄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부과시에도 약식명령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2017년 이후 

다시 약식기소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엄벌주의적 요구가 입법적으로 반영된 여타 범죄와 비교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행태를 전격적으로 바꾸어

놓은 2014년 3월의 대검 정책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수한 현상으로서 

분석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 입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었던,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한 독자적인 정책 시행이 실제 형량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엄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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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속률 추이 비교 (2001~2017년) 

[그림 8]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처분의 변화 추이 

(2001~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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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정책 도입 당시의 국회 논의

  2014년 3월, 대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

을 시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은 직

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한편 엄벌에 대한 사

회적 요청이 거세다면 여론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통하여 행정부로 직

접 전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 도입의 배경을 이해하

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 관련 논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임시회 및 정기국회 회의록과 

국정감사 회의록을 검토하였다. 

  먼저 다음은 2013년 6월 17일 있었던 제316회 제1차 회의에서 당

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사위 위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 

응답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21) 이 위원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출

소자들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태를 언급하였고 황 장관은 이에 

대하여 이미 엄단하도록 지시하였고 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했

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려운 게 뭐냐 하니까 이 사안을 하나 들어요. 법무부에서 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한

답니다. 그런 제도가 있대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3개월 지급하면 끝

나는데 이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교도소를 출소한 출소자들이 동사무

소나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내가 전과 몇 범이고 살인전과가 있고 그

21) 2013년 제313회 제1차 회의부터 제315회 제10차까지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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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면서 칼 들이대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부

분이 어차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단기간에 주는 돈이

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처리해 주면 자기들이 그

런 위해라든가 이런 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법

사위를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무부에 얘기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세요. (후략)”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중략) 다만 참고로 방금 그와 같은 일들이 복

지담당 공무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복지공무원에 대한 폭

행이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도록 

최근에 검찰에서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엄정하

게 해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거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2013년 10월 23일 부산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거듭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0월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복지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 행위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2014년 3월의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함으로써 구속 인원

이나 비율이 매우 많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 질문하신 중에 우리 해경에 대한 중국 선원들

의 폭행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또 공무집행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

분에 관해서 저나 검찰도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침으로 정하고 집행해 가

고 있습니다.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구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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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또 복지공무원들이 복

지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업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폭행으로, 협박으로 겁을 주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

니다. 3년간 1200건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통계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도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고 또 검찰도 이 부분

에 관해서 단단히 해서, 또 일선 파출소,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 지금

으로 말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경찰관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를 활용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회의록 자료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과 법무부보다 

법원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다음은 2013년 11월 6일, 제320회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새누리당 김회선 

법사위 위원 간의 질의응답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행

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관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회선 위원, “본 위원이 국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우리 법관들이 그

야말로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런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

느냐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범죄라든지 또는 불법 

폭력시위라든지 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과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법치를 확실하게 정립해 

달라라고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 최근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얼굴

뼈가 함몰되어서 전치 5주가 나오고 또 마약 난동을 하다가 막는 경

찰관의 뺨을 때리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는 언론보도, 처장님 보셨지요? (중략)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의 경

우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

으면 몇 달 뒤에 선고가 될 텐데요 그 결과가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공권력을 무력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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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사범에 대해서 단 하루도 유치장이나 감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고 몇 달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받는지는 관심

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있느냐 그리고 경찰관들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래도 되는 모양이구나’ 해 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파출소에 술 취한 채 와서 행패 부리고 하는 것이 과연 

끊어지겠느냐…… (중략)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체포해서 단 며칠이라도 유치장에 수감

이 되고 거액의 보석금을 내서 나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체포 제도가 미국하고 달라 가지고 이렇게 되

면 결국은 하루도 감방에 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법이 

아주 무력하게 느껴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법관들께서 (중략) 이런 

사범에 대해서, 법치가 눈에 가시화되는 이런 사범에 대해서만큼 좀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정한 모습을 보여 줘야 국민들

이 공권력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법관…… 요새는 법정에

서도 법관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공무집행은 철저하게 보호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

벌의 필요성 동감을 합니다.”

김회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

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법관님들한

테 이런 흐름과 국민의 우려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회선 위원은 이후 광주고지법 국정감사와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

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고, 특히 ‘판사는 국민이 생각

하는 가치관, 법 감정에 대해 고민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며 공무집행방해 등 몇몇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적 요청에 대해 

당시 여러 법원장들은 ‘법관들이 그러한 시각을 인식하고 새로 생각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거나22) ‘판사들과 열심히 생각을 공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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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겠다’고23) 응답하였다. 다음은 2013년 10월 14일,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의 질의 응답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김회선 위원, “최근 5년간 2,087건의 집시법 위반사건 중 5명만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 5년간 공무집행방

해죄로 기소된 건수가 3만 731건인데 10%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

습니다. (중략) 우리 법관님들이 개개 사건의 증거라든지 이런 거야 독

자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

히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조금 생각을 가지셔야 되

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중략) 처장님, 물론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

지요?거기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개개 판사의 

주관적 양심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

편적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보편적 직업상의 양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김회선 위원,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급 법원에서 시

정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동경기도 아니고 말이지요, (중략) 판결이 운동경기같이 어느 판사한

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리도 튀고 저리도 튀고 이래 가지고서야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키코 사건같이 대상자가 많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여럿이 

있을 때 그 재판부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비공개로 말이지요―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중략) 사전 조정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시스템

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사전 조정이라는 것은 적

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 2013년도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응답

한 내용이다. 

23) 2013년도 광주고지법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과 황한

식 광주지방법원장의 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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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위원, “아니, 사전 조정이라기보다도 법 해석의 통일이라든지 이

런 것은 판사들 간에 조금 기본적인, 증거 관계야 사안마다 다르겠지

만 기본적인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은 사

법권의, 법관의 독립과 배치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끼리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정복착용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의 엄정 대응을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 측에 강력하게 요

구함으로써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2014년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은 입법

부의 요구가 배경이 되었다기보다는 정권 혹은 행정부 차원에서 독자

적으로 추진되었으리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당시 국회의 비판적 시선은 오히려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을 향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당시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장들이 국회의 요청을 개개 법관들과 공유할 것

이며, 온정적인 판결을 지양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을 감안할 때, 2014년 검찰의 대대적인 구형 강화에 대하여 당시 법

원이 그러한 정책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기 어려웠으리라는 추

론이 가능하다. 

3.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범죄 통제 효과

  한편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 이전에 고강도의 형

벌 정책이 범죄 통제에 효과가 있는지,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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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형량 강화가 어느 정도의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그 효과성이 긍정되고 범죄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고강도 형벌 부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가 인정된다면 엄벌

주의적 흐름은 가치중립적인 정책 그 자체로 평가되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형벌 강화의 범죄 억제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찍이 범죄학이 발달하였고 OECD 국가 

중 가장 형벌이 강력하다고 알려진 미국24)에서는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들이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실상 처벌을 강화할수록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현대 억제

이론의 시작은 베카리아와 벤담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18세기 유럽 국가들의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판

결과 공정하지 못한 사법체계를 개혁하기 위하여, 고전주의 범죄학자

들은 모든 개인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함을 

전제로 하여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 법적 처벌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논의는 범죄의 강도와 형벌의 양이 비례해야 한다는 형

법의 기본원칙을 이루었고, 특히 자신이 경험했던 처벌, 법이 규정하

고 있는 형벌, 과거 다른 범죄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처벌을 모두 고려

하여 범죄 행동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주장은 

24) 일반적으로 구금률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형벌의 강도를 측정하는 대

표적인 척도로 받아들여지는데(OECD, 2012; Walmsley, 2009), 우리나라

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92명에서 136명 사이로 비교

적 낮은 편이다. OECD 평균은 2010년 156명, 2016년 147명으로 대체로 

150명 수준이며, 미국은 2016년 기준 719명으로 OECD 평균의 다섯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구금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감소 추세

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 다시 소

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구금률 추이를 비교한 그림

을 부록에 실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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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사정책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Akers 

et al., 2004: 43-56). 

  현대의 억제이론은 중한 형벌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제재의 범죄 억

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다수 수행해 왔다. 특히 특별예방과 일

반예방 및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비례성 등의 효과를 측정

하고자 하였고 주로 체포율, 기소율, 유죄율, 수감률, 사형제도 유무 

등을 변수화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주요 

범죄 발생률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가정책분석센터는 특정 범죄에 대

한 높은 구금률과 낮은 범죄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Reynolds, 1997), 이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Cole, 2011; Spelman, 2000). 즉 형벌의 강도를 높였던 것이 

범죄율 감소로 연결되었다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형량을 

두 배로 높인 뒤에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부터

(Briscoe, 2004), 특히 가장 대표적인 엄벌주의적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제도와 살인 발생률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연구들

은 엄벌주의 정책의 범죄 억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Chiricos & Waldo, 1970; Stolzenberg et al., 2004; Sorenson et 

al., 1999).25)

  이렇듯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는 상황에서 엄밀한 

통계적 추정을 통해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Donohue & Wolfers(2005)의 연

구는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발생률 간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던 여러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 검

25) 다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등 특정 범죄,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한계적 억제 효과가 일부 긍정되고 있다(Smith & Akers, 1993; 

Weisburd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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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Katz et al.(2003)의 연구는 표

본추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Dezhbakhsh & Shepherd(2004)의 

연구는 잘못된 함수를 사용했으며, Dezhbakhsh et al.(2003)의 연구

는 잘못된 도구변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사용가능

한 데이터를 이용할 때 어떠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도 사형제도가 

살인 발생을 증가시키는지 혹은 감소시키는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강한 형벌과 범죄 발생 감소 

간의 관계는 분명치 않으며 학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ofer, 2007: 453-455).26) 그렇다면 더 강한 형벌일수

록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주장은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존

재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다양한 형태로 형

사사법체계 전반에 속속 자리잡아가고 있는가. 그 배경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할까.27) 심지어 최근 주요 범죄 발생률은 성폭력 범죄28)를 제

외하고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

므로 엄벌주의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어

26) 형법의 강화로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형법학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이호중, 2013: 270).

27) 사실상 형벌의 강화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이래 미국

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형량과 처벌

의 증가가 보편적인 형사정책이 되었으며(최정학, 2014: 236), 엄벌주의의 

부상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Garland, 2002; Wacquant, 1999). 

28) 한국 사회에서 2000년 이후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발생하는 범죄 총량의 변화라기보다 피해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견되기 때문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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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다(김한균, 2019: 163-165; 최정학, 2014: 224). 이에 엄

벌주의의 등장 배경에 관하여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주는 형벌 포퓰리

즘(penal populism), 혹은 포퓰리즘적 엄벌주의(populistic 

punitiveness)에 관한 기존 논의를 이해해보고, 특히 한국사회의 어

떠한 조건들이 엄벌주의적 이행을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성이 실

제 판결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한 국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연구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일컫는 ‘포퓰리즘’이 대중 여론은 범죄자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벌 강화를 정치적 이슈로 삼는 현

상에 주목하며 개념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ratt, 2007: 9-12). 

즉 포퓰리스트들은 형벌의 효과성보다는 그 정책으로 인해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것을 훨씬 우선시한다. 형벌 포퓰리즘이란 범죄 발생의 

감소나 사법적 정의를 증진하는 것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형

벌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Roberts et al., 2003).29) 특

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회일수록 전문 관료가 담당하던 형사

사법정책을 정치인들이 형성하게 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데, 정치인

들은 그 속성상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연구결과를 기피하거나 

무시하고 그때그때 조성되는 대중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

을 갖는다(최정학, 2014: 223). 

29) Pratt(2007: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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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포퓰리즘 논의의 출발에는 Cohen(1972)의 ‘모럴 패닉(moral 

panic)’에 대한 연구가 있다. 모럴 패닉이란, ‘성매매, 마약, 소아성애 

등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

과 원망 등의 집단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범

죄자나 범죄 집단, 범죄 사건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로서 ‘사

회악(folk devil)’으로 간주되고, 언론은 더욱 선정적인 방식으로 대중

에게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럴 패닉을 추동한다. 정치가, 종교인 및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 장벽(moral barricades)’을 설정하고, 정책 

전문가들은 모럴 패닉이 더욱 진화되고 자리잡는 방식으로 사회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엄벌주의적) 처방을 내놓는다는 것이다.30)

  이러한 논의는 Jakobs(1985)의 ‘적대형법(Feindstrafrecht)’ 개념과

도 연결된다. 그는 ‘시민과 적’의 구별을 통해 전통적인 형법은 법질

서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시민형

법), 반면 테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사회의 ‘적’

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단지 

위험의 효과적인 제거를 목표로 한 특수한 형법(적대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적대형법 개념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30) "Societies appear to be subject, every now and then, to periods 

of moral panic. A condition, episode, person or groups of 

persons emerges to become defined as a threat to societal 

values and interests; its nature is presented in a stylized and 

stereotypical fashion by the mass media; the moral barricades 

are manned by editors, bishops politicians and other 

right-thinking people; socially accredited experts pronounce their 

diagnoses and solutions; ways of coping are evolved (or more 

often) resorted to; the condition then disappears, submerges or 

deteriorates and becomes more visible(Cohen, 1972: 9)."

31) 이호중(2013: 2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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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위 조치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법치주의와 관련한 주요 원칙들

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성을 지닌다. 이호중(2013)의 

연구는 국가보안법 등 한국 형법에서도 적대형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 시민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고 안전 담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 보안처

분이 확대되는 등 형벌이 팽창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사회적, 정치적 억압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접근으로 ‘상징입법(Symbolic Legislation)’ 개념

이 논의되고 있다. 상징입법이란, 겉과 속이 다른 입법으로 범죄, 환

경오염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공포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입법이 이

루어지나, 사실상 그러한 문제 해결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다만 사람

들을 진정시킬 의도만 가진 경우의 입법을 의미한다(Siehr, 2005).32)

이는 입법 전반에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형법 및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상징형법(symbolisches Strafrecht)’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특히 형

사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홍준형, 2020: 18-36). 홍준형 교

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고강도 형벌 정책이 

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인

지, 아니면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여론을 잠

재우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뭔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외관

(상징효과)를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특히 아동 · 

청소년성폭력범죄와 전자감시장치 부착법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러와 논의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최정학 교수의 연구(2014)는 형

사정책의 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 생략된 채 피상적인 여론조사 

32) 홍준형(2020: 18-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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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정치인들이 반응하는 형벌 포퓰리즘이 결국 2008년 이후의 아

동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엄벌주의적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결국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형

상의 형벌국가로 귀결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그는 엄벌주의를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형벌이 헌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그 형벌이 상응하는 범죄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형벌이 현행 법질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정책적 효과성을 지

니는지 등의 기준 하에 최근 강화된 형벌 정책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

족시키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일수(2010)와 정재준(2011)은 형벌 포퓰리즘을 보수 정치 

세력이나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엄벌주의적 치안 정책의 배경으

로 이해한다. 즉 당시의 엽기적인 범죄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의 ‘4대 사회악 척결’ 기획을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삼청

교육대 운영이나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과 동

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추지현(2017a)은 현재 한국사회의 엄벌주의 현상이 단

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형벌 

국가의 보편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Cohen

의 모럴 패닉 담론이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고 범죄 위험에 대한 대중

의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보수적 정치인들에게 더욱 친화적

이고, 엄벌주의는 이들이 구사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논리 

구조로 진행된 기존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추지현, 2017a: 159). 

그러나 형벌 포퓰리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설명

할 수 있다는 Pratt(2007)의 주장과 같이 그 개념의 범위를 보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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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Pratt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대중영합적으로 동원하였던 처벌 강화

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형벌 포퓰리즘’과 구별된다고 주장

한다. 즉 형벌 포퓰리즘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양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Bottoms(1995) 또한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엄벌주의를 지향하거나 사법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벌 포퓰리즘이 특히 엄벌주의와 결합

하는 현상을 ‘포퓰리즘적 엄벌주의(populistic punitivness)’로 지칭

하기도 한다. Dzur(2010)는 모든 형벌 포퓰리즘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

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김한균(2019)의 고강도 형벌 정책과 적정 

양형에 관한 연구는 특정 현안에 대한 엄벌적 대응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정책으로서,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고강도 형벌 정책이 반드시 과잉 

형벌과 대중영합적 형벌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영

합적 입법과 정책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양형제도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양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정 양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추지현의 연구(2017b)는 엄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왜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엄

벌주의 정책이 부상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33) 무

33) 형벌 포퓰리즘과 유사하게 이해되는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는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대중영합적으로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주로 1970년대 이후 미국 공화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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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형사사법체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지역의 검사와 판사가 선출되는 경

우가 많고 정치적 주장이 개별 사건의 처벌에 개입하는 것이 쉽게 정

당화되는 영미권과 달리 한국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의 효과가 형사사

법기관을 통해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추지현, 

2017b: 10-11).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추지현의 엄벌주의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

의 연구(2017b)는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고 있다. 한국 사회의 처벌 제도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형량과 과도

한 보안처분이 중첩되어있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법민주

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즉 권위주의 시기의 자의적이고 탈법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자유권 보호와 사

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민주화의 기조가 설정되었

다. 그 결과 사형 집행이 중단되는 등 생명 및 자유박탈적 처벌은 최

소화되었으며, 사법부의 양형 재량 역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요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감정이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법 감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목표

가 기존의 기조를 대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장치들이 형벌을 대체하여 등장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형 관행은 지속되는 가운데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

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규범이 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범

죄에 대한 엄벌주의 입법들이 큰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고 단시

일 내에 제도화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범죄자에 대한 강경책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시작되

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서유럽 국가들로 더욱 확대

되었다(김한균, 2008: 3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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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포퓰리즘과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권

위주의적 포퓰리즘이나 신자유주의적 형벌 국가라는 배경 하에 보편

적으로 이해하려는 기존 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

험과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형사사법체계 내 행위자의 개별적 

역할을 분석한 것은 특히 본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의 이념과 사법부의 법해석에 있어서의 

경직성은 입법, 행정부 중심의 엄벌주의 기조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34) 결론적으로 엄벌주의적 입법 및 정책의 효과가 사법부

인 법원에 이르러 일정 정도 제어될 수 있다는 발견은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정 대응 방침

이 법원의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으리라는 가설을 도출하게 한

다. 

34) 이는 사법부가 외부적 힘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완화시키게 된다는 기존 논의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Raz, 1994: 260; 

Tocqueville, 1969: 287. 추지현(2017b: 3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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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형

1. 양형기준제도와 현행 기준의 문제점

  양형(Strafzumessung, sentencing)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

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최종결론

으로서 각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

고, 법률적인 또은 법률 외적인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이다.35) 양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 경

제적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공

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양형위원회, 

2020: 654). 

  그러나 양형 절차 전반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양

형위원회가 발간한 2007년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사례임에도 

법원별, 법관별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존재하며, 화이트칼라범죄, 일

부 성폭력범죄 및 선거범죄 등에 있어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36) 또한 형사재판 실무상 유무죄 판단을 

35)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결정된다. ‘법정형 → 형종 선택 → 법률상 필요적 가중 · 감경 → 

법률상 임의적 감경 →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 → 처단형 결정 → 선고

형 결정’이다(손철우, 2009: 111).

36) 특히 양형 편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

관예우’의 존재이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형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이주

형, 2009; 박형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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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료수집 절차에만 중점을 두고 양형심리는 부수적으로 취급해 

왔고 양형 도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

서 합리적인 양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비판이다(양형위원회, 2008: 

1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는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 제고,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양형실무의 현대화와 

과학화 구현,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양형위원회, 

2008: 27),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37)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38) 둘째,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

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셋째,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

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넷째, ‘피고인의 국적 ․ 종교 및 양심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법원조

37)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

에 해당하는데,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검찰과 법원 간의 교류가 매

우 활발하여 검찰의 구형실무와 법원의 형선고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 구형량과 선고량의 편차가 거의 없고, 일본 또한 검찰의 구형

량 대비 선고량은 60~7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

는 분석이 있다(이주형, 2009: 47).

38) 양형은 형벌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행위자 책임과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양형의 기초와 한계는 행위자의 

책임이므로 예방목적을 위하여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양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형책임은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불법판단의 경중을 결

정하는 모든 요소의 총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범죄 전후의 행위자의 태

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범죄성립요건인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과 구

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재상, 200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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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 제81조의6 제2항).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2009년 7월,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 · 배임, 무고, 위증의 7개 범죄군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 · 시행되었으며, 2020년 현재, 총 41개 범죄군

에 관하여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9) 현재까지 총 6기에 걸쳐 

설정대상 범죄군이 확대되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제2기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1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일부 양형인자의 삭제 및 추가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기본적 구

성요건을 이루는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범죄유형에서 기본 구간

의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이다. 기존 ‘6월~1년4월’

이었던 것이 ‘6월~1년6월’로 소폭 강화되었다. 한편 양형기준제도 도

입 이후 양형기준 준수율 제고는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90%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했다고 평가된다(박형관, 2011: 242-246).40)

  문제는 양형기준의 설정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통

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설정방식(comprehensive sentencing 

guidelines)41)이 아닌,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

39) 양형위원회는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도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우선 적용 대상범죄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고려사항으로 

현실적 제약을 비롯하여 발생빈도가 극히 낮거나 주된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양형위원회, 2020: 659).

40) 그러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혹은 기존의 양형

실무 관행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였으므로 당연한 결

과라는 지적도 존재하며(김한균, 2014: 174-175), 법원의 준수율 산정방식

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양형이유의 명시적 기재방식뿐만 아니라 

일반적 기재방식에 따른 경우도 모두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이재일, 2016: 20-23). 

41) 종합적 설정방식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양형기준 도입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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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개별적 · 점진적 방식(partial sentencing 

guidelines)42)을 채택하여 운영 중이며, 양형 요소의 통계적 계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박성훈 외, 

2015: 2). 처음 양형위원회가 도입되어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 법원은 우리 형법상 형종의 배열이 일직선으로 단순하지 

않으며 병과할 수 있고, 법관의 경험과 주관적 요소를 토대로 형성된 

선례를 수량화하더라도 규범적인 논리 체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양형요소의 계량화에 반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임철 외, 2018: 

136-137). 

  종합적 설정방식과 양형요소의 계량화는 양형의 균등성,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법원이 이를 반대한 

것은 양형이 기본적으로 법관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고 그러한 방식의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량권43)을 상당 부분 축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미 

연방 양형기준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각 양

형인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여러 양형인자들이 모두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기준표를 설정하였다. 수평축에는 6개 등급의 행위

자 점수(criminal history points)를 두었고 수직축에는 43개 등급의 행

위 점수(offense level)를 두어, 두 축의 결합을 통해 추정적 양형수준

(presumptive sentencing level)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물론 상당한 이

유(reasonable reason)가 있는 경우 양형이탈(departure)을 할 수 있으

며 양형이탈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항소심에서 심사될 수 있다(강우예, 

2009; 박형관, 2011).  

42) 박형관(2011)의 연구는 비교법적으로 충실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분적 설정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영국 또한 최근 종합

적 설정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3) 이때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속된 재량이라고 보는 것

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설이다(이재상, 2000: 551; 이형국, 2007: 463).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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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사한 형을 선고하는 것만큼 다른 사안은 다

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양형의 개별화 또한 양형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형사사건에서 궁극적으로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

인 피고인의 상황구체성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양형은 각 사

건의 개별적 정의를 확보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강우예, 2009: 

178; 여인권 · 이경렬, 2014: 226).44) 또한 형벌에는 응보

(retribution), 예방(deterence), 재사회화(rehabiliation), 격리

(incapacitation)라는 전혀 상반된 네 가지 목적이 혼합된 형태로 존

재하는데, 이렇듯 규범적 목표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일관성만을 목표

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법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강우예, 2008: 186-187). 

  이러한 시각에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

고적 기준45)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46) 다만 

정될 수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와 자유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므로 오직 법률에 의한 기속재량만 가능할 뿐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박형관, 2011: 336).

44) 단일한 양형기준표로 환원하기에 양형요소들의 규범적 가치들은 상호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하나의 양형인자는 다른 양형인자와 유기

적으로 연결하여 고려해야만 구체적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등의 한계도 지적된다(강우예, 2009).

45) 통상 양형기준의 효력은 그 강도에 따라 기속적(mandatory), 추정적

(presumptive), 권고적(advisory), 자발적(voluntary)이라는 용어가 사용

된다. 기속적 혹은 추정적 기준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이탈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그 이탈의 적정성에 대하여 항소심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권고적 혹은 자발적 기준의 경우에는 이탈이 폭넓게 허용되고 이탈이 이

루어지더라도 항소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박형관, 2011: 14). 

46) 홍대운 등의 연구(2013)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을 분석하였는데 통상 

범죄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비율이 증가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



- 48 -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

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

문).47) 만약 1심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양형위원회, 2020: 656).

  양형의 합리화와 법관의 재량권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의 양형기준

제도가 우리 현실에 더 부합하는 최적의 선택인지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적확한 분석모형 설계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성훈 외(2015)의 연구는 이에 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 충실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특히 질적 방식의 구성에서 파생되는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먼저 법이론의 관점에서 현행 

양형기준 구조의 정당성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유형분류기준 또

는 특별양형인자와 형량범위가 어떠한 통계적 근거 하에 산출된 것인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와 가중

요소를 구분하여 개수가 많은 쪽으로 형량범위를 이동하도록 하고 있

의 경우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즉 범죄이득액 50억 미만의 

실형선고율이 57.1%였으나, 50억 이상 300억 미만 구간에서의 실형선고

율은 오히려 40.7%로 16.4%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300억 이

상 구간에서 피고인 69명 중 41명(59.4%)에 대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이

탈했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양형기준은 지

배주주 또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양형가이드라인 또한 부커

(Booker) 판결 이후 권고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양형기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기속적 기준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시에는 양형기준의 의

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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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지니는 것으로 계량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석, 2010). 또한 개별 범죄군의 범죄성

립요건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유형분류기준으로 두고 그보다 

중요도가 낮거나 유형분류기준으로 배치하기 곤란한 경우 특별양형인

자로 설정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일반양형인자로 삼고 있는데, 이 작

업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법률상 범죄를 성립하는 구

성요건들은 총칙 요건과 각칙 요건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어져 있고 이러한 요건들의 연결고리는 법정형 및 처단형이라는 일

정 수준의 형량범위와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논리체계적 구조를 지니

고 있음에도, 현행 양형기준은 각 범죄별 양형기준표 안에 이 모든 

규정을 담고 있고 심지어 기타 양형요소들까지 혼재하는 방식으로 재

편되어 있는 형태이며, 더 큰 문제는 형법총칙 및 각칙상의 여러 원

칙을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형기준에 반영된 

주관적 양형요소에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과 같은 형사책

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48) 또한 이러한 논리체계는 집행유

예기준까지 이어져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라는 질적 구분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2개 이상 많은 방향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

범 위험성의 요소보다는 오히려 양형기준에서 활용하였던 양형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적 추

정을 위해서는49) 양형기준표상의 변수와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

48) 이외에도 양형기준별로 배치된 동기 요소, 범행수단 및 방법 요소, 행위 

주체 요소, 신체·생명 침해의 중대성 요소, 이득액 요소, 침해재산 요소, 

피해자 요소, 상습범과 누범 요소, 행위자 요소 등에 대한 분류와 분석은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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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명확히 해준다. 현행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위원회

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일부 사용했으나 양형 요소들의 계량화를 수행

하지 않았으며 양형인자들은 범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구성요건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50) 따라서 본 연구는 판결

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계량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측

정하고 변수화하여 사용할 것이며, 다만 현행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

는 양형인자들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죄의 양형기준상의 요소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결정 기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양형기준

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정리해 보면, 약식명령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51) 또한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49) 어떠한 독립변수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양형이 종속변수인 경우,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계량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0) 이는 ‘이중평가의 금지(Verbot der Doppelverwertung)’라는 양형 원칙

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미 법적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 · 감경 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이재상, 2000: 554).

51) 단,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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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며,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인

적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양형위원회, 2020: 654-655).52)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먼저 범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

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

를 결정한 이후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어 선고형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권고

되는 경우, 어느 쪽도 권고되지 않는 경우(실형과 집행유예 중에서 선

택 가능)를 구분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양형위원회, 2020: 656).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분 시행시기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2011년7월 

기준
~ 8월 6월~1년4월 1년~4년

2017년1월 

기준
~ 8월 6월~1년6월 1년~4년

<표 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52)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소년법 제2조) 양형기준

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 또

한 성인 피고인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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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

위

ㅇ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

도가 경미한 경우

ㅇ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53)

ㅇ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54)

ㅇ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ㅇ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ㅇ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 (1유형)

ㅇ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

우 (1유형)

ㅇ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ㅇ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ㅇ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

위

자

/

기

타

ㅇ 농아자

ㅇ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ㅇ 자수

ㅇ 처벌불원 

  (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

한 경우)

ㅇ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

위
ㅇ 소극 가담

ㅇ 계획적 범행

ㅇ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

우 (1유형)

행

위

자

/

기

타

ㅇ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ㅇ 형사처벌 전력 없음

ㅇ 처벌불원 

  (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

가 발생한 경우)

ㅇ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표 2>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53) 2017년 시행 기준에서는 삭제되었다.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

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

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유무죄 판단 영역에서 다

루어져야 할 사항을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인자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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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양형기준의 적용방법을 이해

해 보면, 먼저 이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공무집행방

해범죄 양형기준에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 파괴’, ‘특수공무

방해치사상’의 세 가지 구분이 존재하는데, 단순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다시 1유형에 해

당하는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55) 이 유형

은 다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로 구분되는데 이때 

특별양형인자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즉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크

면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게 된다. 

  문제는 특별양형인자가 복수인 경우이다. 양형기준은 이러한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첫째, 행위인자는 행위자/

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둘째, 행위인자 상호간, 행위자/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셋째, 위 두 원칙에 의해서도 형

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정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단순공무집행방해 행위가 특별양형

인자-행위-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

한 경우’인데, 피고인은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가중 요소에 해당

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후술하겠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

상에서 이 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인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여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54) 2017년 시행 기준에서 추가된 사유이다. 가중요소 중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도 함께 추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2013∼14년 판결문이므

로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라 분석해야 하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주요 요인들을 모두 추출하여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정과정

에서 추가된 사유의 내용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55) 2유형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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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면,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

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

해야 한다. 그런데 형량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면, 서로 중첩되는 구간

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예시 사례에서 법관은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감경 영역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8개월을 선택한다면 기본적 

형량범위와 실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56)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위의 원칙만으로는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 

되므로, 양형기준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조정 원칙을 권고

하고 있다. 우선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형량범위 상한

을 1/2까지 가중한다. 이러한 원칙은 감경인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위와 같이 2개 이상 차이나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또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

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한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

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고형은 위와 같은 기준과 원

칙 하에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에서 일반

양형인자는 권고적 기준 내에서도 법관이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57)

따라서 특별가중인자가 1개 존재하고 일반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더

라도 가중적 형량범위가 선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보면, 만

약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득가담하였으며 처벌불원, 즉 

56) 앞에서 설명하였던 90%에 달하는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이 지나치게 넓

은 형량범위 때문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7) 양형위원회는 일반양형인자를 예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

당 범죄유형의 전형적인 양형인자가 양형심리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

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인자에 관한 공방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양

형인자에 대한 법관의 종합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양형위원회, 

2020: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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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만약 피해 입은 상대방 

경찰관이 2명이었다면 가중적 형량범위로 구분되는 것이다.58) 일반인

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개별 사례

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지 못한 상

황에서 감경, 기본, 가중적 형량범위의 중첩은 오히려 불가피한 선택

으로 보인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

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일 것,59)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58) 실제 다수의 판결문을 읽고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공무집

행방해 사건의 경우, 특별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 아니더라도, 단순 

실랑이가 벌어진 현장에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고 두 명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수’가 특별가중

사유의 행위요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3인 이상’ 등의 제한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59)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 자유형

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형법 제62조를 개정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개정 전이므로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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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즉 누범

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형법 제62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지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양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서, 이 때 ‘3년’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말하므로, 살인범죄60)에 있어서도 작량감경61) 등을 

통해 감경되어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

다. 또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

로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2) 따라서 

대기업총수의 횡령 · 배임 등의 사건에서 잇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과 같은 형이 선고되고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부

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고 양

형기준에도 집행유예 기준이 포함되었다(이현정, 2014: 295).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서 검토한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과 그 기본 원칙 및 판단기준의 구조

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주요참작사유는 일

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긍정 

사유와 부정 사유의 차이가 2개 이상인 경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다. 즉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

60)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형법 제250조).

61)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

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이다(형법 제53조).

62) 다만 다수설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조항, 즉 첫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넷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집행유예 판단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며, 형사 실무상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이민식,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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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또한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

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다만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만 일반참작사유 간의 개수 차이가 주요

참작사유 간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또는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

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참

작사유만 2개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형이 권고되는데, 만약 이 피고

인이 고령이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

을 한다면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3개인 경우이므로 위 세 

번째 원칙에 의해, 즉 일반참작사유 간의 개수 차이가 주요참작사유 

간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또한 양형기준을 준수한 판결이다.63) 따라서 집

행유예 기준을 따르더라도 여전히 최종적인 평가는 법관에게 부여되

어 있으므로 기존의 양형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현정, 2014)과 함께, 독일과 같이 집행유예 선

고의 조건을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등으로 형기에 따라 차

등하여 규정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서보학, 2011; 이민식, 2018). 

63)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원이 발표하는 90% 선의 준수율은 주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집행유예 판단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김한균, 2019: 192; 이재일, 20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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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ㅇ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64)

ㅇ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

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ㅇ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ㅇ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

행

ㅇ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

ㅇ 동종전과 (5년 이내의,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금 ) 

ㅇ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ㅇ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ㅇ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

거나 부적절한 경우

ㅇ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ㅇ 형사처벌 전력 없음

ㅇ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ㅇ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ㅇ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ㅇ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ㅇ 진지한 반성 없음

ㅇ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ㅇ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ㅇ 피해 회복 노력 없음

ㅇ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ㅇ 자수

ㅇ 진지한 반성

ㅇ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ㅇ 피고인이 고령

ㅇ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ㅇ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

지 않음

ㅇ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표 3>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준

  

3) 소결

  이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실무

64)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준 또한 2017년 1월 양형기준과 유사하게 

개정되었다.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삭제되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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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떠한 행위 특성 및 행위자 특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고려되는지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앞서 논의하였던 현행 제도

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형 요소의 질적 구분

과 부분적 설정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건의 개별적 정의를 확보하겠

다는 취지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형은 범행과 피고인 

및 피해자를 둘러싼 모든 방대한 질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최종적으로 단일한 ‘숫자’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반양형인자가 단순 고려사항인 데 비하여 특별양형

인자는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어떤 인자

를 어떠한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혹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였는

지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를 쉽게 상정할 수 있게 되고, 실제

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중/감경, 혹은 긍정적/부

정적 사유의 판단을 2개 차이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일 범주의 양

형인자들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사용되게 만들었으므로 순수하게 질

적인 방식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의 양적인 방식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양형 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형기준제도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

한 것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2항). 양형기준 도입 당시 기존 형

사재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민이 쉽게 양형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불투명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단순공무집행방해죄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다수범죄에 관한 논의는 모두 제외하였으나, 다수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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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적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다.6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행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분석모형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

형기준에서 고려되는 모든 특성들을 추출할 필요성이 있음이 더욱 명

확해진다.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가능한 자세히 검토하고, 특히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분석자료와 방법 또한 충실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모형과 변수 설정에의 함의를 얻고자 한다. .

3.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66)

  엄벌주의 형사사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67) 따라서 여기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

65) 이러한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경합범

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상정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양형위원회는 밝히고 있다(양형위

원회, 2020: 693). 

66) 이 부분은 본 연구자가 최근 발표한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새로운 양형요

인 탐색’(오윤이, 2020)의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67) 국외 연구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억제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엄벌주의 

형벌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검찰의 정책 변화가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는 관련 

연구가 발달한 영미권의 형사사법제도와 한국의 제도 간에 본질적인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역의 법관 대부분이 선출직인 미

국의 경우 검찰의 기소와 구형량이 양형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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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또

한 많지 않다. 먼저 이민식(2018) 교수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가 대표적이고 임철·장지상·오정일(2018)의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살인, 강간, 공무집행방해죄 

등 일곱 개 범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위 두 연구

를 충실히 검토한 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양형

에 대한 분석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박성훈·최이문(2016)의 연구를 추

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이민식(2018)의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1

개월 동안 공소가 제기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

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찰양형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이하 PGS) 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판결문을 원자료로 활

용할 경우, 성별, 연령, 직업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요

인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접근할 수 없는 실정에서 PGS 자료는 

다양한 법률 외적인 양형요인들을 포괄하여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주요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범죄전력 관

련 정보68)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만 PGS 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코딩 작업이 각 사

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데이

터의 일관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즉 양형기준상의 인자들 중 ‘소극 

가담 여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과 같이 상당히 주관적

인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이 적지 않고, 이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코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구형을 담당했던 검

사와 실제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간에도 양형인자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PGS 자료와 실제 양형과

68)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범죄전력을 가장 객관적인 

형량범위 가중인자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이주형, 200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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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양형기준상의 모든 인자에 대하여 해당 여부에 따라 각

각 0 또는 1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법률 외적인 

특성, 즉 성별, 연령, 외국인 여부, 변호사 유무, 고소·고발사건여부 

또한 더미변수로 처리되어 있다. 전체 1,315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

이 1,1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용물무효·파괴 사건이 

110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사건이 78건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사건

들의 선고형량 평균은 10.4개월 정도이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공무

집행방해의 경우 약 71%,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경우 약 68%로서, 

사례수가 적음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가중적 구성요건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양형인자들의 채택빈도는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일반가중행

위인자에 해당하는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22%, 특별감

경행위인자인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17%였다. 한

편 ‘처벌불원’, ‘소극 가담’과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는 1% 수준으로 나타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양형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공무집행방해

죄와 직무강요죄를 포괄한 총 1,079건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는데 그 결과, 가중인자에 해당하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이종누범 및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계획적 범행’ 변수들의 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감경인자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폭행·협박·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유일했다. 

  모형의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법률 내적인 요인과 법률 외적인 요

인을 모두 포괄한 ‘모형3’의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 값이 0.121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2 값이 작다는 것만으로 회귀모형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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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나, 만약 모형을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

는 것이 목적이라면 값이 충분히 커야 한다고 이해된다.69) 이 연구에

서의 회귀모형은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양형인자들의 구성과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새롭고 실효적인 양형인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계

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인자가 있음에도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전제하여 인자의 ‘개수’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것을 문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가 회귀모형을 설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변수들을 

선택하였는지 그 기준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20개 양형인자들은 구조

상 위계가 불분명하고 의미상으로도 중첩되거나 상호관련성이 높은 

인자들도 존재하는데, 이들 중 7개 인자를 선택한 것은 회귀분석의 

여러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70) 변수 간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회귀분석의 가정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외생성 가정

(exogeneity assumption), 즉 내생성 문제일 것이다. 즉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불편추정량을 얻을 수 있

으나, 현실적으로 양형에 대한 인과모형 설정에서 누락변수편의

69) 결정계수는 관찰된 종속변수 값과 회귀모형에 의해 예측된 종속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으므로 결정계수가 클수록 예측력이 좋다고 판단된

다(고길곤, 2014: 346).

70) 필자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였

고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양

형인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성훈·최이문·강우예, 2015; 최이문, 2018; Kastell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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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tted variable bias)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Mustard, 2003). 

단순히 모형의 설명력이 낮다는 것이 누락변수의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직업, 종교,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심리 과정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Benforado, 2015), 이들은 독립변수로 볼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여러 인자들과 관련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

제력이 제고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임철·장지상·오정일

(2018)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 이외에 경제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횡령, 절도 사

건 및 비경제적 범죄에 해당하는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1심 

판결문 총 6,374개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양형기준 도입 

이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294개 판결문과 도입 이후인 2013년

부터 2015년까지의 324개 판결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평

균형량은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약 6.8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고 표준편차는 51.5개월에서 2.3개월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이러한 형량 편차 감소는 양형기준 도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71) 다만 이 연구는 해당 판결문들이 전체 몇 

71) 미국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판사들 간의 양형 편차가 감소되었다

는 분석이 다수 보고되었는데(Hofer et al. 1999; Anderson et al. 

1999), 반면 양형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

(Waldfogel, 1991)도 적지 않아,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슈이

며 분석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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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 어떠한 방식의 표본추출과정을 거쳐서 최종 618개 판결문을 분

석대상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고 있다.72) 따라서 제

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컨대 양형기준 시행 이전 자료는 가중적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치사상죄와 단순일죄가 혼합되어 구성되었고, 이

후 자료는 주로 단순일죄 판결문으로 구성되었다면 평균형량과 표준

편차가 모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일 외(2018)의 연구는 피고인의 성별, 연령 등의 법률 외적인 

요인과 전과, 집행유예, 합의 등의 행위자 요인을 기본으로 하여 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각 범죄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계획적인지 여부’과 ‘공무방해의 

결과 유무’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하

여 보면, 어떤 변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모형

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 또한 0.069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사실상 이 연구에서 살인,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한 분석 결과

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강

력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는 공무집행방해

죄 등에 대한 기존 논의가 충분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위의 두 연구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인자만

으로 양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며 기존 양형인자 또한 통계분석

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끝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양형

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박성훈·최이문(2016)의 연구를 살펴보

72) 후술하겠으나, 본 연구에서 마련한 데이터는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2013년도 3개월과 2014년도 3개월로 총 6개월 간의 자료로 해당 기간 

전수조사로 볼 수 있는데, 이 판결문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만 총 808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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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 연구 또한 오정일 외(2018)의 연구와 같이, 양형기준제

도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2003

∼04년과 시행 이후인 2013∼14년의 기간 동안 서울 및 경기지역의 

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와 강도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강간치상 및 강도상해/치사 사건 유형에서 처벌이 강화

된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 간 양형 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자료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판결문 

자료를 변환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선고형

량과 같이 종속변수가 센서드(censored) 형태의 자료일 경우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보다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근거한 토빗(Tobit) 모형

이 더 적절한 분석방법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 양형 연구와 차별

점이 존재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측면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예컨대 강간 사건에서 가중요소로 이해

되는 ‘친족관계’와 감경요소로 이해되는 ‘심신미약’ 변수의 경우 그러

한 특성은 양형기준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에도 제도 시행 전후 영향력의 방향성이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심신미약’의 경우 양형기준 도입 이후 형량을 높이는 가중사유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영향력의 크기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의 불안정성은 강도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강도범죄에서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경미한 상해’ 변수

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또한 그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다른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 또한 양형기준제도 시

행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판결문을 원자료로 하여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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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음에도 기존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를 그대로 변수화하여 모

형을 설정한 것이 불안정한 분석 결과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양형기준상의 인자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양형인자들이 판결문에 

인용되는 경우가 10% 미만으로 매우 드물어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례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성훈 외, 2016: 

17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양형요소의 통계적 

계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만들

어졌고(이주형, 2009), 형법상의 여러 원칙들, 예컨대 확정적 고의, 미

필적 고의, 과실과 같이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건들

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박성훈 외 2015: 2-3). 

여기서 기인하는 회귀모형 설정의 문제는 크게 다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양형기준은 개개 양형인자가 형량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가중요소상

의 양형인자와 감경요소상의 양형인자가 사실상 동일한 범행 특성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자들은 양형기준표상의 

인자를 그대로 활용하여 변수화하지만 결국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몇몇 변수를 선택하여 모형을 설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 둘째, 현행 기준상의 양형인자 중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인

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또한 중요한 행위 특성 혹은 행위자 특

성에 해당하므로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서 기준에 포함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통계분석에서는 이러한 양형인자

들을 재평가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분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질적으로 구성한 양형인자들을 각각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더미변수화하여 그대로 계량분석에 사용할 경우 보

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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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요 변수임에도 그 특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통계분석에 필요한 변동의 크기 또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다. 

  요컨대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추

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에는 여타 양형에의 영향요인들 또한 통제변수

로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때 여러 기존 연구와 같이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분석의 정확도와 신

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양형기준이 나열하고 있는 인자의 내

용과 특성을 가능한 모두 반영하되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

화하고 변수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용 빈도가 현격히 

낮은 양형인자들을 재평가하는 한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임에도 기준에서 누락하고 있는 양형인자가 없는지, 법이론에 기반

을 두어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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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무집행방해죄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 시

행이 실제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에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며 어떠한 형벌

을 부과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지, 범죄성립에의 구성요건요소

들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충실히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수행된 형사정책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

를 구체화하며, 아울러 입법이 아닌 정책으로 구현되는 엄벌주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왜 공무집행방해죄를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였는지 좀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적 검토 

1) 공무방해에 관한 죄 개관

  현행 형법은 각칙 제8장에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

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란 ‘국

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다. 국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므로 협의의 공

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그러

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

라 공무원에 의해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이

해하는 것이 형법학계 통설의 입장이다(이재상, 2000; 김일수·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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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형국, 2007).73)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항)를 기

본적 구성요건으로 두고, 직무강요죄(동조 제2항)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제137조)를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

방해죄(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그밖에 법정 또

는 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제139조), 공무

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등 무효죄(제141조 제1항), 공용

물파괴죄(제141조 제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제142조), 부동산강제

집행효용침해죄(제140조의2)는 모두 보호의 객체가 특수한 공무에 제

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는 포괄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책과 양형 간 인과관계의 통계적 추정을 목적

으로 하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하여 분석할 것

이고,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도 기본적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를 집

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이 조항은 

1995년 이후 개정된 바 없다. 즉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엄벌주의가 강

력하게 요청되어 입법적 형벌 강화가 이루어진 다른 범죄와 달리 공

무집행방해죄는 국회의 형법 개정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일

73) 보호법익은 이후 양형기준상의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를 구분하는 기준

이 되기도 한다.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 범죄

이므로 폭행 관련 범죄전력을 동종범죄로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발

견되지만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폭행 관련 전력

은 이종범죄 전력인 것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분석모형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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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다.74)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

행 양형기준75)은 기본 구간 ‘6월~1년6월’, 감경 구간 ‘8월까지’, 가중 

구간 ‘1년~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

어 있다.76) 다만 양형기준은 2017년 한 차례 개정되어 형량을 강화하

였는데, 기본 영역에서 기존 ‘6월~1년4월’의 상한을 2개월 늘린 것으

로 소폭 상향조정하였을 뿐이다. 요컨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

벌 요구가 입법적으로 구현되거나 관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배경에 관하여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논의와 관련 기존 연구의 발견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7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해 보면, 20대와 21대 국회의 법

사위에서 관련 법안 제출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는데, 1990년대 문민 정부 출범 이후 13회의 개

정 중 엄벌주의적 맥락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관이 사용하는 경

찰장구 및 무기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혹은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75)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3월 의결되어 2011년 7월부터 시

행되었고, 이후 1회 수정을 거쳐 현행 양형기준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어왔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3~14년이므로 최초의 양형기준

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추출하여 통제하기 위해 두 기준을 포괄하여 이용하였다.  

76)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이 이와 같이 설정된 것은, 설정 당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된 사건의 선고형을 분석하여 도출된 평균 형량을 기본영역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진국, 2014). 뒤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

의 평균값은 6.3개월이며, 최소값은 2개월, 최대값은 18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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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함

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이다. 우리 통설과 판례77)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오히려 정당방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

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요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78) 즉 적법성의 문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양형인자의 하나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므로,79) 간략하게나마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법성이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원

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엄벌주의적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 혹은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태

77)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872판결; 대법원 2000.07.04. 선고 99도

4341판결;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도3682판결 등.

78)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는 주권의 절대적 권

위에 의하여 적법 · 불법을 불문하고 언제나 보호받았음에 반하여, 자유

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집행의 실질적 적법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보호되는 

공무의 범위에 관하여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권력적 작용, 특히 명령 

또는 처분의 강제적 집행에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독일형법 

제113조; 프랑스형법 제209조; 오스트리아형법 제269조)와 우리 형법과 

같이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스위스형법 제285조; 일본형법 제95

조)로 구분된다(이재상, 2000: 694).

79) 2011년 시행 양형기준에는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감경요소로서 ‘공무집

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

다. 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유무죄 판단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이를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인자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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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견지해 왔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는 해방 직후 개정되어 40

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형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적법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

이 없더라도 통설과 판례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만약 적법

성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는 경우 적법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

정하였다고 한다(법무부, 1992: 262-270). 대법원은 적법성 요건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관한 

한, 학설의 대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이호중, 2011: 206).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

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그런데 적법성의 의미에 관하여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

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독일 판례와 

다수설,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모두 ‘형법적 적법성 개념

(strafrechtlicher Rechtmässigkeitsbegriff)’, 즉 공무집행방해죄에

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을 지닌 실체적 적법성이 아닌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한다는 객관설을 따른다(김일수·서보학, 2016: 

678; 이재상, 2000: 697; 이형국, 2007: 803). 상술하면, 직무집행 행

위가 공무원의 사물 및 장소 관할의 범위 내에 있고, 일단 직무집행 

단계에서 공무원이 직무집행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합리

적으로 심사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설사 그 직무집행의 요건에 관

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권력에 ‘착오의 특권’을 부여하는 국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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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가능성을 최대한 확

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이호중, 2011: 218~220). 예컨

대 집행관이 채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것으로 착오한 경

우, 혹은 경찰관이 현행범 추적과정에서 그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

른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소위 ‘형법적 적법성 개념’을 따른다면 공무

원의 법익 침해행위가 법원 등의 사후적 판단에 의하여 위법으로 판

단될 가능성과 상관없이, 직무행위를 할 당시 합리적 심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된다. 

  한편 행정법에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vorläufige Wirksamkeit)’80)이 인정되는데 이 공정력 개념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원용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정력설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시민은 일단 그러한 공무집행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게 되어, 결국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

지고, 그에 상응하여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의 정당방위권은 

상당히 축소된다. 

  우리 판례의 경우 공정력설을 따르지 않으며 다수설과 유사한 입장

으로 이해되지만 ‘형법적 적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81)

80) “행정행위는 그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

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효력을 공정력이라 부른다(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347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주14271 판결 등).”

81) 대법원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

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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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입장을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사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권한이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신호기

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중략)에 따라 범

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

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

서(이하 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120조는 ‘경찰서장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교통경찰관으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

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중략)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

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

였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도8336 판결). 

  이와 유사하게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래

연습장을 검색하는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노래연습장 업

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이를 행하였음이 기록

상 분명하므로, 위 경찰관들의 위 각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결론내렸다(대법원 2005.10.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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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731 판결).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정확히 어떠한 학설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들어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무죄로 선고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구슬환 외, 2018; 이상훈, 2009),82)

대법원의 견해는 우리의 다수설보다 적법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

하는 독일의 유력설과 유사하다는 학계의 분석83)에 비추어 볼 때, 대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을 상대적으로 폭넓

게 인정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국가권력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에 

중점을 두어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법원의 입장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

하여 엄벌주의적인 태도보다는 온정적인84)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이

82) 경찰의 체포행위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피의자에게 정당방

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태도를 비판하면서, 결정적인 위법행위가 있어 체

포행위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

적도 비슷한 맥락이다(김진숙, 2009).

83) 이호중(2011: 209~210)의 연구는 공정력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직

무집행의 적법성 개념을 행정법적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그 판단 기준을 

‘실체적인 요건 충족에 따른 집행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

일의 유력한 소수설을 소개하면서 우리 판례의 입장이 이러한 학설과 유

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직무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법행위(명령

이나 결정 등)와 그것의 집행행위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직무집행의 적법

성은 오로지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집행행위가 법령상의 실질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

는 다수설인 ‘형법적 적법성 개념’보다 더 엄격하며 객관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다.

84) ‘온정적’이라는 용어와 ‘온정주의’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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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과 협박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중심을 이루는 

폭행과 협박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를 폭행과 협

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면 공무집행방

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엄벌주의 

정책 이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고, 

이는 결국 통계 추정의 정확도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통상 형법학에서 폭행의 정도는 최광의에서 광의, 협의, 최협의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해하며, 협박 또한 그 정도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광의의 폭행과 광의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

다(이재상, 2000; 김일수·서보학, 2016; 이형국, 2007).85) 구체적으로 

있다. 사실상 ‘온정주의(paternalism)’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의미

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형법학계에서는 엄벌주의의 반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박철현, 2011), 이 용어의 철학적 연혁을 살펴보면 '개인

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타인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가' 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특히 간섭의 주체와 객체로 부모

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국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므로(이해영, 2010), 학술용어의 엄밀성 측면에서 

엄벌주의의 반대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적당치 않아 보인다. 본 논문에

서는 일반 용어인 ‘온정적’이라는 표현을 엄벌주의의 반대적 의미로 사용

하였다. 

85)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행죄와 협박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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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

미하고, 직접 폭행 이외에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

무실 바닥에 인분을 쏟는 등의 간접 폭행도 포함된다.86) 협박이란 공

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데, 현실적

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는 불문한다.87) 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

기 위한 폭행과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이 요구되므로, 연행

하려고 잡아끄는 경찰의 손을 뿌리친 경우나 공무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

종은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즉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하

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8)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죄와 타죄와의 관계를 간단히 검토해 보면, 공

무집행방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대부분의 경우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는데, 단순 폭행 · 협박에 그치기보다는 상해, 

모욕, 손괴, 강요, 체포, 감금,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준강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단순 폭행 혹은 협박은 공무

협의의 폭행과 협의의 협박의 정도가 요구되는데 반해 국가적 법익을 보

호하기 위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이 보다 넓게 인정되

는 것은 국가기능과 공공의 위험성에 대한 보호의 폭을 확대하는 반면, 

개인적 법익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빚어낸다는 지적이 있다

(한인섭, 1997a: 114-115). 

86) 대법원 1998.5.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

도3584 판결 등.

87) 대법원 1962.5.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88) 대법원 1970.6.30. 선고 70도11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

도479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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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해죄에 흡수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만 성립하지만, 상해 

등 단순 폭행 · 협박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

상적 경합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단일성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구슬환 외, 2018; 이진국, 2014).

2.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여기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법이론 영역에 한정

되어있는 논의를 제외하고 행정학적 혹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시사

점이 있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고, 

대부분 경찰공무원의 직무 중 발생하므로 상당수의 연구는 경찰 또는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논의이며 공권력에 대한 침해 혹은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룬다. 

1)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이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공권력의 약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

석 및 대응책 마련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억제 이론(Deterrence 

Theory)’과 1980년대 등장하여 널리 알려진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s Thesi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억제 이론은 처벌을 강화할

수록 범죄발생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특히 형벌이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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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집행될수록(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엄격성), 형벌 집행

이 범죄발생 이후에 신속할수록(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을 더욱 느끼고 이에 따라 범죄를 자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박상기 

외, 2001: 67-70).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줄이고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응 방안 마련은 주로 억제 이론적 시각에서 제안되고 있

다.

  한편, 깨진 창 이론은 1982년 Wilson과 Kelling이 처음 제시하였는

데, 지역사회의 물리적 퇴락(physical deterioration)이 주민들의 안

전을 위협하고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낙서, 쓰레기 방

치, 노상방뇨, 새치기, 고성방가 등의 기초질서위반 행위들이 깨끗한 

거리보다는 깨진 창이 있는 지저분한 골목길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듯 사소한 질서위반 사범에 대해서 관용

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법적용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 또한 더욱 법

을 준수하게 될 것이란 가정이다. 이 이론은 이후 1990년대 초반 뉴

욕시 지하철에서의 질서 회복과 1990년대 중반 뉴욕시의 범죄율 감소

가 깨진 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차훈진, 2009: 238-241). 특히 당시 뉴욕시장 Giuliani와 뉴욕

시 경찰청장 Bratton이 추진했던 무관용 경찰활동의 핵심적 전략으로 

깨친 창 개념이 부각되어 더욱 유명해지면서, 이 이론은 특히 공권력

의 무력화 현상을 염려하며 엄벌주의적 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

서 종종 원용된다. 그러나 ‘깨진 창’이란 일종의 ‘방치된 행동’에 대한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이웃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이웃의 깨진 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해 두면 더 많은 창들이 깨지게 되듯이, 다른 이웃 구성원들의 무질

서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

고 더 나아가 중한 범죄, 결국에는 도심 쇠락(urban decay)의 결과

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Sousa & Kelling, 2006; 차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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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따라서 이 이론은 경찰의 치안 활동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하

에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연결되기도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권력 

약화의 원인에 관한 분석, 둘째, 공권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에 관

한 논의, 셋째, 기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양태 및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이다. 

  먼저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약한 형벌 등

의 온정적 형사사법정책이 문제라는 주장과 사회 문화 혹은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재판과정

에서 법원의 미온적이고 관대한 태도로 인해 공무집행사범의 구속영

장이 대부분 기각되어 타범죄에 비해 불구속수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

게 나타나고 있다거나, 혹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적으

므로89) 경찰의 공권력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정우일, 2009a; 차훈진, 2009; 이진국, 2014; 이상훈, 2009). 한편, 

89)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의 불구속률은 약 87%에 달

하고, 동기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죄명 중 ‘공무

방해에 관한 죄’로 분류된 사건 중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는 전체의 9% 수준이다(이상훈, 2009: 246-247). 후술하겠으나 본 연구

가 축적한 데이터상으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4%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 일부 기간 자료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시점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이므로 

전체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의 실형 선고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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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2009)의 연구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경쟁 문화와 높아진 인권

의식에 비하여 낮은 준법의식과 법 경시 풍조를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증가 원인으로 지적한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폭력시위와 같은 불

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 분위기가 남아있어 집단적 혹은 폭력적으로 

자신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공권력

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된 사례가 현재

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낳았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다(김종오 외, 

2009). 그러나 Q방법론을 사용한 이유미 외(2010)의 연구는 과거 역

사적 경험의 산물로서 경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찰 공권력 문제와 

높은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사법처

리의 일관성 부재90)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

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진국, 2014).

  둘째, 공권력을 강화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되므로 위와 마찬가지

로 각종 경찰활동의 강화, 엄정한 법집행,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처

벌의 강화 등 주로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

는 연구와(이진국, 2014; 박상융, 2010; 차훈진, 2009) 그보다는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여타 방안들을 제안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

훈, 2009; 김종오 외, 2009).91)

90) 법원사무관의 뺨을 두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6월을 선

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가 있는 반면, 술집에서 난동부린 혐의로 연행되

던 중 운전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열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외부에서 볼 때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은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조선일보 2009.10.17.).

91) 물론 이러한 연구들 또한 엄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엄벌

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하므로(이상훈, 2009: 261-262), 명확히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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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진국(2014)의 연구는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공무집

행방해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법정형 상

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

는데(형법 제136조), 이는 형법상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

이 낮은 법정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격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강요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324조), 벌금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위력공무집행방해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

안한다.92)

  또한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항행위는 바로 정당방

위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따라서 정당방위 판단에 대

한 법원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구슬환 

외, 2018; 황정익, 2009), 범죄통제모형을 통해 경찰이 형법범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범죄, 혹은 방치하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차훈진, 2009). 

수는 없다. 

92) 1953년 형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의 누락은 입법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

며, 현행법의 해석론상 업무방해죄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

법원의 입장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반 영업장에서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

로 처벌할 수 있으나 관공서 내의 소란행위 및 집단적 위력행사에 의한 

공무방해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진국, 2014: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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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그동안 경찰이 견지해 오던 강경한 방식의 대응책이 공권력 

확보에 있어서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

안하고 있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기초질서의 확립이 중요하

지만, 특히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는 지적이다(이상훈, 2009; 김종오 외, 2009). 둘째, 지역사회 경찰활

동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경찰행정에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상훈, 2009; 차훈진, 

2009). 이와 유사하게 제기되는 것이 ‘혼성치안(grey policing)’의 모

색이다. 혼성치안은 Hoogenbloom이 정의한 개념으로, 경찰 목적 달

성을 위하여 국가경찰, 각종 규제기관, 민간부문 간에 정보를 교환하

고 기술적 장치를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협력 치안 매커니즘을 의미한

다(Button et al., 2002: 28). 이는 다양한 치안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다는 장점과 함께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

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2009). 

  그밖에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가 미비하므로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정우일, 2009b; 김종오 

외, 2009). 기타, 실무상의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책들도 제안되고 있

는데, 주취자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현장 경찰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다수 제기된다(이상훈, 2009; 김종오 외, 2009; 나달숙, 2015; 이

진국, 2014).93) 이는 일선 관료로서의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를 제약

9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2목은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

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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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러 요건들의 완화 또는 재량권 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마지막으로 범행 양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종오 외(2009)의 

연구는 기초질서 위반 부문, 공무집행방해 부문, 불법 집회 · 시위 부

문, 주취자 관리 부문으로 범행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

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박상융(2010)의 연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다투어지는 공판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실무

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경험과 판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들은 자신이 현행범이 아니라거나 상대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

니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

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

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 · 무기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

려고 할 때,  (나) 체포 · 구속영장과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

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

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이 조항을 검토해 보면, 본문

에서는 총기의 일반적 허용 규정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매우 엄격한 예

외적 허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있

어서 상당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까지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총기사용의 허용

범위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

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와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4.5.13. 선고 2003다579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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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혹은 경찰관이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오히

려 경찰관에게 폭행 ·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 또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공무집행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폭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하

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논의를 통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주요 쟁점임을 확

인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둘러싼 문제적 현실과 각종 쟁

점 및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책들을 조망하게 해준다. 특히 공무집

행방해죄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는 경찰행정학 영역의 목소리가 높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공권력

의 얼굴로 인식되던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지지하던 분위기와 

달리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성이 크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공무집행의 ‘적절성’ 논의에서와 마

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온정적인 편이라

는 평가를 대체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제언 모두 간단한 기술통계 자료 혹은 법

이론에 의존하는 연구가 많고, 실제 이와 관련한 어떤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우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보고되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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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엄벌주의 및 형벌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상황을 인식하는 연구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엄벌주의적 대응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가 공권력 확보를 위한 불가

피한 수단인지, 아니면 공권력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하여, 결국 실증적 근거보다는 연구자의 가치관과 성향의 차이가 

문제 인식과 대응책 선택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가 엄벌주의의 정책적 

구현과 양형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요 연

구대상으로 설정한 배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공

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사회 여론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에서도 형

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을 통한 

형벌 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공권력 행사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시민의 자유권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간의 줄다리기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이 놓

여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공

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온정적 태도를 견지하게 하였을뿐

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도록 주도하

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피해

자는 공무원, 특히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이므로 여성 

혹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공감대를 쉽게 형성함으로

써 엄벌주의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성범죄, 혹은 아동 대상 범

죄와 달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추지현, 

2017b). 이와 관련하여 보호법익이 개인에 해당하는 여타 범죄에 비

하여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을 통한 형량 강화가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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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벌주의적 요구는 입법적

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행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은 스스로의 법집행과 행정작용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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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론적 논의 요약 및 연구문제 설정

  지금까지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에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와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기존 논의 및 쟁점을 충실히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명

확히 하고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를 상세히 검토하여 분석 

모형 및 변수 설정에의 구체적인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먼저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의의와 국내 동향을 검토하였다. 한

국 사회에서 2010년 이후 있었던 일련의 형법 개정 및 도입 · 시행된 

관련 정책들과 함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대검찰청의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 또한 전세계적인 엄벌주의 흐름 속

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엄벌주의적 제도 변화의 대표

격인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여 범죄 발생 추세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

응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엄벌주의 요구가 입법적으로 구

현되는 것과 행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에 있어 유사한 

외양을 지닐지라도 그 배경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검찰의 정책은 아무런 입법적 근거 없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이 정책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하는 분석

작업의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시행 전후인 2013년

과 2014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배

경을 살펴보았고 특히 당시 엄벌주의에 대한 국회의 요청은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법원을 향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엄벌주의란 범죄나 일탈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 부과를 지지하는 태

도로서,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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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화보다는 엄격한 격리를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여론이 범죄자

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포착한 포퓰리스트들이 

형벌의 효과성보다는 그 정책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해지도록 엄벌주

의적 형벌 정책을 활용하는 경향성을 형벌 포퓰리즘이라고 칭하며, 

엄벌주의적 정책의 적극적 도입이 이러한 배경 하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엄벌주의적 정책이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고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한 형벌과 범죄 발생 감

소 간의 관계는 분명치 않으며 학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더더욱 실증적 근거조차 미약한 엄

벌주의적 정책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자리잡아가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논의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벌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급속히 확대되어온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은 후

기 근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형벌 국가의 보편성 혹은 주로 보수 정

권에 의해 활용되어온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설

득력을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최근 진행된 추지현의 연구

(2017b)는 이렇듯 엄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2000년대 중반 이

후 한국 사회에 엄벌주의 정책이 부상하게 된 배경과 처벌 제도의 특

수성에 대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우리의 처벌 제도가 상

대적으로 온정적인 형량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되어 있는 특수성

을 보이는 것은 ‘사법민주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시기, 

자의적이고 탈법적인 처벌 제도 운용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

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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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법민주화의 기조가 설정되었는데, 그 결과 사형 집행이 중단되

는 등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은 최소화되었고, 이와 함께 사법

부의 양형 재량 역시 유지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요구와 판결에 대한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법감정이 부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법민주화의 목표가 기존의 기조를 대체하게 되

었고, 그 결과로서 기존의 처벌 제도를 우회하여 새로운 장치들이 형

벌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보안처분이 중첩된 한국의 특수한 

처벌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의 이념과 사법부가 법해석에 있어서 견지하고 있는 일종

의 경직적 태도는 입법, 행정부 중심의 엄벌주의 기조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법부가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록 엄벌주의 입법의 효과를 완화시킨다는 기존 논의를 재확인한 것

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직무집행의 적법성’ 

쟁점에서 확인하였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

와 함께 본 연구의 분석에서 법원에 의한 엄벌주의적 정책에의 제어 

효과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어서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취지와 형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

고 구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및 실무상의 양형기준 적용 방식 등을 충실히 이해함으로

써 분석 모형 설정에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2009년 7월 처음 도입 

· 시행된 양형기준제도는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처리함으로써 형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다른 사건은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법관의 양형과정에의 폭넓은 재량권한

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형기준제도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설정방식이 아닌,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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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적 방식이 채택되었고, 양형 요소들을 통계

적으로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선택되었다. 또한 

법관의 재량권 축소를 막기 위해 현행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

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양형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모형 설정과 관련한 한계점들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기준의 유형분류기준 및 특별양형인자와 형

량범위의 설정이 모두 법이론적, 혹은 통계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통계적 계량화 대신 질적으로 구분했다고 하지

만, 가중/감경 양형인자 간 개수가 많은 쪽으로 형량범위를 이동하도

록 하고 2개 이상의 차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실상 

양형인자간 비중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완전히 질적인 구분이라기보다 엄밀성이 낮은 계량화된 형태라고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별 양형기준표 안에 법률상

의 논리적 체계와 무관하게 많은 인자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데 막

상 양형에 필요한 여러 주요 구성요건요소들을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 결

과,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일반양형인자는 단순

히 고려 사항으로 제시된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

면 어떤 양형인자가 왜 꼭 특별양형인자로 설정된 것인지, 어떤 양형

인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왜 일반양형인자로 설정된 것

인지 그 구분의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2개의 개수 차이에 

따라 상황을 적용하면 일반인의 법상식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가 도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모든 논의는 집행유예 판단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양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분석에



- 93 -

서 양형기준표상의 변수와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형기준상의 변수들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그에 따

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첫째, 현행 양형기준은 양형

인자들이 양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성

한 것이 아님에도 주어진 양형기준표상의 항목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모형을 설계하는 경우 결국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로 변수를 선택하

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의 양형에

서 고려해야 하는 행위 특성 혹은 행위자 특성을 망라하고 있다. 그

러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귀모형

에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더 나아가 

애초에 질적으로 구성한 양형인자들을 그대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

는 경우 해당 변수들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에

도 그 특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통계분석에 필요

한 변동의 크기 또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에는 여타 양형에의 영향요인들 또한 통제

변수로서 투입되어야 하고 이때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며 분석모

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현행 양형기

준상의 양형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

펴본 여러 이유에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형기준이 포괄하는 특성을 가능한 모두 반영

하되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를 마련하고 변수를 설정하며 

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임에도 양형기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을 탐색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하며, 반면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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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죄의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의 의의와 활용도 평가를 통해 

선별하여 사용할 것이다. 

  끝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법 규정과 관련 논의를 통해 우리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를 어떻게 설정

하고 있는지, 특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무

엇을 의미하며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 기준으로 작용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쟁점을 다룸으로써 공무

집행방해죄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시민의 방어권 간의 줄다리기와 

같은 형국에 놓여 있는 특수한 범죄라는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즉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넓게 해석할수록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는 측

면이 강해지며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할수록 시민의 방어권을 보호

하는 측면이 강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온 우

리 법원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히 해

석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왔고, 따라서 국가권력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에 보다 

중점을 두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엄벌주의적인 태도보다는 온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이

해할 수 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행정학 혹은 형사정책학 분야에 축

적되어온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맞는 경찰로 대표

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둘러싼 문제적 현실과 함께 각종 쟁점 및 다

양한 형사정책적 대응책들을 조망할 수 있었다. 특히 무도한 공권력

의 얼굴로 인식되던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지지하던 과거 민주

화운동 시절의 사회 분위기와 달리 최근 들어 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하

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더 짙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제언 모두 관련 이론이나 간단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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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 자료에 의존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

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학계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

하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보고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는 경우에도 국내외 형사정책학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엄벌주의 및 형벌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상황을 인식하

는 연구가 많지 않다는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실제 양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벌

주의 트렌드와 형벌 포퓰리즘의 논의와 결합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가 기존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논의를 심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가 엄벌주의의 정책적 구현과 

양형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요 연구대상

으로 설정한 까닭과 배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공무

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여론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에서도 형벌 강화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을 통한 형벌 강

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가 공권력 행사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시민의 자유권을 방어할 수 있

는 권리 간의 줄다리기와 같은 특수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이 놓여 있

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공무집행방

해 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온정적 태도를 견지하게 하였을뿐만 아니

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도록 주도하지 못하

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피

해자는 공무원, 특히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이므로 여성 

혹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공감대를 쉽게 형성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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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엄벌주의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성범죄, 혹은 아동 대상 범

죄와 달리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벌주의적 요구는 입법적으로 구현되지 못하

고 행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검찰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은 스스로의 법집행과 행정작용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하

여 엄정하게 대응할 유인이 충분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정책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가 되리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이후 분석 모형과 변수의 설정,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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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가설과 모형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실제 형사재판의 양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연구의 분석 결과를 충실히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단 대응 정책의 시

행은 검사의 구공판 증가 및 구형량 증가,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구형

하는 행태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검찰의 구공판 증가 및 징역형 구형 증가는 법원의 형종 선

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검찰의 구형량 증가는 법원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넷째, 다만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재판의 형태 

및 형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의 종류와 형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인 모형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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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번호 내 용

[모형Ⅰ] 약식명령-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모형

[모형Ⅱ] 정식재판-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모형

[모형Ⅲ] 정식재판-징역형-실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모형

[모형Ⅳ]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모형

<표 4> 분석 모형 

  모형을 통합하지 않고 이렇듯 모두 개별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전술하였듯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청구사건,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고적 기준이지만 준수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정식재판-징역형 사건과 벌금형 사건

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없다. 

  둘째, 통상 처단형 결정은 1) 형종 선택, 2) 누범 가중, 3) 법률상 

감경, 4)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의 순서로 정해진다.94) 즉 법관들

은 형종을 가장 먼저 선택한 뒤에 여러 양형인자 및 요인들을 반영하

여 가중, 감경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95) 따라서 형종별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이에 부합하는 타당한 

94) 형법 제56조는 가중감경의 순서를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으

로 정하고 있다. 다만 처단형을 결정함에 있어 형사실무상 이에 앞서 형

종을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95) 법관의 판단과정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심증 형성이 모든 경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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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식이다. 

  셋째, 벌금형과 징역형을 통합하는 모형의 설정은 자료의 형태를 

왜곡한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는 주문이 병기되어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모두 기간으로 환산하

여 자료를 통합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종속변수의 분포는 연결되지 

못하고 심하게 양분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이는 통계적 추정을 어렵

게 한다. 즉 2014년 기준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선고된 벌금형의 평

균은 약 323만원이므로 기간으로 환산시 약 32.3일의 징역형이 된다. 

이에 반해, 징역형의 평균은 약 6~7개월이므로 심각하게 단절적인 데

이터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본 연구는 실제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다면 동일한 모형을 구성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범죄 전력에 

대한 정보는 판결문상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추출해야 한다. 그런데 

약식명령은 물론이고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

형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 판결문이 매우 많다. 2014년에는 많이 개

선되었음에도 약 36%는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심

지어 약 87%의 판결문에서 누락되어 있다. 결국 주요 변수들이 모두 

결측치가 되므로 통합 모형을 구성할 수 없다. 

  다섯째,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벌금형은 같은 형종이지만 재판의 

드시 ‘모든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종합평가’나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있다. 오히려 먼저 피고

인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심증을 객관화 또는 정당

화하기 위하여 논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사실인

정에 있어 ‘통찰과 직관, 혜안’이 강조되기도 한다(이용구, 201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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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진

행되며 실무상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벌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과정과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무엇보다 검사의 구형

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

검찰청의 정책 시행이 검찰의 구형량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게 해

주는 기준이 되므로 더더욱 구별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일한 징역형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집행유예가 선

고된 사건들을 분리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동종누범 및 이종누범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에서는 집

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이러한 

범죄전력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판단사유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한, 집행유예를 부가

하기로 결정한 사건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고려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선고형의 차이는 통합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9] 연구의 분석틀



- 101 -

제2절 분석 대상 및 분석 자료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무죄나 선고유예 사건은 매우 

예외적이므로 모두 제외하였다.96)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 1심 사건 이

외에 전국 법원의 약식명령 사건을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형사소

송법 제448조),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진행된다(동법 제449조).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

판 절차로 심판하여야 하고(동법 제450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 가능하다(동법 제451조).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형종 

상향의 금지’를 규정한 동법 제457조의2이다. 즉 피고인이 정식재판

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

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벌

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약식명령 사건은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

량 그대로 벌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시행되었

다고 해도 실제 검사들이 구형량을 높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

9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판결문 총 1,519건 중에서 무죄는 4건, 선

고유예는 5건, 치료감호는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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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약식명령의 선고형량에 대한 분석은 유용한 기준점(reference) 역

할이 되어준다. 

  한편 정책 효과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

는 사건이 가능한 동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타범죄와 경합한 모든 

경합범을 제외하고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 한정하였다. 경합범 

사건의 경우 부분적 설정방식에 따라 마련된 현행 양형기준상으로 모

두 포괄되지 않으므로 더욱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

만 2개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 사건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오전에 파출소에서 소란 행위를 했던 피

고인이 밤에 다시 동일 파출소에 나타나서 유사한 소란 행위를 한 경

우, 수사기관의 재량적 선택에 따라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경합범으로 처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

우에도 형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

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수조사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단순

일죄로 처리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포괄하는 범죄 중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가중적 · 수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사건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사실상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97) 무엇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4년 3월의 대검찰청 정책은 ‘범행이 경미하더라도’, ‘원칙적 구공

판’과 각 구간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공무방해에 관

한 죄’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단순공무집행방해

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책으로 인한 검찰의 기소 행태 변화

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97) 기존 연구에서 검찰의 PGS 자료로 분석한 결과,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전체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서 약 85.7%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민식, 201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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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 10월~12월, 2014년 10월~12월

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해석되므로 3개월이 지나도 공소제기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98) 따라서 2014년 3월에 있었던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시차를 두어야 하

고, 정책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과 정책 시행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 겹치는 구간을 최대한 제외하는 것이 추정의 신뢰도와 정확도

를 높일 수 있으므로 3개월을 추가하여 총 6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정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법령화 과정을 거쳐 외부에 공표되는 방

식이 아닌, 조직 내부의 정책이므로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

능성이 높으므로 당해년도에 한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동일한 연도, 일년 

중 동일한 시기의 사건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해당 기간의 사건 수이다. 통

계적 추정은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

으나 판결문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양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적정한 선을 설정해야 한다. 각 3개

월씩 자료를 수집하면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수가 808건이고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 수가 100건이므로 통계적 추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량이다. 

98) 검찰 내부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따라서 이 규

정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사유로 처리하지는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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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이에 비해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1개월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시기

는 사건 수가 가장 많은 11월로 정하였다. 정식재판 중 벌금형이 선

고된 사건 수는 총 300건이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수는 총 411

건이다. 다음 표에서 분석 대상이 된 자료의 사건 수를 시기별, 형종

별로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 수는 총 1,519건이다. 

  

구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Total

201310 12 39 　 51 

201311 5 51 102 348 506 

201312 8 35 　　 43 

201410 23 242 　　 265 

201411 36 202 198 63 499 

201412 16 139 　　 155 

Total 100 708 300 411 1,519 

<표 5> 공무집행방해범죄 1심의 형종별 사건 수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4년 3월에 시행되었던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이 실제 형사재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법원의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판결문을 분석의 원자료(raw 

data)로 삼았다. 

  독립변수가 무엇이든 양형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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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기록을 원자료로 삼아야 한다. 수사기록은 

검사의 구형량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원천자료로 이

해된다. 그러나 단일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도 분량이 상당하며, 무엇보

다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도 매우 까다롭고, 확보하더라도 소수 사례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일 사례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와 같은 

방식의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이민식(2018)

의 연구와 같이 검찰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1개월 동

안 공소가 제기되어 1심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했던 검찰양형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이하 PGS)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적인 양형인자 이외에 성별, 연령 등 법

률 외적인 양형인자들의 영향력까지 함께 분석 가능하며, 양적 연구

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강점이 존재하지만 2013년 

3월 이후로 더 이상 축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되는 2014년 3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개된 판결문은, 개인정보보호로 

공개되지 않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현 상황

에서 최선의 원천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판결문이라는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치 않다. 판

결문이라는 자료는 표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단순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와 같이 텍스트 속에 내재되

어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 정황과 맥락을 모두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추출내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

다.99) 자료의 변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 통제변수 설정

과 함께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99) 판결문 자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

던 판결문 중 하나를 부록에 실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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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판결문 자료는 사건번호로 묶여 있는데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도 존재한다. 대부분 동일한 현장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같은 사건번호로 묶여 있다고 해서 이들이 꼭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

은 아니며, 분석에 있어 사건 수의 기준은 행위자인 ‘피고인’이 되어

야 하므로 사건번호가 아닌 피고인 수로 사례를 추출하였다.100)

  끝으로 자료에 관하여 특기할 점은 제한된 기간이지만 전수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전수조사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최초 모형

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구상하였으나, 지방법원 별로 처리하는 사건 

수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고 따라서 매우 적은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

법원은 아예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기간을 줄이되, 당해 기간 동안 

유죄가 선고된 전국의 모든 1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 사법연감과 범죄분석 등 기타 공식통계도 모두 사건 수를 피고인 기준

으로 집계하고 있다. 



- 107 -

제3절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1. 종속변수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약식명령과 1심 형사

재판의 선고 형량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된다. 약식명령의 경우 벌

금형만 선고되므로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단위: 만원)이고, 1심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동일하다. 1심 정식재판에서 자유

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기간(단위: 개월)이 종속변수가 된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

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총 9가지이며(형법 제41조), 이는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때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2조).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45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본 연구가 상정하는 종

속변수의 형종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다. 범위는 징역형의 경우, 최

단 1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벌금형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법정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놓고 

가중/감경을 통해 처단형이 정해지므로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징역

형이 선고된 경우 최장 10년이 가능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최

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101)

101) 여기서는 경합범 가중을 모두 제외하고 누범가중만을 상정하여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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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014년 3월 14일자, 대검찰청의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지시’라는 형사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원칙적 구속수사 및 원칙적 구공판과 

함께 양형기준 산정시 각 구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

에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 검찰사건처리기준상 구속 

기준102)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

력을 행사했다면, 동종전과가 없고, 취중범행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대

처로 이해된다. 또한 검사는 벌금형 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

미한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기소처분보다 구약식

을 많이 활용하고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를 선호해 

왔지만, 이 정책은 구공판 기소처분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

다. 후술하겠지만 실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선고기준

이지만 2013년 11월 기준 348건이었던 약식명령이 2014년 11월 기

준 63건으로 대폭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양형기준 산정시 

각 구간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였다. 감경의 경우 사안별로 감경사유가 여러 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

확한 범위를 말하기 어렵다. 

102) 당시 검찰사건처리기준상 구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흉기 또는 위험

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② 3주 이상 상해, 중

요 공용물손상 경합시, ③ 5년 내 동종전과자, ④ 의도적인 범인 체포 · 

면탈 · 방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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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내 용

1) 적극적인

  구속수사

- 검찰사건처리기준 상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복 착용 경찰관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

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

과 없고, 취중범행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 구속수사

-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

청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지침 시달 

- 기준에 맞는 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

의자면담 활성화 

- 불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 구속기준에 해당하면 적

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2) 전담검사

  지정 등

-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수사지휘와 

사건처리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별 

사정에 따라 사건처리는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 

-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양형인자 적극 발굴, 양형

기준 산정시 각 구간 최고형 구형하고 양형의견서 

등 적극 현출

3) 홍보활동

  강화

- 법원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범위험성 및 엄벌 필

요성 설명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일반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표 6>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지시 정책 

(2014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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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정책 이전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을 여러 번 시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2001년에

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침해 사범 엄단 지시’라는 정책을 통해 구

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약식기소

를 지양하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불구속 구공판103)을 활용하도록 하

고 있다. 2014년 정책과 비교해 보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점에

서 같지만 원칙적 구공판 지시 대신, 약식기소를 지양하라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감지된다. 2006년에는 ‘엄정대처 지시’라고 

하였으나 기소 및 구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단지 ‘신속

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는 추상적인 지시가 있었을 뿐이다. 

2011년에도 ‘엄정대처 지시’라는 동일 명칭의 정책이 하달되었으나,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였으며 원칙

적 구공판을 명하면서도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합의 또는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약식이 가능하다고 병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검찰청은 2014년 유례없이 강력한 

엄벌주의적 대응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103) 검찰은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교정시설의 정원과 수용률에 대한 고려, 즉 

과밀수용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자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활용

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상 과밀수용 문제는 70년대 이후

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로 이해되는데(안성

훈, 2016: 11-12), 특히 ‘수용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으로 계산되

는 수용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법무연감 자료에 기초

하여 계산해 보면, 수용률은 1998년 12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 

2002년 10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 다시 133%로 폭등

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갑작스런 수용정원의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2006년 99%까지 낮아졌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0~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정원과 수용률 그래프를 

부록에 실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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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정책의 시행만 유독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

속률과 구공판 비율을 폭증시켰고, 그 배경에 대하여 궁금증을 자아

내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정책 직후의 후속 지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속 지시에는 ‘월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현황 양

식’을 첨부하고 있고 매달 10일까지 대검찰청 형사1과로 월별 처리 

내역을 청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 지시에서는 부과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래 표와 같이 매달 몇 명을 구속기소 했는

지, 구약식했는지 불기소했는지, 구속영장은 몇 건 청구하여 몇 건이 

발부되었는지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그러한 처리 현황을 검찰청별로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

시 한 번 엄정 대응을 재지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

나, 이와 같이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강제하는 것이 검사들의 기

소 행태를 실질적으로 바꾸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청별 청 구 발 부 기 각

ㅇㅇ지검
검찰직접 명 명 명

사경신청 명 명 명

<표 7> 월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현황 양식(1) : 구속영장청구

청별 처 리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구약식 불기소

ㅇㅇ지검
검찰인지 명 명 명 명 명

사경송치 명 명 명 명 명

<표 8> 월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현황 양식(2) :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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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검찰의 엄벌주의적 정책 시행은 실제 1심 형사재판에서 선

고형 분포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104) 이

제 본 연구는 이 정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 시행 전후로 실제 

양형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통제변수의 설정과 함께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을 상

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04) 앞서 살펴본 그래프는 모두 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서 ‘공무방해

에 관한 죄’ 전체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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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제변수: 판결문 자료의 양적 변환 과정105)

  본 연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통제변수의 설정 작업이다. 어

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종속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들의 작

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추정의 정확도는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판결문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고,106) 이 과정에서 특

히 판결문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

만 여러 한계로 인하여 실제 모형에서 사용하지 못한 변수들도 다수 

존재하였고 여기에서는 이후 분석에서 실제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정

의와 각 값이 표현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그 변환 과정을 되

도록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결문이라는 자료는 표출되어 있는 정보들

을 단순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

와 같이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분석하여 그를 둘러싼 정

황과 맥락을 모두 이해함으로써 정보를 추출해내야 하는 영역으로 구

분된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범죄사실’ 

영역에서 폭행의 종류, 폭행의 유무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모두 추출해야 한

다. 또한 ‘양형의 이유’를 적시한 부분에서는 범죄전력과 진지한 반성 

유무 등 피고인 관련 특성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05) 여기서의 논의는 본 연구자가 게재하였던 소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였

음을 밝혀둔다(오윤이, 2020).

106) 본 연구에서 실제 사용하였던 기록조사표를 보면,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의 판결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가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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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의 범행 이후 정황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수

집해야 한다. 결국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

은 일반적인 양적 데이터 구축 작업시의 기준과 원칙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질적 분석방법이 함께 

요구된다(오윤이, 2020: 225-226). 이러한 해석 작업을 엄격하고 충

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결국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와 직결된다.

  변수 설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양형기준이지만 양형기

준의 인자들은 사실상 통계적 추정에 적합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예컨대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됨에도 양형기준상의 인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특성을 충분히 추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

라서 양형기준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형법 이론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아울러 범죄전력과 같이 관련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양

형 요인으로 분석되는 특성들은 필수적으로 추출하여 변수화하여야 

한다.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한 원칙은 가능한 단일 특성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의 항목을 설정하여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폭행의 정

도를 단지 ‘유/무’로 추출하지 않고 ‘없음’, ‘약함’, ‘강함’으로 추출해 

두면 이후 분석에서 변수의 변동폭이 적다거나 해당되는 사례 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약함’과 ‘강함’을 ‘있

음’으로 변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7) 본 연구의 통

제변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의 영향 요인)들은 사건 특성, 범행  

특성, 피해자 특성, 피고인 특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07) 특히 범죄 데이터의 경우 범죄별로 매우 상이하며 개별적인 특성을 가

지므로 여러 종류의 범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른 바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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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특성

  먼저 ‘사건 특성’에는 ‘법원’ 변수와 ‘변호사’ 변수가 포괄된다. 본 

연구는 전국 지방법원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

여 사용하였다. 양형기준 도입 당시부터 기존의 법원별, 사건별 불합

리한 양형편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양형위원회, 

2008: 16), 모든 지방법원에 고유번호를 설정하되 이후 상위 지역으

로 통합할 수 있도록 자릿수를 맞추어 두었다.108) 서울 지역의 지방

법원이 가장 작은 숫자이고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큰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변호인 변수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0, 국선변호인109)이

면 1, 사선변호인이면 2로 구분하였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비

교적 경한 범죄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데, 중한 

범죄일수록 피고인이 사비를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성이 확인

된다. 

108) 전국 지방법원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부록에 표로 정리해 두었다. 

109)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

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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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특성

  ‘범행 특성’에는 범죄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폭행과 협박의 유무 및 

정보에 관한 정보가 포괄된다. 본 연구는 이를 ‘언어폭행’, ‘신체폭

행’, ‘기타폭행’으로 구분하고 각각 ‘없음’은 0, ‘약함’은 1, ‘강함’은 2

로 표시하였다. 이 변수들은 양형기준과 별개로 본 연구자가 공무집

행방해죄의 양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특성이라고 판단하여 새로 구

성한 요인들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함으로써 성립한다. 양형기

준상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자는 특별양형인자-행위-감경요소

에 해당하는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만 존재하는

데 실제 단순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조차 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110) 그밖에 양형기준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두고 있는

데,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 구

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의 유무와 정도가 실제 양형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는 이들 특성

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110) 후술하겠으나, 판사들은 양형 이유에서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표현보다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사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수도 훨씬 많다. 

일단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

는 범행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 거쳐 법원에 도달

한 사건에서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

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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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발생하는 이슈는 어떠한 기준으로 강/약을 정할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법조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극적인 

폭행과 적극적인 폭행, 우발적인 폭행과 계획적인 폭행이라는 기준으

로 구분하였다. 폭행의 결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객

관적으로 판단 가능하지만 폭행이 시발되는 상황의 강약은 당시의 고

의와 결합하여 이해할 때에 비교적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오윤이, 2020: 233~234). 즉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성질의 폭행은 약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1회 있었던 것이 명확한 경우 모두 약한 폭행으로 구분하였고, 

그밖의 경우는 강한 폭행으로 분류하였다.111) 언어폭행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였는데, 특히 1회 욕설이 있었던 경우는 약한 

것으로, 욕설이 수회 반복되거나 내용상 협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는 강한 언어폭행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흉기 등 물건 사용’ 변수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양

형기준이 포괄하고 있는 특성을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수화

한 것이다. 먼저 ‘흉기 등 물건 사용’ 변수는 양형기준상의 인자 중 

특별양형인자-행위-가중요소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반영한 변수이다. 다만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존

재하지 않고112)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물건들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

됨을 고려하여 코딩하였다. 즉 물건 사용이 없다면 0, 형법이론이 ‘위

험한 물건’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 1, ‘위험한 물

111) 다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사실관계 영역의 텍스트 해석만

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였고 이 경우에는 크로스코더와 중복 

확인한 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11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 수 부족으로 모형에 투입하지 못하였으나 ‘공

범 수’를 변수화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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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사용한 경우는 2로 코딩하였다. 우리 형법은 제261조 특수폭행

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이 조항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기

준에 맞추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는 기존 

양형인자를 변수화한 것이다. 이 양형인자는 양형기준에서 정의내리

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즉 공무방해행위

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

간에 이르게 된 경우,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가 현행 양형기준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판결문 자료

를 분석하다 보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빈발하였다는 점이다. 기준

으로 제시된 세 문장 안에는 ‘상당한 정도’ 또는 ‘상당한 기간’이 무

엇인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재정의가 필요한 용어

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13) 이 변수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가 없으면 0, 중하지 않으면 1, 중하면 2로 코딩하였으나 부정확한 

정의가 사용된 만큼 한계는 분명하다.114)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양형기준이 정

의내리는 대로 유/무를 각각 1/0으로 구분하여 변수화 하였다. 이 양

113) 물론 공무방해 행위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실관계’ 속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변수의 코

딩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었으나,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변수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114) 추후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겠으나, 실제 분석모형에 투입된 경우

에도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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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인자는 2017년 개정에서 추가되었으나 양형기준에 포괄되기 이전에

도 범행동기는 법관들의 양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였으므

로 해당 특성을 추출하였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내려진다.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

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반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

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

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실제 사례를 변수화하는 과정에서 충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예컨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친구 또는 가족이 현행범으

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우발적으로 벌어지

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위 기준에 따르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증오감에 해당

하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일부 판결문은 이

러한 기준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가중 사유로 적용하는 반면 일부 판

결문에서는 이 경우를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감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 양형인자들은 모두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요

소에 해당하므로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정의는 판결문을 양적으로 변

환하는 연구 과정에서보다 실제 양형 단계에서 더욱 문제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 우려된다.115)

115)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음주 여부’ 변수에서도 발생하였는데, 2013년도 

판결문에서는 음주 여부가 사실관계에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로 모형에 투입하지 못하였으나, 2014년도 자료

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음주는 감형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오윤이, 2020). 실제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법관들은 음주로 인

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이유에서 감형한다고 밝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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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한 양형기준의 정의대로 추출

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전

치 4주~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분석모형에 투입하지 못하였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라

는 양형인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질적으로 구성된 양형기준상의 인자

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통계적 추정에 적합하지 않음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된다. 

3. 피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에서는 ‘피해자 수’와 ‘피해자 신분’이라는 변수를 설

정하였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

인자-행위-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피해자 수

가 많을 경우 중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

리적이므로 사실관계에서 파악된 실제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변수화

하였다. 피해자 신분은 ‘경찰’이면 0, ‘기타 공무원’이면 1로 코딩하였

다. 이는 특히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검찰의 정책이 특히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이므로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부분 경찰이지만 소방관, 구급대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또한 종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였다. 이후 2017년 양형기준 개정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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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특성

  ‘피고인 특성’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이후 정황과 관련된 

특성이 포괄된다. 우선 양형기준상의 ‘동종 누범’ 및 ‘이종 누범’과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를 변수화하였다.116)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 누범의 경우 집행유

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재판 실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선택에 있어 가장 주요 변수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으로 이해되는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판

결문에서 법관들이 양형의 이유로 가장 많이 밝히는 것은 위의 양형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기타 범죄 전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타 동종 전과’와 ‘기타 이종 전과’라는 변수를 새로 구성하였

고, ‘유/무’에 따라 각각 1, 0으로 코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양형기

준상의 범죄전력에 해당되는 사건은 2014년도 기준 벌금형을 제외하

고 총 659건 중 총 28건으로 나타났으나, 새로 구성한 범죄전력 변수

들은 기타 동종범죄의 경우 총 144건, 기타 이종범죄의 경우 총 370

건으로, 기존의 양형요인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범죄전력을 상당 부분 

포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먼저 양형의 이유를 전

116)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은 특별양형인자-행위-가중요소에 해당하므

로 더욱 중요도가 높겠으나, 양형기준상의 정의대로 ‘범행시로부터 역산

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

면 해당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모형에 투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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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밝히지 않는 판결문도 존재하지만,117) 양형 이유를 밝히더라도 범

죄전력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또한 ‘동종’인지 ‘이

종’인지의 문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문에서 통일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요소로 두고 있다는 점

에서 폭력 관련 전력을 ‘동종’ 범죄전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존재하

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론상 ‘동종 범죄’ 여부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 제9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여 

코딩하였다.118)

117) 양형이유가 전혀 없는 판결문 개수는 2013년 17개(13.6%), 2014년 36

개(6.2%)로 나타났다. 

118) 다만 실제 법관의 사고과정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물론 그에 해

당하는 사례수가 많지는 않으나 이 변수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판

사들이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판결문 작성방식을 

통일하도록 개선된다면 양형에 관한 실증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상

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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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분석 방법: 성향점수 매칭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

정책이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특

히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회귀분석보다 PSM 분석방법이 본 연구

의 데이터와 분석모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을 사용한다면 형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평균

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13년 판례와 2014년 판례에서 특

성이 유사한 사건들을 서로 비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회귀

분석은 정책효과가 모든 개체에게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셈이 되므

로 정책효과가 이질적이라는 점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우석진, 

2018: 178). 또한 회귀분석은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대검의 엄벌주

의 정책 시행 이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만약 정책 시행 전인 2013

년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잠재적인 형량(potential 

outcome)과 실제 형량 간의 차이, 즉 반사실적(counterfactually) 영

향을 추정하지 못하며, 형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형성 가정을 

비롯하여 여러 엄격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Lunceford(2004)는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모형이 정확한 경우 PSM

보다 회귀분석이 좀 더 효과적인 분석방법이지만 모형이 부정확한

(misspecification) 경우, 전통적인 다변수 분석보다 성향점수 방법이 

좀 더 강건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PSM은 잠재적인 교란요

인의 수가 너무 많아 전통적인 다변수 모형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유

용하며, 두 방법이 모두 적용가능한 상황이라면 두 방법은 비슷한 결

과를 제공할 것이나, 성향점수 방법이 좀 더 강건한 접근법으로 고려

될 수 있다고 한다(장은진 외, 2013: 166).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PSM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엄벌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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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양형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및 

마할라노비스 매칭 방법(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MDM), 

역확률 매칭 방법(Inverse Probability Weights: IPW) 등 다른 매칭 

분석방법의 결과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의 의의와 조건, 구체적인 분석

절차와 다양한 매칭방법 및 매칭 이후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

여 좀 더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1.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ctching)의 의의

  성향점수 매칭은 Rosenbaum & Rubin(1983)의 논문에서 처음으

로 소개되었고 이후 주로 노동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으나 

그밖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Caliendo & Kopeinig, 2008: 3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란 

관찰 자료의 특성이 주어졌을 때 실험집단에 배정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며(Rosenbaum & Rubin, 1983: 41), 성향점수 매칭은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에서 이러한 성향점수가 유사한 관측치를 찾아내어 비

교함으로써 실험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성향점수 매칭이 아닌, 일반적인 매칭 방식은 통제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모든 가능한 조합별로 매칭하는데, 이때 통제변수의 크

기가 커지면 현실적으로 매칭이 불가능하다.119) 이것이 이른 바 ‘차원

의 문제(dimensionality problem)’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

119) 예컨대 10개의 통제변수가 모두 2개의 값을 갖는 가변수라고 할 때 가

능한 조합은 2의 10제곱, 즉 경우의 수가 1,024개에 달한다(Dehijia & 

Wahb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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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준으로 매칭하는 방식이 PSM이다. PSM은 무작위실험 분석방

법을 제외하고는 이른 바 ‘대응적 사실(counterfactual)’을 효과적으

로 추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완

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각광받아 왔다. 특히 Heckman 

et al.(1997)의 연구는 대부분의 선택 편의가 관찰 가능한 특성에 의

한 편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였고, 이후 후속연구(Heckman et al., 

1998)에서는 선택편의를 세 가지로 분해하여 추정하고, 관찰 불가능

한 특성에 의한 선택편의가 전체의 약 7% 정도를 차지할 뿐, 나머지

는 관찰 가능한 편의임을 밝힌 바 있다. Rosenbaum(2002)은 성향점

수가 같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관측치는 측정된 공변량의 분포가 

같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관찰 불가능한 특성에 따른 편

의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일종의 비실험적 방법이므로 본질적인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Zhao, 2004: 94; 

Shadish, 2002: 163-164). 따라서 어떠한 가정과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성향점수 매칭의 가정

  PSM 방법은 ‘실험 집단 배정의 강한 무관성의 가정(strongly 

ignorable treatment assignment assumption)’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실험집단에 배정된 사람들에 관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실

험집단 배정 여부가 성과변수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독립성

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필요하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원들의 실험 배정 확률 분포가 공통의 영역

에 존재한다는 ‘공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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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Rosenbaum & Rubin, 1983; Dehijia & Wahba, 1998; 

이석원, 2003).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정(1):  (Y0, Y1) ⊥ T | X ··················· [조건부 독립성의 가정]

  가정(2):  0 < Pr(T=1 | X) < 1 ······················ [공통영역의 가정]

  이와 같이 통제변수들에 관하여 강한 무관성의 가정이 성립할 때,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함수값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에 대해서

도 강한 무관성이 성립함이 증명됨으로써(Rosenbaum & Rubin, 

1983), 성향점수를 활용한 매칭 분석방법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실제 PSM이 선택편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

거하는지 여부는 관찰 불가능한 특성에 의한 선택편의가 어느 정도인

가에 달려 있으며,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일부 중복된 관측치만을 분석하게 되므로 표본의 크기 또한 분

석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Zhao, 2004: 94). 

3. 성향점수 매칭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

  PSM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이석원, 2003: 

187-191). 첫째,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대개 로짓(logit) 함수를 이용

하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의 분포가 균형을 달성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둘째, 매칭을 수행한다. 매칭은 일대

일 매칭 방법(One-to-One Matching Method)과 하위집단 매칭 방

법(Subclassification Maching Method)으로 나뉘는데, 일대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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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가장 가까운 성향접수 값을 갖는 관측치끼리 매칭하는 ‘최소

거리법(Minimum Distance Method)’과 비교집단 관측치의 성향점수

가 실험집단 관측치의 성향점수의 일정 구간에 포함될 경우 이들을 

짝짓는 ‘구간법(Caliper Method)’으로 나뉘어진다(Parsons, 1997; 

Lechner, 1999a). 즉 정해진 거리나 구간에서 벗어난 관측치들은 비

교집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한편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는 방식인 

하위집단 매칭은 통상 5개로 분류한다120). 마지막으로 효과 추정 단

계에서는 먼저 일대일 매칭의 경우, 개개 쌍의 성과변수 간의 차이를 

전체 표본에 대해서 평균하여 구한다. 하위집단 분류법 또한 개별 하

위집단별로 실험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성과변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하여 효과 추정치를 구한

다(Bloom et al., 2002).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대검찰

청의 엄벌주의 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효과는 성향점수가 가장 가까운 

사건끼리 일대일로 짝지워진 2013년 판례와 2014년 판례의 쌍(pair)

마다 형량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전체 표본에 대하여 평균을 구함으

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성향점수는 결국 0

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는 확률이고 연속변수이므로 이에 기초하

여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

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우석진, 2018: 180). 또한 성향점수 매

칭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할 경우, 성향점수 추정모형에 포함

되는 공변량과 매칭 방법 등에 따라 추정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성향점수에 포함되는 공변량을 변경하거나 다른 매칭 방법을 적용

하여 추가적으로 효과 추정을 시도하는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있다(장은진 외, 2013: 145). 따라서 다른 매칭 방법에 관하여 

120) Cochran(1968)은 하위집단을 5개로 분류할 경우 통제변수에 의한 선

택편의의 90%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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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고 실제 PSM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모형의 강건성

(robustness)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매칭 분석 방법

1) 그리디 매칭과 최적 매칭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대일 매칭 중 성향점수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최근접 매칭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

우에도 ‘그리디 매칭(Greedy matching)’과 ‘최적 매칭(optimal 

matching)’ 중 어느 방식이 분석 모형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

다. 먼저 그리디 매칭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

험집단의 관측치를 먼저 랜덤하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관측치의 

성향점수와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지는 비교집단의 관측치를 선

택한다. 이 과정을 비교집단 관측치가 모든 실험집단 관측치에게 매

칭이 되거나 매칭될 실험집단 관측치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반복한

다. 따라서 그리디 매칭을 사용할 경우 주어진 실험집단 관측치에 대

해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지는 비교집단 관측치가 매칭되고, 이

때 비교집단 관측치가 실험집단의 다른 관측치와 성향점수가 더 가깝

더라도 이 비교집단 관측치는 주어진 실험집단 관측치에 매칭되는 방

식이다.121)

  한편, 최적 매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리디 매칭에서 

121) 물론 이때 캘리퍼(caliper)를 사용하여 주어진 캘리퍼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비치료군의 환자를 매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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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관측치가 성향점수가 더 가까운 실험집단의 관측치와 매칭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칭의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매칭 짝의 성향점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

으로 고안되었다.122) 그러나 그리디 매칭과 최적 매칭 방식을 비교한 

결과, 최적 매칭이 그리디 매칭에 비하여 오히려 균형된 매칭 표본을 

만들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있다(Gu & Rosenbaum, 1993). 따라서 

매칭의 목적이 보다 균형된 매칭 표본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리디 매

칭이면 충분하고, 만약 더 잘 매칭된 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적 매칭이 더 적절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장은진 외, 2013: 140). 

본 연구에서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매칭하는 목적은 두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감소시키는 데 있으

므로 그리디 매칭이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2) 마할라노비스 매칭과 역확률 매칭

  PSM 이외에도 다양한 매칭 분석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마할라노비스 매칭(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이하 

MDM)과 역확률 매칭(Inverse Probability Weights: 이하 IPW) 방식

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석방법 간 추정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

저 MDM은 매칭에 사용될 거리측도로, 공분산을 고려한 ‘마할라노비

스 거리’123)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PSM과 차이가 있다. 이 방법은 매

122) 가능한 모든 매칭 쌍에 대하여 매칭 쌍 간의 가중평균거리(weighted 

average of the within-pair distance)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매칭 방법

이다. 

123)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되는데, 여기서 ∑는 분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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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이루어지는 모든 매칭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교적 매칭변수가 적을 경우 매칭이 잘 되는 특

성이 있다(Rubin, 1979).124)

  다음으로 IPW 분석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확률표본설

계에 의해 조사되는 설문조사인 경우 가중치를 사용해서 표본을 특정

한 모집단을 나타내는 유사 모집단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성향

점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해서 목표 모집단의 유사 모집단을 생

성함으로써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때 특히 목표 모집

단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전체인 경우 평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를 사

용하는 방법을 IPW 분석방법이라고 한다(Morgan & Todd, 2008). 

실험집단의 관측치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이 관측치가 실험집단에 배

정될 확률의 역수, 즉 ‘1/성향점수’이며, 비교집단의 관측치에 적용되

는 가중치는 비교집단에 배정될 확률의 역수, 즉 ‘1/(1-성향점수)’를 

의미한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가중치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즉 추

정된 성향점수가 0 또는 1에 가까울 경우 가중치가 너무 커지므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PSM은 연구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므로 편의(bias)

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King&Nielsen, 2018). PSM은 

짝을 짓는 관측치의 유사성이 전적으로 성향점수의 거리에 의해서만 

분산 행렬이다.

      Dij = (Xi-Xj)'∑
-1(Xi-Xj)

    한편, 성향점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ei는 i번째 관측치

의 성향점수이다. 

      Dij = |ei - ej| 

124) 마할라노비스 매칭에서는 매칭변수가 8개 이하여야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Rubi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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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므로 성향점수가 유사하다면 개별 변수 측면에서 볼 때 이질적

인 사건끼리 매칭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경동 외, 

2019: 273). 결론적으로 이렇듯 여러 분석방법들은 제각기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데이터셋의 특성과 모형에 

부합한 분석방법을 우선 선택하여 분석하되, 동일한 분석모형에 대하

여 다른 매칭 분석방법들을 함께 활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

은 모형의 강건성 확인뿐만 아니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M 이외

에 마할라노비스 매칭과 역확률 매칭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

다. 

5. 매칭 수행 이후 매칭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을 수행한 이후 매칭을 질을 평가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상자그림(box plot)이나 밀도분포그림(density plot)으

로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한다. 이

때 만약 이상치가 많을 경우 성향점수 추정시 변수를 추가하거나, 포

함된 변수를 변환하거나,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추가하여 다시 성

향점수 추정을 시도해야 한다(장은진 외, 2013: 134).125)

  한편 성향점수 이외에 나머지 변수들의 매칭의 질도 확인할 필요가 

125) Rubin(2007)은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결과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성

향점수 추정을 완료하여 성향점수 모형의 선택이 결과 분석에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성향점수 모형으로 분석한 

후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성향점수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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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때 통상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한다. 먼저 표준화 평균차

(standardized difference in means)의 절대값으로 공변량의 균형을 

검토한다. 이때, 분모는 매칭 이전이나 이후 모두 동일하게 매칭 전의 

분산값을 이용하고, 분자는 매칭 이전의 공변량 평균과 매칭 이후의 

값 간 차이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표본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표준화 차이를 이용하여 성향점수 보정 후

의 잔차 불균형을 일으키는 특정한 공변량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장

점이 있다(장은진 외, 2013: 142). 경험적으로 표준화 차이가 0.1보다 

큰 경우 해당 공변량이 불균형이어서 매칭의 질이 좋지 않은 편이라

고 평가한다(Austin & Mamdani, 2006; Austin et al., 2007; 

Normand et al., 2001).

  다음으로 분산의 비율(variance ratio)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통

제집단의 분산 대비 처리집단의 분산 비율이 0.5에서 2 사이 값이면 

균형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tuart, 2010; 

김경동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칭을 수행한 이후, 이와 같이 상자그림과 

밀도분포그림을 통해 성향점수의 매칭의 질을 평가하고 표준화 평균

차와 분산비의 전후 비교를 통해 나머지 변수들의 매칭의 질을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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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모형에 따른 성향매칭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확인하

기에 앞서 본 연구가 구축한 데이터셋이 보여주는 기술통계 자료들을 

충실히 검토하고자 한다. 기술통계는 항상 예상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양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 범죄 분야의 연구와 같이 인과관계 추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혼

란 요인이 많고 데이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더욱 큰 의미를 지

니기 때문이다. 

1. 정책 전후 검찰의 기소 행태 및 법원의 선고 형종의 비교

  다음 표는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를 시기별, 형종별로 정리한 것이

다.126) 이제 이를 통해 한정된 기간이지만, 타범죄와 결합하여 발생한 

126)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의 사건 수 총합이 1,000건이 넘으므로 

일반적인 통계 추정에 부족하지 않은 개수이지만, 상대적으로 분석의 중

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건 수가 각각 56건, 238건

으로, 개수도 부족하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자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을 3개월

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00건 정도를 더 확보하여 총 1,519건

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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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을 모두 제외한,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찰의 기

소 행태 변화 양상과 법원의 선고 형종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14년 3월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적 정책은 ‘범행이 경미하더라도’, ‘원칙적 구공판’과 각 구간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에서 상대적

으로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하여 살펴보

았을 때 정책으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법연감의 자료를 통해 기소 

행태의 변화와 선고 형종의 변화를 대략 확인하였으나, 이 자료는 연

도별 통계이므로 3월에 시행된 정책의 전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

도 있지만, 특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전체에 대한 통계이고 여기에

는 치사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에 해

당하는 수정적 · 가중적 구성요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2014년의 엄벌주의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검찰은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구약식보다는 구공판을 선택했으

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한정한 데

이터셋의 구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엄벌주의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

기에 훨씬 적합하다. 

  또한 2013년 11월의 총 사건 수가 506건, 2014년 11월은 499건으

로 집계되어, 1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이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총 사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

고 분석하기에 더욱 적합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정책 이외에 단순공

무집행방해죄의 발생 및 수사 등 전반적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

른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 시행의 효과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

단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127)

  먼저 정책 시행 이후로 검찰의 구형 행태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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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구약식 비율이 2013년 기준 68.8%에

서 2014년 12.6%로 1/5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전체에 관한 사법연감 자료에서는 77%에서 33%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128) 예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정하면 이에 비

하여 훨씬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 

시행 이후 검찰은 단순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약 87.4%를 정식기소하

게 되었다. 이 자료에서 구형량이 높아졌는지, 혹은 벌금형보다 실형 

구형이 많아졌는지 등 다른 변화는 알아낼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정책

으로 인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지양하는 방식으로 기소행태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127)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공무집

행방해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28) 이 자료는 연도별로 집계한 것이므로 정책 시행 시기가 3월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변화 정도가 더욱 축소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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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형 집행유예 소계 벌금형 약식명령 소계 Total

201310 12 39 51 　 　 51 

201311
5 

(1%)

51 

(10.1%)

56 

(11.1%)

102 

(20.2%)

348 

(68.8%)

450 

(88.9%)

506 

(100%)

201312 8 35 43 　　 　 43 

소계 25 125 150 　 　 600

201410 23 242 265 　　 　 265 

201411
36 

(7.2%)

202 

(40.5%)

238 

(47.7%)

198 

(39.7%)

63 

(12.6%)

261 

(52.3%)

499 

(100%)

201412 16 139 155 　　 　 155 

소계 75 583 658 　　 　 919

Total 100 708 808 300 411 711 1,519 

<표 9>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국 1심 재판과 

약식명령에서의 형종별 사건 수

[그림 10] 정책 전후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기소 행태 비교

  이어서 정책 전후, 법원의 선고 형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수를 비교하였다. 징역형 선고는 사례 수가 적

어 각 3개월간의 사건을 집계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

건은 25건에서 75건으로 세 배 증가하였고, 집행유예는 125건에서 

583건으로 약 네 배 증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건수가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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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그 변동의 정도가 

완화되어 나타난다. 정식기소된 사건 수 자체에 워낙 큰 격차가 존재

하나(2013년, 158건; 2014년, 436건), 비율로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32.3%에서 46.3%로 43% 정도 증가하였고 벌금형 선고는 64.6%에서 

45.4%로 약 30% 감소하였으며 실형 선고 비율은 3.2%에서 8.3%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물론 실형 선고는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다

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12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2014년 3월의 대검찰청 정책은 검찰의 구

형 행태의 변화와 함께 법원의 선고 형종의 변화를 모두 초래하였으

나, 그 변동의 크기는 법원의 선고보다는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 훨씬 

극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29) 집행유예 선고의 비율이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므로 단순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전체에 대한 사법연감 자료와 비교하여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이 발행하는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무방해에 관

한 죄의 2013년 총 처리건수는 5,034건이고 이 중 유기징역형은 603건, 

집행유예는 1,283건, 재산형은 2,506건이다. 2014년 총 처리건수는 

8,772건이고 이 중 유기징역형은 916건, 집행유예는 3,844건, 재산형은 

3,451건으로 나타난다. 즉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수 대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68%에서 81%로 증가하였고, 전체 처리사건 수 대비 집행유

예 선고 비율은 2013년 25%에서 2014년 44%로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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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책 전후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선고 형종 비교

2. 정책 전후 선고형량 및 각종 처분 비교

  여기에서는 정책 시행 전후, 선고형량에서의 변화 및 집행유예와 

함께 부가된 처분에서의 변화를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특

히 각종 처분은 본 연구의 주 분석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나 처분 또한 

선고형의 일종이므로 정책 전후 변화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형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에도 가능해졌으나(형법 제62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3~14년 당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그림 11] 정책 전후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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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였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모두 

유기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구 분
2013 2014

N mean sd min max N mean sd min max

징역형-실형
(개월) 25 6.72 1.9 4 12 75 7.17 3 2 18

징역형-집행유예
(개월) 125 6.73 2.2 3 18 583 6.08 1.6 3 12

집행유예(개월) 125 21.12 6.4 12 36 583 19.21 6 12 36

집행유예 유무
(0, 1) 125 0.83 0.4 0 1 583 0.89 0.3 0 1

부가처분 유무
(0, 1) 125 0.64 0.5 0 1 583 0.41 0.5 0 1

보호관찰(개월) 41 21.07 6.5 12 36 72 21.50 5.7 12 36

사회봉사(시간) 59 101 52.3 40 400 214 89.16 32.9 40 200

폭력치료강의
(시간) 5 40.00 0 40 40 11 34.18 8.1 24 40

알콜치료강의
(시간) 6 46.67 16.3 40 80 12 45.33 16.8 24 80

<표 10> 정책 전후 선고형량 및 각종 처분의 기술통계

  먼저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형량 변화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

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6.72개월에서 7.17개월로 약 0.45개월 증

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균값의 변화보다 실제 선고형량의 분

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시행 전에는 선

고된 형기의 최소값이 4개월이고 최대값은 12개월이었는데, 정책 시

행 이후 각각 2개월에서 18개월로 선고형량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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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 값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엄벌주의 정책으로 

인해 실형 선고된 사건의 형량에서 동질성이 약화되었다고 이해된다. 

아래 그래프에서 정확한 분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형량을 

비교해 보면, 2013년 평균 6.73에서 2014년 6.08개월로 약 0.65개월 

낮아졌다. 선고된 형량의 최단 형기는 정책 전후 동일하게 3개월이지

만, 최장 형기는 18개월에서 12개월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만큼 표

준편차 값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균값과 분포 모두에

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정반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래 히스토

그램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징역형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의 양상이 대조적이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이 형량 

분포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만,130)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엄벌주의 정책으로 인하

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실제 형량이 강화된 판결의 비율이 

높아졌음이 관찰된다. 

130)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제도 시행의 효과로 형량 분포의 범위가 축소된다

는 점이 보고된다(임철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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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책 전후 징역형-실형 사건의 선고형량 비교

[그림 14] 정책 전후 징역형-집행유예 사건의 선고형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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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징역형의 형량 이외에 집행유예의 기간도 정

해지는 평균 약 21개월에서 약 19개월로 정책 이후 약 2개월 정도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모두 최단 12개월에서 최장 36개월 

사이로 선고되고 있고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의

미를 갖는 정보는 ‘집행유예 유무’의 평균값이다. 이 값은 징역형이 

선고된 총 사건 수 대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수의 비율이다. 앞

서 정식재판 사건 수 전체에 대비하여 살펴본 것과 달리 징역형에 한

정하여 비교해 보면 83%에서 89%로 소폭 상승했을 뿐 큰 변동은 발

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1심 재

판에서의 형종 선택 변화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 사이에서 형종 선택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

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각종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

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형법 제62조의2) 여기서의 평균은 모두 집행

유예가 선고된 사건 수 대비로 계산한 값이다. 처분이 부과된 사건의 

비율이 정책 전후 64%에서 41%로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책

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사례 수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013년의 징

역형-집행유예 선고에 해당하는 사례 수는 125건이고 2014년의 해당 

사례 수는 583건이기 때문에 2013년 자료에서 10건의 변화도 비율로

는 크게 측정되기 때문이다.131) 구체적인 처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정

책 시행 전후로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때 자료는 모

131) 판결문을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체감한 바는, 판사의 성향에 따

라 처분을 부가하는지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어떤 

판사는 처분을 전혀 부가하지 않는 반면, 어떤 판사는 거의모든 사건에 

처분을 부가하기도 한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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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처분이 부과되었던 사례 수에 한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3. 정책 전후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비교

  징역형의 형량에 대한 기술통계는 앞서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벌금형의 변화 먼저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은 정책 시

행 이전, 약 215만원에서 시행 이후 약 247만원으로, 평균값은 31.88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약식명령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후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이러한 평균값의 

변화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검찰의 구형량이 증가하였음을 시

사한다.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의 평균값 또한 약 242만원에서 약 323

만원으로, 81.4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편차는 크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형종별 표준편차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실형

을 제외하고 모두 편차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

화 또한 엄벌주의적 대검찰청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검찰의 구형량 변

화에서 기인한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는 우

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법원과 검찰 및 경찰을 모두 포괄하고 이들

의 업무가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윤옥경, 

2014: 252-253).132) 즉 법관의 형종 선택과 선고형 결정에 있어 검찰

132)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판사의 업무상 연관성에 대한 다음 분석을 참고

할 만하다. “검사와 판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호활동에 의해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구속, 압수, 수색과 같

은 일정한 수사방법에 있어서는 판사의 공동활동을 필요로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에 따른 기소강제절차를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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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형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한다

고 전제한다면, 대검찰청의 지시대로 가능한 최고형량을 구형하는 것

은 결국 구형량의 편차를 정책 이전에 비하여 크게 축소하였을 가능

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구형량에 영향을 받는 법원 선고형량의 편차 또

한 축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실형에 있어 형량의 편차가 

커진 것은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서 실형 선고 사건은 다른 형종에 비

하여 상한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표현 그대로 엄벌주의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히스토그램의 비교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법원’ 변수는 앞서 변수 설정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법원 구조도에 따라 10부터 90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고, 따

라서 평균값은 30~50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때 수도권 소재 법원일

수록 낮은 숫자를 부여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 정책 시행 이후 

평균값이 크게 높아지고 정식재판에서의 평균값이 낮아진진 것은 약

식기소를 제한하고 원칙적 구공판을 지시한 대검찰청의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수도권 소재 검찰청일수록 높았음을 의미한다. 

  ‘변호사’ 변수는 중한 범죄일수록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사선 변호사인 경우 2를 부여하였으므로, 특히 실형이 선고

판단하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 기소유예결정은 검사가 판사의 동의를 받

는다. 또 공소제기 후에 판사가 절차유예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의 동의를 

받는다. 법원의 심리와 판단은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에 의해 한정되고, 

구형, 논고 등의 검사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검사는 

상소를 통하여 법원의 잘못을 시정한다. 즉 판사와 검사는 서로 독립적이

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서로 의존하고 있고, 이 두 기관의 활동

은 객관성, 불편부당성(Unparteilichkeit)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진실

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완규, 2005: 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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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건의 경우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범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폭행’, ‘신체폭행’, ‘기타폭

행’, ‘흉기 등 물건사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변수들의 기술통계

를 살펴보면, 정책 시행 전후 평균값에 있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

는다. 다만 이들 중 형량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되는 ‘언어폭

행’과 ‘신체폭행’ 변수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변수의 평균값은 정책시행 전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즉 

실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종에 있어 정책시행 이후 두 변수의 평균값

은 모두 소폭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이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변수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데, 구체적인 

형량과의 연결은 어렵지만 동일 형종 내에서 범행의 폭행 및 협박의 

강도가 정책시행 이후 더 낮아졌다는 것은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의 

효과를 감지하게 한다. 물론 잠정적이지만, 좀 더 경한 범행에 대하여 

유사한 형벌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강도가 더 높아진 현상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실제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의 범

행이 더 강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엄

벌주의 정책의 영향이 경찰의 ‘사실관계’ 작성 방식에도 미쳤을 가능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4년 대검찰청의 정

책에는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

록 관할 경찰서에 지침 시달’ 등 경찰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비난가능성

이 높은 방향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수’는 1명인 경우 대다수이고, ‘피해자 신분’은 형종을 불문

하고 경찰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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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약식명령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징역형 (개월)
0 0 0 0 6.72 7.17 6.73 6.08

0 0 0 0 1.88 2.96 2.2 1.56

벌금 (만원)
215.26 247.14 241.67 323.13 0 0 0 0

99.46 89.07 140.95 118.57 0 0 0 0

법원

(10~90)

35.69 49.56 39.44 32.2 48.44 37.92 41.17 34.6

24.41 23.79 24.91 21.52 23.39 24.01 25.5 22.78

변호사

(0=없음, 1=국선, 

2=사선)

0 0 0.42 0.58 1.2 0.95 0.61 0.52

0 0 0.6 0.67 0.71 0.57 0.65 0.6

언어폭행

(0=없음, 1=약, 2=강)

1.23 1.17 1.17 0.92 1 1.32 1.21 1.13

0.73 0.64 0.63 0.59 0.76 0.7 0.66 0.65

신체폭행

(0=없음, 1=약, 2=강)

1.29 1.11 1.37 1.31 1.4 1.51 1.41 1.4

0.52 0.44 0.49 0.46 0.5 0.5 0.51 0.51

기타폭행

(0=없음, 1=있음)

0.18 0.13 0.16 0.11 0.28 0.15 0.18 0.08

0.39 0.34 0.37 0.32 0.46 0.36 0.39 0.27

흉기 등 물건사용

(0=없음, 1=있음)

0.1 0.06 0.09 0.08 0.2 0.19 0.1 0.09

0.3 0.25 0.29 0.27 0.41 0.39 0.31 0.29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1=약, 2=강)

1.12 1.1 1.1 1.06 1.12 1.31 1.1 1.09

0.33 0.3 0.3 0.23 0.33 0.46 0.3 0.29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0=없음, 1=있음)

0.04 0.02 0.06 0.06 0.04 0.04 0.06 0.04

0.19 0.13 0.24 0.23 0.2 0.2 0.23 0.2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0=없음, 1=있음)

0.26 0.21 0.13 0.08 0.32 0.36 0.18 0.17

0.44 0.41 0.34 0.27 0.48 0.48 0.39 0.37

피해자 수 (명)
1.26 1.24 1.26 1.18 1.4 1.41 1.34 1.24

0.5 0.43 0.53 0.41 0.65 0.62 0.6 0.47

피해자 신분

(0=경찰, 1=기타)

0.05 0.05 0.07 0.05 0 0.08 0.1 0.03

0.22 0.21 0.25 0.21 0 0.27 0.3 0.17

동종누범

(0=없음, 1=있음)

0 0 0.2 0.13 0 0

0 0 0.41 0.34 0 0

이종누범

(0=없음, 1=있음)

0.01 0.02 0.08 0.21 0 0

0.1 0.14 0.28 0.41 0 0

누범 아닌 동종 

실형전과

(0=없음, 1=있음)

0.02 0 0.12 0.11 0.01 0

0.2 0 0.44 0.42 0.09 0

기타 동종 전과

(0=없음, 1=있음)

0.04 0.04 0.56 0.56 0.32 0.17

0.2 0.19 0.51 0.5 0.47 0.38

기타 이종 전과

(0=없음, 1=있음)

0.06 0.34 0.4 0.49 0.38 0.57

0.24 0.48 0.5 0.5 0.49 0.5

진지한 반성

(0=없음, 1=있음)

0.07 0.57 0.48 0.33 0.43 0.54

0.25 0.5 0.51 0.47 0.5 0.5

사례 수 (N) 348 63 102 198 25 75 125 583

<표 11> 정책 전후 형종별 기술통계 비교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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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범죄전력과 관련된 변수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기술통

계는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진다. 벌금형 선고시에는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겠으나, 양형의 이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판결

문이 매우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판결문 중 2013년은 총 102건 

중 89건으로 약 87%, 2014년의 경우 총 198건 중 72건으로 약 36%

는 판결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범죄전력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범죄전력 관련 모든 변수의 평균값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전후 값의 급격한 변화 또한 결측치 때문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133)

  먼저 누범 전력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이 20%에서 13%로 나타나므로 해당 사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동종누범이 있는 모든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런데 누범이 아니더라도 범죄전력은 양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성

으로 이해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여기서의 ‘기타 동종 전과’ 변수와 ‘기타 

이종 전과’ 변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 동종 전과’ 변수의 경우 

실형 선고시 평균값은 약 56%로 나타나고 있고 집행유예 선고시 평

균값은 약 17~32%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이종 전과’ 변수의 경우 

실형 선고시에는 약 40~49%,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약 38~57%로 나

타난다. 결측치로 인한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로 이러한 범죄전력 정보들이 이렇듯 자주 언급되었음을 의미하

133) PSM의 단점 중 하나는 결측치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다. 성향점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결측값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므로(장은진 외, 2013: 178) 

본 연구에서는 범죄전력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 ‘없음=0’으로 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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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곧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진지한 반성 여부’ 변수 또한 위의 범죄전력 변수와 비슷한 

이유에서 새로 구성하였다. 벌금형을 제외한 평균값을 보면 이 또한 

양형의 이유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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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향점수 매칭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술하였듯이 현행 양형기준은 약식재판 및 정식재판 청구사건, 구

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재판의 

종류와 형벌의 종류에 따라 각각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분석 모형을 개별적으

로 설정하였다. 가장 먼저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같은 벌금형이지만 정식재판에서 벌

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중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은 개별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모든 분석 절차는 동

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 매칭 분석 방법을 중

심으로 분석하지만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이하 ATE)와 정책 시행의 

영향을 받은 사건에 한정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이하 ATET)를 비교해보고 다른 통제변수들

의 양형에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134) 또한 성향점수 매

칭 분석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이외에 마할라노비스 매

칭 방법(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및 역확률 매칭 방법

(Inverse Probability Weights)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강건함(robustness)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34) 회귀분석에 앞서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White test를 활용하여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도(residual plot) 상에 체

계적인 오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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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Ⅰ]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는 데 

있어 출발점과 같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달리 서면으로 진행되며 

검사의 구형량 대로 선고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만약 대검찰

청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이 검사의 구형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엄벌주의 정책이 사법부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성립부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

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약식명령의 선고형량이 정책 

시행 이후 증가하였는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더욱 

의미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1심 재판의 양형에 미친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석대상이 된

다.  

  다만 약식명령 사건은 글자 그대로 간략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양

형의 이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추

출하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

으로 검사는 약식기소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범죄

전력에 대한 정보에 있어 누락률이 높은 벌금형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Ⅰ] 

  회귀분석 결과표의 첫 번째 변수인 T(Treatment)는 본 연구의 독

립변수인 대검찰청의 정책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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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비하여 2014년의 벌금이 33.76만원 증가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이 크기는 정책의 효과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가정 하

에 분석된 평균처리효과, 즉 ATE이다. 

  기타 여러 통제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β값의 크기대

로 살펴보면 ‘신체폭행’ 변수가 약 17%의 영향력을 갖는 가장 주요한 

영향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신체폭행 변수가 없음에서 약함으로, 혹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한 단위 변화할 때마다 벌금은 약 32.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변수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폭행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기 위하여 연구

자가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적 추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강도를 설정하

여 새로 구성한 변수이다. 특히 신체폭행과 언어폭행의 상대적 영향

력을 합산하면 약 26%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법이론

에 부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피해자 신분’ 변수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변수가 음의 방

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2017년부터 양형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나 그와 무관하게 법관들

은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참작할 만한 범

행동기가 있는 경우 벌금의 액수가 감소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면 벌금 액수

가 증가한다는 결과 또한 법이론과 양형기준에 부합한다. 피해자 신

분은 경찰이 0이고 기타 공무원이 1이므로 경찰일 경우 더 중한 형벌

이 선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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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선고형량: 약식명령-벌금형(만원)

　b β

T
33.76**    0.124**

(13.28)

법원
  0.363*   0.091*

(0.194)

언어폭행
12.50*   0.091*

(6.702)

신체폭행
  32.80***     0.171***

(9.407)

기타폭행
0.945 0.004

(12.71)

흉기 등 물건사용
24.92 0.074

(16.30)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1.164 -0.004

(15.48)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61.59**   -0.114**

(26.05)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14.80 0.065

(10.89)

피해자 수
-2.764 -0.014

(9.678)

피해자 신분
  -69.90***    -0.153***

(22.30)

Constant
148.5***

(24.63)

N 411

R-squared 0.118

Adjusted R-squared 0.094

F   4.87***

<표 12> 약식명령-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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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법원은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실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의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즉 법원 

고유번호의 크기가 커질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

다. 여기서의 고유번호는 서울 지역이 가장 낮은 숫자이고 대체로 서

울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 높은 숫자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법원의 형량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별 편차의 존재가 일부 감지되나 이에 관

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탐지해볼 것이다. 그 결과는 주요 

분석 결과 이후에 따로 제시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표에서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 결정계수(adusted R2)

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0% 

수준으로 나타나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정계수는 모형의 분

산 설명력, 즉 종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

되는 변동의 크기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해된다. R2가 클수

록 예측력이 좋다고 판단되나, 연구의 초점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있다면 R2의 값이 작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알려져 있다(고길곤, 2014: 346). 그러나 만약 양형기준을 마

련하기 위한 연구라면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여타 변수의 추

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모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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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공통영역의 가정 충족 여부: [모형Ⅰ]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두 번째 가정인 ‘공통영역

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커널밀도분포그림(kernel density plot)을 그려보았다. 붉은 색에 

해당하는 분포가 2013년 자료들의 성향점수이며 초록색에 해당하는 

분포가 2014년 자료들의 성향점수를 의미한다. 갈색으로 표시된, 두 

집단이 겹쳐지는 영역을 공통영역으로 보며, 이 영역이 충분히 존재

하지 않는다면 매칭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해된

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찰

청 정책 시행의 효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약 37.2만원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회귀분석에서 제시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다만 여기서의 분석 결과는 정책 시행의 영

향을 받은 사건에 한정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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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Treated: 이하 ATET)를 구한 것으로 앞의 회귀분석 결과에 

비하여 3.46만원 더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정책 시행으로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약식명

령에서 검사들의 구형량이 약 37.2만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구형량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였다. 

매칭 방법
선고형량: 약식명령-벌금형 (만원)

정책 효과 표준오차 p-value

Propensity Score 

Matching
37.222 14.847 0.012

Inverse Probability 

Weights
33.443 13.497 0.013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36.496 13.311 0.006

<표 13> 약식명령-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PSM · IPW · MDM 

분석 결과 [모형Ⅰ] 

  한편 역확률 매칭 분석방법과 마할라노비스 매칭 분석방법의 결과

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정책 효과의 크기도 유사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IPW의 경우 약 

33.4만원, MDM의 경우 약 36.5만원으로, PSM의 분석 결과가 가장 

크긴 하나, 매칭 방법별 결과값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이로써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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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상자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Ⅰ]

[그림 17] 밀도분포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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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매칭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상자그림(box plot)과 밀도분

포그림(density plot)을 통해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 분포를 비교하였

다. 두 그림 모두 매칭 전에 비하여 2014년과 2013년의 성향점수 분

포가 매우 유사해졌음을 보여준다. 

매칭변수
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
Variance

ratio

Raw Matched Raw Matched

법원 0.575 0.004 0.949 0.819

언어폭행 -0.076 -0.045 0.750 0.691

신체폭행 -0.376 -0.031 0.727 0.582

기타폭행 -0.157 0.100 0.748 1.287

흉기 등 물건사용 -0.135 0.069 0.666 1.311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0.090 0.000 0.806 1.000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0.133 0.178 0.440 0.550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0.130 -0.112 0.859 0.864

피해자 수 -0.056 -0.088 0.730 0.460

피해자 신분 -0.006 0.081 0.989 1.475

<표 14> 표준화 평균차와 분산비를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Ⅰ]

  마지막으로 성향점수 외에 다른 통제변수들 간의 매칭도 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칭 전후의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와 분산 비율(Variance ration)을 비교하였다. 

경험적으로 도출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표준화 평균차는 매칭 이후 절

대값 0.1 이하, 분산비의 경우 매칭 이후 0.5~2.0 으로 나타나면 매

칭의 질이 좋다고 평가된다. 범행동기 변수는 기준을 약간 상회하나 

대체로 모든 변수들이 매칭 이후 이 범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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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재판-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Ⅱ]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혼재

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이 약식명령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형종을 상향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약

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그 작용의 방향을 예

측하기는 어렵다. 둘째,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이 그 형종

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

한 사건들은 대체로 구형량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

고 이때의 구형량도 정책 시행 이전보다 높아졌으리라는 가정이 가능

하다. 셋째,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이 형종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 사건들은 검사의 구형

량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며 오히려 더 경한 형벌로 종류를 변경하였으

므로 다소 높은 액수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구형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구별해서 분석할 수 없고, 

따라서 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1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

고, 2유형으로 인한 형량 증가는 [모형Ⅰ]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기술통계에서 정식재판의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

예 선고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게 나타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

다. 



- 159 -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Ⅱ] 

  정식재판의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도 독립변수인 대검찰청 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크기도 상당히 크

게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의 벌금이 82.47만원 증가하였

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이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중 독립변수의 상대

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도출되어, 약 30%를 차지한다. 즉 다른 모든 

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 여부가 벌금

형 선고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게 도출된 변수는 ‘피해자 신분’으로, 만약 피

해자가 경찰이 아니라면 경찰인 경우보다 약 105만원 벌금 액수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약식명령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일관된 결과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

이 특히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의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법원’ 변수의 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나서 비수도권일수록 벌

금형을 더 높게 선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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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선고형량: 정식재판-벌금형(만원)

　b β

T
  82.47***    0.296***

(15.22)

법원
   0.711**    0.123**

(0.32)

변호사
  27.997*   0.105*

(14.38)

언어폭행
-13.705 -0.040

(18.58)

신체폭행
15.556 0.056

(15.34)

흉기 등 물건사용
-24.857 -0.051

(26.49)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9.902 0.017

(32.17)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15.137 0.034

(24.31)

피해자 수
21.762 0.066

(18.29)

피해자 신분
-105.399***    -0.179***

(32.00)

기타 동종범죄 전력
  111.514***     0.159***

(39.41)

Constant
133.6***

(43.09)

N 300

R-squared 0.185

Adjusted R-squared 0.154

F    5.95***

<표 15> 정식재판-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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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벌금형이지만 정식재판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 비하여 ‘양형

의 이유’를 통해 범죄전력 정보를 얻다는 장점이 있다.135) 이로부터 

‘기타 동종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동종누범, 이종누범 등의 범죄 전력에 해당

되지 않는 동종범죄 전력이 양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향

후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 또는 양형기준 개선시 추가되어야 할 

양형인자라고 판단된다. ‘기타 이종범죄 전력’ 변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락률이 너무 높아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언어폭행’과 ‘신체폭행’과 같은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크기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신체폭행의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영향력이 확인된다는 면에서 해석

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관이 양형에 이르는 논증 과정에 있

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종과 다른 고려 요인, 혹은 어떤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앞에서 상정한 세 번째 유형과 같

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면 판결문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요인들

이 다수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판결문 변환 과정에서 체감한 것은 벌금형의 액수에는 피고인의 소득

이나 자산과 같은 요인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형 과정

에 피고인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형기준제도가 도입

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벌금 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

135) 물론 2013년 기준 90%에 달하는 높은 누락률로 인한 문제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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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즉 자

유형 6개월은 누구에게나 유사한 시간의 크기로 받아들여지는 데 비

하여, 100만원이라는 벌금의 가치는 피고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굉장

히 큰 액수로 여겨지기도 하고 오히려 형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액수로 여겨지기도 하는, 상대성이 매우 큰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특이점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보다 본 모형의 R2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현재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숨은 요

인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누락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운 양형요인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의 자산이나 

소득과 같은 정보를 변수화하여 투입할 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모형Ⅱ] 

  약식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

서 커널밀도분포그림(kernel density plot)을 통해 두 번째 가정인 

‘공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을 충족하는지 검

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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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공통영역의 가정 충족 여부: [모형Ⅱ] 

  PSM을 수행한 결과, 대검찰청 정책 시행의 효과로 정식재판의 벌

금형이 약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도 분석방법

만 달리 하였을 뿐, 회귀분석 및 모든 매칭 분석방법에서 모두 동일

한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모든 분석에서 확

보되었다. 우선 PSM 결과는 앞의 회귀분석 결과에 비하여 약 24.7만

원 더 크게 나타났다. 역확률 매칭 분석 결과는 약 92.6만원, 마할라

노비스 매칭 분석 결과는 약 90.9만원이다. 약식재판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PSM을 통해 도출된 정책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긴 하나, 

매칭 방법별 결과값의 차이가 10% 정도 수준으로 심각하지 않으며 

이로써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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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방법
선고형량: 정식재판-벌금형(만원)

정책 효과 표준오차 p-value

Propensity Score 

Matching
107.147 14.175 0.000

Inverse Probability 

Weights
92.604 16.692 0.000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90.909 18.825 0.000

<표 16> 정식재판-벌금형 선고 사건에 대한 PSM · IPW · MDM 분석 

결과 [모형Ⅱ] 

  다음으로 매칭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상자그림(box plot)과 밀도분

포그림(density plot)을 통해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 분포를 비교하였

다. 두 그림 모두 매칭 전에 비하여 2013년과 2014년의 성향점수 분

포가 매우 유사해졌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향점수 외에 다른 통제변수들 간의 매칭도 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약식재판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매칭 전

후의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와 분산 비

율(Variance ration)을 비교하였다. 표준화 평균차는 피해자 신분 변

수가 0.1을 다소 상회하나 대체로 매칭 이후 절대값이 0.1 이하로 나

타나고 있다. 분산비의 경우 모든 변수에 있어 매칭 이후 0.5~2.0 으

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칭의 질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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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자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Ⅱ] 

[그림 20] 밀도분포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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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경미하더라도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

하라는 엄벌주의적 정책이 실제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약 107만

원 정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검찰의 구형량 증가가 

법원의 선고형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벌금형에 한하여 확

인되었다. 

매칭변수

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

Variance
ratio

Raw Matched Raw Matched

법원 -0.311 -0.084 0.746 0.951

변호사 0.238 -0.030 1.075 0.998

언어폭행 -0.226 0.037 1.496 0.952

신체폭행 -0.125 0.111 0.916 1.111

흉기 등 물건사용 -0.045 -0.072 0.866 0.807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0.014 0.097 0.943 1.539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0.153 0.000 0.665 1.000

피해자 수 -0.108 -0.064 0.848 0.906

피해자 신분 -0.100 -0.127 0.676 0.620

기타 동종범죄 
전력 -0.020 -0.026 0.901 0.880

<표 17> 표준화 평균차와 분산비를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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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징역형-실형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Ⅲ]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적 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에 가장 표준이 되는 유형

으로 이해된다. 벌금형에 비하여 피고인의 소득이나 직업 등이 상대

적으로 덜 고려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사실상 양형기준제도는 자유형 

선고에 있어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

행된 측면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상정하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로서, 

인과관계 추정에 있어 혼란 요인이 적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대체로 경한 범죄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매우 적다. 분석 자료가 각각 2013년 25건, 2014년 

75건으로, 사례 수의 한계로 인하여 사건의 특성을 추출한 여러 통제

변수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했다. 변수를 투입할 때마다 자유도

가 낮아지는 문제와 함께 변수 자체의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

컨대 [모형Ⅲ]을 제외한 다른 모든 모형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

인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소방관, 구급대원과 같은 비경찰

공무원인지에 따른 형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형의 

경우 2013년도에 해당하는 25건의 피해자가 모두 경찰공무원이므로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축약된 형태의 

모형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Ⅲ] 

  정식재판의 실형 선고 사건에서는 회귀분석 이전에 시행한 T-test

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즉 두 집단 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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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서도 유일하게 독립변수인 대검찰청 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양형에 영

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adjusted R2의 값이 0.354로, 네 가지 모형 중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즉 가장 축약된 형태의 모형이지만 여러 통제

변수들이 선고형량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무엇보다 집행유예와 모형을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던 ‘동

종누범 전력’과 ‘이종누범 전력’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도출되었

다. 동종누범 전력이 선고형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약 45.3%에 

달하며, 다른 모든 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동종누범 전력이 

있다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3개월 이상 형기를 늘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종누범 전력 또한 약 20.7%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본 연구자가 새로 구성한 ‘기타 동종범죄 전

력’ 변수도 유의수준 10%이지만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피해자 수’ 변수 또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이 확인되었는

데, 특히 ‘피해자 수’는 모든 모형에 투입하였으나 실형 선고된 사건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현행 양형

기준이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가중요소로 분류한 매우 중요한 양형인

자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피해의 결과가 중해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선고형량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공무집행방해에 한정하여 실제 다수의 유사 사

례를 접해보면 경한 범행에서 피해자 수는 우연적으로 빚어지는 경우

가 많다. 즉 유사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는데 한 명의 경찰관이 출

동한 경우와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비난가능성에 있어서 그

다지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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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중한 범행에 선고되는 실형 사건에서만 관련성이 나타났다

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

다. 

  중요한 점은 이 모형에서도 ‘신체폭행’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는 점이다. 이후 살펴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도 이 변수가 양

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므로 사실상 누락

률이 높았던 벌금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형에서 그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양형기준을 현재보다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범죄별 주요 구성요건요소의 계량화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현행 양형기준상의 ‘누범 유무’, ‘피해자 수’와 같은 양형인자들은 실

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

제는 단순공무집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건들 중 실형 선고 사건의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즉 정식재판에만 한정하여도 실형 선고는 

9% 수준이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하여도 12%에 불과하

다. 따라서 ‘신체폭행’ 이외에도 ‘기타 동종범죄 전력’, ‘기타 이종범

죄 전력’ 등의 새로운 양형인자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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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선고형량: 정식재판-징역형-실형(개월)

　b β

T
0.358 0.057

(0.524)

변호사
0.845 0.120

(0.587)

언어폭행
0.118 0.016

(0.605)

신체폭행
  1.272***    0.234***

(0.472)

피해자 수
0.965**   0.220**

(0.370)

동종 누범 전력
  3.442***    0.453***

(0.634)

이종 누범 전력
1.460**   0.207**

(0.597)

기타 동종범죄 전력
0.877* 0.160*

(0.452)

기타 이종범죄 전력
0.141 0.026

(0.453)

Constant
1.271 

(1.278)

N 100

R-squared 0.413

Adjusted R-squared 0.354

F   7.04***

<표 18> 정식재판-징역형-실형 선고 사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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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모형Ⅲ] 

[그림 21] 공통영역의 가정 충족 여부: [모형Ⅲ] 

  앞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커널밀도분포그림(kernel density plot)을 통해 두 번째 가정인 ‘공통

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을 충족하는지 검토하

였다. 공통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앞에서 확인했던 그림들과 비교하

여 공통되지 않는 구간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성향점수 매칭 분석방법 또한 다른 통계적 추정 방법들과 유사하게 

데이터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추정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아

진다. 결국 10% 수준에서 매칭이 되긴 하였으나 매칭의 질을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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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분산을 고려한 마할라노비스 거리

를 사용하는 MDM 방식은 통계적으로 추정되지 않았고, IPW 분석 방

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분

석 결과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실형의 선고형량을 약 0.6개월 정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수로 환산하면 약 18일 정도이므로 선

고형량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이해된다. 

매칭 방법
선고형량: 정식재판-징역형-실형(개월)

정책 효과 표준오차 p-value

Propensity Score 

Matching
0.598 0.343 0.081

Inverse Probability 

Weights
0.405 0.460 0.378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추정 불가)

<표 19> 정식재판-징역형-실형 선고 사건에 대한 PSM · IPW 분석 

결과 [모형Ⅲ] 

  앞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매칭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상자그림

(box plot)과 밀도분포그림(density plot)을 통해 매칭 전후의 성향점

수 분포를 비교하였다. 두 그림 모두 매칭 전에 비하여 2014년과 

2013년의 성향점수 분포가 유사해졌으나 앞의 두 모형과 비교하면 충

분히 일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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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상자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Ⅲ] 

[그림 23] 밀도분포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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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변수

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

Variance
ratio

Raw Matched Raw Matched

변호사 -0.070 0.171 1.099 0.794

언어폭행 0.363 0.211 0.558 0.689

신체폭행 0.213 -0.051 1.013 1.004

피해자 수 0.021 0.083 0.914 1.031

동종 누범 전력 -0.177 -0.041 0.703 0.918

이종 누범 전력 0.380 -0.032 2.219 0.957

기타 동종범죄 
전력 0.000 0.166 0.973 0.988

기타 이종범죄 
전력 -0.186 -0.192 1.013 1.043

  마지막으로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와 

분산 비율(Variance ration)을 통해 성향점수 외에 다른 통제변수들 

간의 매칭의 질을 확인하였다. 분산비의 경우 모든 변수에 있어 매칭 

이후 0.5~2.0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준화 평균차의 경우 변호사, 언

어폭력, 기타 범죄전력 변수들이 모두 절댓값 0.1보다 크게 나타나, 

매칭의 질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1심 형사재판의 선고형량을 증가시켰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형 사건의 경우 추후 분석기간을 확장하

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0> 표준화 평균차와 분산비를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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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Ⅳ]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은 네 가지 모형 중 가장 복잡한 논증과

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판결보

다 사실상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것이다. 법관은 징역형

이라는 형종을 선택한 뒤, 집행유예를 긍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정하게 되고, 다시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정함과 동시에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또한 정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하

는 경우 보호관찰, 혹은 각종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다양한 

처분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복잡한 논증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매우 다양한 인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유들과 징역형 선고시 고려해야 하는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들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예컨대 ‘폭행 · 협박 · 위계

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형량범위를 결정

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감경요소인데, 집행유예 기준에 있어서도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만약 법관이 피고

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

게 되었다면 이는 징역형의 형량 자체도 감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집행유예 선고는 그 자체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여러 사정들에 법관이 주목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네 가지 모형 중 양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이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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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Ⅳ] 

  회귀분석 결과,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정책의 시행은 징역형의 선

고형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크기는 0.4개월 정도로 12일

이면 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엄벌주의적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

고 선고형량 감소의 효과가 발견된 것은 보고할 가치가 있는 유의미

한 결과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후 다양한 매칭 분석 결과와 함께 뒤

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여타 통제변수들의 영향

력을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 

  [모형Ⅳ]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은 ‘신체폭행’ 변수와 ‘기타 동

종범죄 전력’ 변수의 영향력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기타 이종범죄 전력’ 변수

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영향력의 크기는 동종범죄 

전력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법이론과 양형

실무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모형Ⅳ]는 여러 가지 면

에서 가장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한 모형이다. 우선 데이터의 수가 총 

708개에 해당하므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자료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모형에 비하여 여러 통제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비하여 ‘양형의 이유’가 충실히 

적혀 있는 판례가 훨씬 많았으므로 상대적으로 결측치 문제에서 비롯

된 한계점들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기타 이종범죄 

전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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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선고형량: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개월)

　b β

T
-0.435** -0.097**

(0.169)

법원
   0.0093***     0.127***

(0.003)

변호사
0.242**    0.086**

(0.104)

언어폭행
0.127 0.049

(0.098)

신체폭행
  0.272**    0.081**

(0.126)

기타 폭행
-0.0437 -0.008

(0.219)

흉기 등 물건사용
0.017 0.003

(0.218)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0.280 0.047

(0.235)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0.234 -0.029

(0.30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0.001 0.000

(0.173)

피해자 수
0.188 0.054

(0.134)

피해자 신분
0.190 0.022

(0.325)

기타 동종범죄 전력
   0.488***     0.115***

(0.157)

기타 이종범죄 전력
0.429**    0.081**

(0.197)

진지한 반성
-0.0272 -0.008

(0.128)

Constant
      4.567***

(0.435)

N 708

R-squared 0.089

Adjusted R-squared 0.0697

F   4.53***

<표 21>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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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신체폭행’ 변수와 함께 양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구성

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범죄 전력’ 이라는 변수가 형종을 가

리지 않고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에 해

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의 객관적 강도인데, ‘범행동기’ 변수들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변

수 설정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상의 인자를 그대

로 변수화하고 유무에 대한 판정 기준 또한 양형기준의 인자별 정의

를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양형기준의 인자 정의는 또 다른 정의를 필요로 하는 모호성을 띠

고 있으므로 실제 판례들에서 특성을 추출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이러한 변수들의 정의 또한 법이론을 기

반으로 하여 새로 설정하여 변수화한 뒤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변호사’ 변수가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일수록 사선 변호인을 선

임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법원’ 변수 또한 비

수도권 소재 법원일수록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

다.136)

  한편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adusted R2)는 약 7% 수

준으로, 네 가지 모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형Ⅳ]는 투입할 수 

있는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full model)임에도 설명력이 가장 낮

다는 것은 추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결정계수가 낮을 때에는 본 

136)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는데,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법

원과 검찰의 관계가 긴밀해지므로 대검찰청의 정책 영향력이 더 크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별 형량 편차의 문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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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포괄하지 못한 다른 주요 요인들이 존재하리라는 추측이 가

능한데, 먼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범행동기 등 몇몇 주요 변수

들이 범행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적은 수이기는 하나, ‘합의 여부’와 

같은 변수가 양형에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류준혁, 2010), 본 

연구는 유사한 특성을 추출한 ‘처벌불원’ 변수를 구성하였으나 누락률

이 너무 높아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사용하지 못하였

으므로 이러한 한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는 피고인의 특성이 누락된 탓

일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사유에 해당하는 인자들이 양형에 다

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결론적으로 [모형Ⅳ]의 변수 구

성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적어도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량 간의 상관관계가 낮지 않음을 전제한다면137) 구형량은 

선고형량에 가장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 [모형Ⅳ]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커널밀도분포그림(kernel 

density plot)을 통해 두 번째 가정인 ‘공통영역의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공통영역이 충분히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7) 현재까지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실증연구는 발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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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공통영역의 가정 충족 여부: [모형Ⅳ] 

  이제 성향점수 매칭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적 정책 시행의 효과로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징역

형 형량은 약 0.68개월, 즉 20일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

에서 살펴본 회귀분석의 계수값과 약간이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음

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역확률 매칭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 약 0.39개월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며 모두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138)

138) 다만 이때 마할라노비스 매칭이 추정되지 않는 이유는 매칭변수의 수

가 14개로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마할라노비스 매칭의 경우 매칭이 이루어지는 모든 매칭변수들 간의 

교호작용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교적 매칭변수가 적을 

경우 매칭이 잘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통상 그 기준은 8개로 본다

(Rubin, 1979). 



- 181 -

매칭 방법

선고형량: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개월)

정책 효과 표준오차 p-value

Propensity Score 

Matching
-0.681 0.275 0.013

Inverse Probability 

Weights
-0.389 0.186 0.037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추정 불가)

<표 22> 정식재판-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PSM·IPW 

분석결과 [모형Ⅳ]

  매칭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상자그림(box plot)과 밀도분포그

림(density plot)을 통해 매칭 전후의 성향점수 분포를 비교하였다. 

두 그림 모두 매칭 전에 비하여 2014년과 2013년의 성향점수 분포가 

매우 유사해졌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향점수 외에 다른 통제변수

들 간의 매칭도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칭 전후의 표준

화 평균차(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와 분산 비율

(Variance ration)을 비교하였다. 표준화 평균차는 기타 이종범죄 전

력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값이 0.1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비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매칭 이후 0.5~2.0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칭의 질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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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상자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Ⅳ] 

[그림 26] 밀도분포그림을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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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2014년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

벌주의 정책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오히려 약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기술통계에서 살

펴보았듯이 2013년 대비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 또한 약 10%에서 

41%로 크게 늘었으므로139) 엄벌주의적 정책의 효과는 사법부에 이르

러 상당히 제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엄벌주의적 대검 정책의 

효과는 법원의 양형 단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어되

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지 추

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가장 설명력

이 높은 것은 기술통계에서 확인하였던 집행유예 선고 사건과 벌금형 

선고 사건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했다는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기

존에 벌금형으로 처벌하였던,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

가할 수 있는 단순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정책 시행 이후 검찰

이 갑작스레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다면 법관으

로서의 선택지는 크게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첫째, 형종 자체를 벌금

형으로 변경하거나, 둘째, 형종을 그대로 두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

행유예를 부가하는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비교적 현실적합성이 높은 설명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위 첫번째 경우에서 법관들은 검사들의 징역형 구형

을 거부하고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추는 대신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모형Ⅱ]의 분석에서 벌금형의 대폭 상승을 확인하게 되었

고, 두번째 경우에서 법관들은 검사들의 징역형 구형의 형종을 따라

가되, 집행유예를 부가하고 선고형량을 다소 낮추는 방식으로 반응했

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 형량의 감소를 확인하게 되었으리라 예상한

139) 2013년 11월, 2014년 11월 기준, 약식 사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

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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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법관들의 

양형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경향성을 만들어냈고, 실상 이러한 발

견은 앞서 검토한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추지현, 

2017b)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

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의 이념은 입법부나 행정부 

중심의 엄벌주의 기조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이 법적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통계적 추정은 여전

히 여러 면에서 한계적이나, 사법부에 의하여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

책이 제어되는 효과를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유의미한 발견이다. 

매칭변수
Standardized

differences in mean
Variance

ratio

Raw Matched Raw Matched

법원 -0.272 0.008 0.798 0.856

변호사 -0.142 -0.039 0.862 0.885

언어폭행 -0.115 -0.061 0.971 1.025

신체폭행 -0.020 0.017 0.991 0.956

기타 폭행 -0.314 0.013 0.481 1.042

흉기 등 물건사용 -0.038 0 0.896 1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0.017 -0.100 0.946 0.773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0.060 0.064 0.771 1.37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0.046 -0.041 0.918 0.932

피해자 수 -0.191 -0.010 0.612 0.753

피해자 신분 -0.269 0.020 0.343 1.121

기타 동종범죄 전력 -0.340 -0.044 0.659 0.930

기타 이종범죄 전력 -0.144 -0.123 1.461 1.381

진지한 반성 0.214 0.003 1.006 0.999

<표 23> 표준화 평균차와 분산비를 통한 매칭의 질 평가: [모형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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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집행유예 참작사유 빈도분석 결과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

책 집행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고, 앞서 모

든 주요 분석을 마친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크

게 높아짐과 동시에,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할 때 오히

려 형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

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항상 실증 분석 이후 마주하게 되는 한계

적 상황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빈도분석 결과

를 정책 시행 전후로 비교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둘러싼 법관의 양형판

단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긍정 사유와 부정 사유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동일한 내용을 상반되게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집행유예를 결정하게 만드는 ‘긍정’ 사유에 한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

였다. 즉 실제 판례에서 이러한 사유들이 각각 몇 번 언급되었는지 

집계한 결과인데, 단순한 합계이지만 집행유예를 부가하면서 법관들

이 어떠한 이유를 들고 있는지 그 실무상 활용도를 한 눈에 보여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40) 무엇보다 양형기준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

지만 실제 법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긍정적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 사

유’ 항목으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향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책 전후, 활용 비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활용도에서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난 항목은 ‘진지한 반성’ 이었다. 2013년보다 약 19.8% 증가

140) 실제 2013, 2014년 기준 전혀 활용도가 없었던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항목은 2017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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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진지한 반성’ 여부는 양형기준상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하지

만 실무상 집행유예를 부가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판

단사유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판단사유 중 이 항목만이 유일하

게 객관적 사실과 무관한, 가장 주관적인 판단이며, 심지어 법정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관들이 집행유예를 부가하기로 결정한 

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2013년 48%, 2014년 

기준 거의 70%의 판결문에서 이를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것은 이

러한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진지한 반성’ 여부 항목 또한 가장 크

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우발적 범행’도 7.2% 사용빈

도가 높아졌다. 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판단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에서 제법 많이 언급된다. 2014년 기준 84건, 약 14.4%

의 판결문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또는 집행유예 부가를 언

급하였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는 판결문이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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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준

항 목

2013년도

(N=125)

2014년도

(N=583)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0 0 44 7.5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
절한 경우

0 0 0 0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1 0.8 23 3.9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9 7.2 71 12.2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3 10.4 49 8.4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2.4 11 1.9

자수 33 26.4 173 29.7

진지한 반성 60 48 395 67.8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7 13.6 127 21.8

피고인이 고령 0 0 3 0.5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2.4 5 0.9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음 4 3.2 21 3.6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3 10.4 47 8.1

추가

사유

동종 범죄전력 없음 11 8.8 101 17.3

최근 범죄전력 없음 7 5.6 35 6.0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범죄
전력 있음 7 5.6 41 7.0

우발적 범행 9 7.2 84 14.4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벌금형 대
신 집행유예 선택 19 15.2 54 9.3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25 20 106 18.2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가정형편 

(미혼모, 간병 등)
5 4 28 4.8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3 2.4 5 0.9

본 범행으로 인한 구금 여부 2 1.6 12 2.1

total 244 195.2 1435 246.3

<표 24> 정책 전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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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음’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항목이 8% 이상 더 자주 활용되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항목 또한 5% 정도 더 자주 활용되었다. 정책 전후 활용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으나, ‘최근 범죄전력 없음’ 또한 실무상 자주 언급된

다. 이러한 모든 항목은 ‘범죄전력’이 얼마나 중요한 양형요인인지 보

여준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전

과’ 항목을 두면서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141)보다는 오히려 관련 특성을 추출하여 체계

화함으로써 분류기준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2014년 기준,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44번 사용되었는데,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이라는 항목은 106번 사용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법관들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하

여 경미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한 폭

행은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함과 중함 사이에 ‘중하지는 않음’ 이라는 단계가 법관

들의 논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행의 강도 또한 범

죄전력 만큼 양형의 주요 요인이 됨을 방증하며 결국 양형기준에서 

‘범행의 강도’를 어떻게 계량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142)

141) 집행유예 판단사유에서 주요참작-부정적 사유에는 ‘동종 전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 이러한 제한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42) 양형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가장 주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범죄 피해 또는 범죄의 엄중함과 피의자의 전과이다(류준혁, 2010: 

94; Blumstein, et al., 198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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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별 기소 · 재판 행태 및 양형 편차에 대한 

분석 결과

  최초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논의를 살펴보면, 일부 범죄에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별, 법관별 불합리한 양형 편

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앞

서 살펴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또한 ‘법원’ 변수의 통계적 유의

성이 모든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즉 법원별, 혹은 법원의 지역별 양형

의 체계적인 편차가 발견된 것이다. 자료 수의 한계로 인하여 가장 

축약된 형태의 분석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법원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

하였던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석

모형에서 형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0.09~0.13 정도로 나타났

다. 

  다만 본 분석에서 사용한 법원 변수는 회귀모형이 아닌, 성향점수 

매칭 분석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법원 조직도

에 근거하여 10부터 90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이었다. 서울 지역

이 가장 낮은 숫자이고 서울에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높은 

숫자가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물론 지방 소재 법원일수록 형량을 높이

는 경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실상 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

은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

거나 혹은 법원의 규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원 변수를 재설정함으

로써 법원의 소재지별 재판 행태 및 양형 편차에 관하여 추가적인 분

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검

이 추진한 정책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또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전후 단순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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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해사범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한 형종의 비율과 사건 수를 비교

해 보았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소재 법원을 

포괄하며 비수도권은 나머지 지역, 즉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소재 법원을 포괄한다. 모두 2013년 11

월과 2014년 11월에 한정한 자료이다. 

[그림 27] 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선고 형종 비교 (사건 수)

[그림 28] 비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선고 형종 비교 (사건 수)

  우선 사건 수를 비교해 보면 약식명령 사건을 모두 포괄했을 때 정

책 전후 총 사건 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사건 수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10% 

이상 많은데, 특히 2014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는 36건이었던 차이가 2014년에는 61건으로 두 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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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의 수에 있어 

정책 전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수도권 소재 검찰청

일수록 정책 시행 이후 더 많은 사건을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사건의 수가 수도권 소재 검찰

청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비율로 보면 그 차

이는 더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정책 시행 이전인 2013년, 수도권 지

역은 72%, 비수도권 지역은 65%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나, 정책 시행 이후인 2014년 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 검찰청은 

약 6%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21%로 그 감

소폭이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서도 지역별 편

차가 존재함을 짐작케 하는 흥미로운 발견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

한 불복률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하

고 약식기소를 자제하라는 2014년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도권 소재 검

찰청에서 훨씬 기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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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선고 형종 비교 (비율)

[그림 30] 비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선고 형종 비교(비율)

[그림 31] 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1심 선고 형종 비교 (비율)

[그림 32] 비수도권 지역의 정책 전후 1심 선고 형종 비교 (비율)



- 193 -

  한편, 법원의 소재지별 형종 선택에서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약식명

령 사건을 제외하고 비율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집행

유예와 벌금 간의 트레이드오프 현상이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완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이후, 검찰이 

벌금형 구형보다는 실형 구형을 늘렸다고 가정할 때, 법관이 형종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지역별 경향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약식명령 사건을 포괄한 [그림 29]와 [그림 30]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정

책 시행 이후 약 5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수도권에서는 약 

130% 증가하였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앞의 분석모형별 회귀분석에서 나머지 변수

들을 모두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기존 고유번호를 부여한 법원 변

수 대신,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한 새로운 법원 변수(더미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사례 수 부족으로 법

원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의 우측에 제시된 새로운 모형의 b값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으

로 새로 설정한 법원 변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이 0이고, 비수도권이 1이므로, 비수도권 소재 법원

은 수도권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정식재판을 먼저 살펴보면, 벌금형의 경우 비수도권 법원은 약 

34만원을 더 높게 선고하였고,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형 선고 사건

에 있어서도 약 0.47개월 더 높게 선고하였다. 특히 기존 모형과 정

책 변수인 T의 계수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법원 변수는 기존 모

형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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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약식명령 사건을 분석한 모형에서조차 10% 유의수준이기는 

하나, 17만원 정도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수도권 소

재 검찰청의 구형이 수도권보다 더 엄벌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구 분
b 

　기존 모형 　새로운 모형

[모형Ⅰ] 

약식명령

벌금형(만원)

T(정책)
33.76** 33.41**

(13.28) (13.35)

법원 변수
  0.363* 16.92*

(0.194) (9.77)

[모형Ⅱ] 

정식재판

벌금형(만원)

T(정책)
  82.47***   81.42***

(15.22) (15.16)

법원 변수
   0.711** 33.64**

(0.32) (15.01)

[모형Ⅳ] 

정식재판

집행유예

징역형(개월)

T(정책)
  -0.435**   -0.466***

(0.169) (0.168)

법원 변수
     0.0093***   0.47***

(0.003) (0.126)

T(정책)
  -0.486***

(0.169)

법원 변수(가)
0.26*

(0.137)

T(정책)
-0.446***

(0.168)

법원 변수(나)
  0.71***

(0.168)

<표 25> 모형별 법원 변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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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 변수가 소재지의 규모, 혹은 법원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해 보았다. 즉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이 아닌, 대도시/중소도시의 구분이다. ‘법원 변수

(가)’와 ‘법원 변수(나)’는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검찰의 조직도를 

활용하였다.143) 먼저 ‘법원 변수(가)’는 전국의 주요 지방검찰청에 대

응되는 법원들을 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청사들을 1로 설정하였다. 

즉 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

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까지 총 18개 법원을 

가장 큰 규모의 법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청보다 더 규모가 큰 

차치지청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18개 본원 이외에 10개 차치지청에 해

당하는 지원들까지 포괄하여 ‘법원 변수(나)’를 설정하였다. 모두 더미

변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준으로 새로 구성한 법원 변수는 벌금형

이 선고되는 [모형1]과 [모형2]에서는 전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

나,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형 사건인 [모형4]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고 계수값의 크기 또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성한 변수보

다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부

가된 사건에서 법원이 비수도권에 위치할수록, 그 청의 규모가 작을

수록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찰 혹은 법원이 그 소재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존재한다

는 분석 결과는 회귀모형상의 다른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143)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은 전국적으로 서로 완전히 대응되도록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찰 조직도상의 ‘지방검찰

청’,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단독지청(비부치지청)’의 분류표를 활용하여 법원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

도록 변수화하였다. 자세한 분류는 부록에 실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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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하에 도출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지역별 차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변수와의 상호작용항

을 구성하여 조절효과(mediation effect)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조절효과는 정식재판의 벌금형 사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정책 변수의 계수값은 120.5만원,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은 

-92.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정책의 효과는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는데, 비수도권에 위치한 법원에서

는 정책 시행 이후 벌금형에서 약 28.3만원 더 많이 선고하였으나 수

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정책 이후 약 120.5만원을 더 많이 선고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S
선고형량: 정식재판-벌금형(만원)

　b SE

T (2013=0,2014=1)    120.46*** 19.67

T * 법원    -92.15*** 30.18

법원 (수도권=0, 비수도권=1)      93.51*** 24.56

<표 26> 법원의 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시행 이후 약식기소의 감소율에 있어 

수도권 소재 검찰청과 비수도권 소재 검찰청 간의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 내 정책임에도 그 시행효과에 있어 검찰 단계에서부터 지

역별 편차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실상 법원 양형 과정에

서 발생한 정책 이후의 편차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검찰 구형 

단계에서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러나 구형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일단 현 단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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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자료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도권 소재 법원일

수록, 또한 법원의 규모가 클수록 더 온정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정책이 양형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에 있어서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별 편차가 공무집행방해범죄에 한정된 것인지, 범죄

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

로 추후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다양한 범죄로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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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3월 시행된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

한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이 실제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법원의 단순공무집행방

해죄에 대한 약식명령과 1심 재판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이를 양적

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

서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현행 

양형기준이 애초에 질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

거나 중복되는 양형인자들이 적지 않음에 착안하여 통계분석에 적합

한 방식으로 구조를 마련하고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

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약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비교집단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약식명령 및 1심 선고 사건을 

실험집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총 1,519건으로, 재

판의 종류와 형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즉 첫째, 약식명령 사건, 둘째,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

된 사건, 셋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넷째, 

정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으로 구별되며, 각

각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

에 개별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석 절차는 동일

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한 평

균처리효과(ATE)와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통해 추정한 정책 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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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사건에 한정한 평균처리효과(ATET)를 비교해보고, 회귀

모형을 통해 다른 통제변수들이 양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 방법(PSM) 이외에 마할

라노비스 매칭 방법(MDM) 및 역확률 매칭 방법(IPW)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강건함(robustness)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매칭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칭의 질을 확인함

으로써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정책의 시행

은 검사의 구형 행태를 엄벌주의적으로 변경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이후 약식기소가 크게 줄고 정식기소가 대폭 증가하였

으며, 구형량을 높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검찰의 구형 행태의 변화

로 인해 법원의 선고 형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법원은 특히 정책 시행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을 대

폭 늘림으로써 전체 사건 대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정책 이전 약 

10%에서 약 41%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약식명령 사건을 제외하여도 집행유예 선고는 약 32%에

서 약 46%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

으로 인해 법원의 선고형량이 일부 형종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형종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나타

났으며, 무엇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한 분석에서는 오히

려 선고형량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엄벌주의적 

검찰 정책의 효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재판의 

형태와 형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

였다. 

  각 분석모형별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약식명령은 통상 검사의 구형량 대로 벌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관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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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므로 대검찰청의 엄벌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이 법원의 양형

에 앞서 먼저 검사의 구형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준

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석대상이 되었다. 약식명령 

총 411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의 효

과는 약 33.77만원 벌금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는 약 37.22만원, 역확률 매칭의 경우 약 33.44만원, 

마할라노비스 매칭의 경우 약 36.5만원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분

석방법별 결과 차이가 크지 않으며 본 연구가 설정한 모형의 강건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정책 전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성향점

수 분포의 변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통제변수들의 매칭 전

후 표준화 평균차와 분산비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칭의 질을 

평가하였다.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한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본 연구에

서 통계적 추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 설정한 ‘신체폭행’ 변수의 상

대적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던 

‘언어폭행’ 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로써 질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양형기준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법이론에 기반을 두되, 계량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성

격의 사건이 혼재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들과,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이 

그 형종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들, 그밖에 검찰은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이 형종을 변경하여 벌금형

을 선고한 사건들이 뒤섞여 있는데, 검사의 구형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사건이 결과값에 가장 영향을 미쳤

는지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벌금형이 선고된 총 300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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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회귀분석 결과,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정식재판의 벌금형이 

약 82.4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로는 

약 107만원, 역확률 매칭의 경우 약 92.6만원, 마할라노비스 매칭의 

경우 약 91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매칭방법별 차이가 크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도 매칭 이후 약식명령에서와 같은 방

식으로 집단별 성향점수 및 통제변수들의 매칭의 질을 검토하였다. 

다만 위에서 분석한 상이한 성격의 사건들 중 어떤 사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정식재판의 벌금형

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는 약식과 달리 범죄 전력에 대한 변수를 투입

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누범 등에 치우쳐 지

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양형기준의 범죄전력 관련 인자를 

이렇듯 넓은 범위로 포괄하여 사용할 때 실효적인 양형인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분석모형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

예가 선고되지 않은 실형 사건에 대한 분석이었다. 사실상 이 유형은 

양형기준이 상정하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보다 피고인의 소득 등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므로 인

과관계 추정에 있어 혼란 요인이 적은 편으로 이해된다. 다만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질적인 표본을 확보하고자 모든 경합

범을 제외하고 단순공무집행방해범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

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이 매우 낮고,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총 1,519건 중 실형 선고는 2013년 25건, 2014년 75건에 불과

하다. 이로 인해 가장 축약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실

형이 선고된 총 100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

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로는 약 0.6개월, 즉 18일 정도 형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확률 매칭의 경우 약 0.4개월로 분석되었으나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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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고, 마할라노비스 매칭은 자료 수 부족으로 추정되지 못했다. 

여기서도 매칭 이후 앞의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집단별 성향점수 및 

통제변수들의 매칭의 질을 검토하였는데, 가장 매칭의 질이 좋지 않

았다. 따라서 엄벌주의 정책이 실형에서의 선고형량을 증가시켰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회귀모형에서는 adjusted R2

의 값이 0.354로, 네 가지 모형 중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양형기준상

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누범 전력’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수’ 변수 또한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분석되지 않았으나 이 모형

에서는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됨으로써 현행 양형기준이 공무집행방해

죄의 실형 사건에 초점을 두어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무

적인 것은 이 모형에서도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폭

행의 정도를 표현한 ‘신체폭행’ 변수와 ‘기타 동종범죄 전력’ 변수의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후 살펴볼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 대한 

분석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분석되어, 특정 모형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분석모형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가 부가됨으로써 형집행이 유예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은 법관으로 하여금 가장 복잡한 논증과정을 거치

게 한다고 이해된다. 즉 통상 형종을 선택한 뒤, 집행유예 판단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징역형의 선고형량을 정함

과 동시에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또한 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다양한 처분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는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포괄되고 있는데, 

사실상 형량에 대한 감경요소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유

예 선고는 그 자체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여러 사정들에 법관이 주

목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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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유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집

행유예가 선고된 총 708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엄벌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이 사건들의 징역형 형량이 약 0.4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성향점수 매칭 분석 결과로는 약 0.68개월, 역확률 매칭의 경우 

약 0.39개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할라노비스 매칭은 통제변

수의 수가 너무 많아 추정되지 않았다. 여기서도 매칭 이후 집단별 

성향점수 및 통제변수들의 매칭의 질을 검토하였는데 매칭의 질이 좋

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정책 시행 이후 집행유

예의 선고 비율도 4배 정도 크게 늘었으므로, 이와 같이 실제 징역형

의 형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엄벌주의적 

정책의 효과가 법원의 양형 단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부 제어

되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위의 분석모형에서 모두 법원의 지역적 특성이 양형에 미치

는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지역별 양형 편차에 대하

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법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 선고형량이 더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만 조절효과의 탐색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수도권 지역의 법원은 2014년

의 대검 정책 시행 이후 약 120만원 벌금형을 상향 선고한 데 비하

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28만원의 상향 선고에 그쳐, 정책의 영

향력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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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의의와 형사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가 주목하였던 2014년 3월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

찰의 엄벌주의적 정책은 입법을 통한 법정형 강화 없이 실질적으로 

형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특수한 측면

이 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

이라 할 때, 입법적 구현이 아닌, 형사사법기관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캠페인과 같이 추진한 엄벌주의적 기획이 실제 선고 형량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현상일 것이다. 물론 이

미 국회가 정한 법정형의 한계 내에서 구형을 높임으로써 선고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검찰에게 허용되어 있는 권한이자 역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영향력의 크기가 형사사법기관에게 주

어진 합당한 재량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행정부의 그러한 기획은 성격을 달

리하여 다른 시기, 다른 정권, 혹은 다른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하여 반

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에 구속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준사법기관으로

서의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어느 정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일견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떤 형종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형량 강화가 이

루어지는지 엄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구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선고형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법원은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벌금형에서의 선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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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7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변화량은 정책 시행 

이전인 2013년의 평균 형량에 대비하여 볼 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2013년 벌금형의 선고액수는 평균 약 242만원이었으므로 44%

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형량 강화가 검찰의 독자적인 추동으로 가

능함을 확인하게 된다. 실형의 경우 통계적 엄밀성이 상대적으로 떨

어지지만 약 0.6개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시행 이전의 

평균형량이 6.7개월이었으므로 약 9% 정도의 증가폭이다. 이 또한 미

미한 수준의 영향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크기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부가한 사건에서는 그 사건 수 자체도 크게 늘

었으나 형량 자체가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이전인 2013년 평균 형량이 6.7개월이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약 0.68

개월 감소한 것이다. 즉 사법부 입장에서 기존에 벌금형을 선고하던 

경미한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이 대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했을 때 이

전보다 형량을 더 낮추고 집행유예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즉 집행유

예제도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제어한다는 분석 결과

이다. 

  또한 이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에 있어서의 상당한 형량 증가는 판

사들이 징역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추는 대

신 기존보다 형량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물

론 검찰의 구체적인 구형량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분석 

결과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우나 비교적 현실적합성이 

높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벌의 적정선을 단정

하기는 어렵다. 다만 엄벌주의가 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중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위험

성을 지니는 것처럼, 또 형벌 포퓰리즘이 형벌에 대한 시민 법감정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반면 정치권력에 의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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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과 같이, 본 연구가 주목하였던 검찰의 엄벌

주의적 기획 또한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반영한다는 유용성을 지니

는 한편,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권 혹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이 

양형에 대하여 그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위

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듯 양날의 칼과 같이 작용할 수 있

는 특수한 법현상을 둘러싼 조건과 원인, 결과 등을 가능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논의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유의미한 기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양형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 할 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결문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시사점들이 이에 유용한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자료

를 활용한 통계적 추정은 여러 면에서 한계적이다. 그러나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충분치 않은 양적 구성방식이라고 평

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는 인자들이 적지 않고 통

계적 추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자가 나열되어 있음에도 양형

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양형기준상의 인자들을 그대로 변수

화하여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언어폭행

(협박)’ 및 ‘신체폭행’ 변수와 같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계

량화하여 변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범행의 심각성

과 함께 가장 주요한 양형요인으로 사용되는 범죄전력 정보의 경우, 

특히 단순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전체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

는 ‘누범 전력’에 한정하지 않고, 법관이 양형과정에서 고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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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기타 동종범죄 전력’ 및 ‘기타 이

종범죄 전력’과 같은 중범위 변수를 새로이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양형 요인 분석에 있어 누락변수 편의로부터 발

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범행 동

기’ 변수와 같이 기존 양형기준상의 인자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모호한 정의가 아닌,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고 탐색한 범행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한 정의를 설정하고 변수

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판결문이라는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양적으로 변환

하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판결문 자료는 

표출되어 있는 정보를 단순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범죄사

실’ 및 ‘양형의 이유’와 같이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

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활용하더라도 대

부분 단순히 수집하는 정도의 변환을 거쳤으므로 새로운 변수를 탐색

하거나 구성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양

형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구대상을 분석할 경우 양질

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결과 도출을 위한 선

결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종종 간과되는 듯

하다. ‘증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정을 수반하는 통계적 분석기법

이 결코 양질의 데이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의 발견

(Freedman, 1991; Heckman et al., 1998)은 양형 연구에 있어 더

욱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144)

144) Freedman(1991)은 통계적 기법에 매몰되어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인

과관계를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통해 연구대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허위변수 등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

며, 결국 통계기법이 발달함에도 연구자는 그러한 기법에 의존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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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간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와 맞물려 그에 대한 형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

론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범죄임에도 입법을 통한 법정형 강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쟁

점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시민의 방어권 간의 줄다

리기와 같은 형국에 놓여 있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 우리 법원은 공

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

민의 방어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형성해온 것과 국회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적 형벌 

강화를 쉽게 추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

서 경찰력 행사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혹은 충돌의 문제를 경험

하면서 그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어떤 가치(value)를 내재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스러운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

한 판단, 즉 정책의 소망성(desirability) 판단은 가장 기본적인 평가

의 원칙이 된다고 할 때(정정길 외, 2007: 36-37), 공무집행방해 행위

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사

회적으로 공유되는 가치 판단, 사회적 합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

로 한다. 양형기준제도의 목적 또한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

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2항).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다 연구문제와 연구 현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때로는 신발 밑창

이 닳아 없어질 정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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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현행 형벌 제도 중 특히 집행유예 제도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

식하게 된다. 집행유예 부과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에 달함에

도 이는 주형을 기준으로 판단한 자료일 뿐, 집행유예 선고시 그 참

작사유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김한균, 2019: 192; 이재일, 2016: 18). 결국 주형에 대한 양

형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해 가더라도 실상 집행유예 부과의 기준과 원

칙을 엄격히 설정하지 못한다면, 양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국

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한 형사재판의 주축을 이루

는 것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

리 사회는 양형기준제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결국 집행유예제도의 

개선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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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가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체적인 논리체계 속에 개별 범죄와 형벌이 

모두 배치될 정도로 논리정합성이 강함에도, 각 범죄를 구성하는 객

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및 위법성 판단, 책임조각사유 등

의 개별성 또한 매우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 대상이 전체적인 법이론의 체계 속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

고 있는지, 형사사법체계 속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범죄별, 혹은 형벌별 특

성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현실적합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연구자를 당혹하게 하는 문제는 범죄의 개별성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렇듯 고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물들을 

다른 범죄에 일반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본 연구 

또한 그러한 한계를 먼저 밝혀야 할 것 같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한 연구이므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들 중 

타범죄로 일반화할 수 없는 발견이 적지 않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공무집행방해죄라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에 한

정하였음에도 재판의 종류별, 형벌의 종류별 양형에의 영향 요인이 

상이하게 작동함을 발견하고 개별적인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고, 이때 연구의 주목적은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

는 것이므로 실상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을 뿐, 양형에의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구성하여 그에 적합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였던 회귀모형은 

양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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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법적 자료의 특성에서 오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판결문 자료에서 성별, 연령, 직업 등의 

피고인 특성을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양형기준제도가 이러한 피고

인의 배경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

이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현재 1심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145)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146) 이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

다.147) 그러나 재판의 당사자에게 양형의 이유를 가능한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형벌의 효과성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영향

을 미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이재일, 2016: 18; 이재방, 2015: 406) 

판결문 기재시 이러한 부분을 법관들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작성방식은 결측치

와 누락변수의 문제로 이어진다. 본 연구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변수를 설정하였으나, 판결

문마다 정보를 담고 있는 격차가 너무 컸고, 그러한 변수들은 수많은 

결측치를 지니게 되어 대부분 활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판결문을 상

세하고 일관성 있게 기재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형 연

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45) 본 연구의 자료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유가 전혀 없는 

판결문 개수는 2013년 17개(13.6%), 2014년 36개(6.2%)로 나타났다. 

146)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는 양형이유 기재방식에 따른 구분에

서 1)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 2) 일반적 기재(양형이유 기재) - 법령의 적

용 부분에서 괄호 안에 해당 양형인자를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별도 항목

에서 양형이유를 제시하는 전통적 방식을 말함, 3) 미기재로 나누고, 1)과 

2)는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재일, 2016).

147) 본 연구의 자료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 총 300건 가운데 

162건(54%)이 양형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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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관 개인의 특성, 정치성향, 

배경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만,148) 여전히 사실인정 과정을 좌우하는 요소 

중 법관의 가치관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용

구, 2010; Posner, 2010). 따라서 법관 개인의 특성 요인은 1심 판결

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추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양형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이 이어져야 할 지점이다. 이와 함께 법원

별 편차 혹은 지역별 편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소재 법원일수록, 대도시 소재 법원

일수록 온정적 판결을 내리는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시기 공무집행방해죄에 한정된 것일 수 있으므로 대상을 확장하

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구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에서 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만약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검사가 어떠한 형

종을 선택하여 얼마의 형량을 구형하였는지 투입할 수 있었다면, 분

석 결과에 대한 가설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약식명령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대검의 엄벌주의 정책이 실제 검사들의 구형량 강화로 이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형량과 선고형량 간의 관계는 직접 분석하

148)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

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대

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2010. 3. 11. 선고 2009도

585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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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 검사의 구형이 가이

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 구형에 

대한 정보는 향후 양형 연구에서 새로운 중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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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OECD 주요 국가들의 구금률 비교 추이 (2000~2016년)149)

149) World Prison Brief(www.prisonstudies.org)의 자료(OECD, 2016)를 

재구성한 그림이다. 여기서의 구금률은 인구 10만명 당 구금되어 있는 인

구를 의미한다. 구금률은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형벌의 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92명

에서 136명 사이의 구금률을 보이고 있는데,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꽤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개년도만 확보할 수 있었는데, 2010년 

156명,  2016년 1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나치게 높은 

구금률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들과 같은 그림상에서 추이를 비교

하기에 적절치 못하여 제외하였다. 미국의 구금인구는 2016년 기준 10만 

명당 719명으로 OECD 평균의 다섯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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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정책

시행일자 제목 엄단 대상 처리 및 보고

2001.12.

공 무 집 행

방해 등 

공 권 력 침

해사범 엄

단 지시

1)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

행방해사범

- 경찰서, 파출소에서 음

주소란, 기물파손,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 폭행행

위

- 교통질서위반 및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에 대

한 공무집행방해행위

2) 다중의 위세에 편승한 

공권력 도전사범

- 화장터, 납골분묘, 재건

축사업 등 관련 집단이

기주의적 폭력행사로 공

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법정 및 법정주변에서 

소란 피우거나 난동을 

부려 재판진행을 방해하

는 행위

- 확정판결이나 합법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불법

적인 수단으로 거부 또

는 방해하는 행위

1)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

- 약식기소 지양하고 불

구속 구공판을 활용할 

것

2)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 

수집 철저

3) 순찰 및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강화하도록 

사법경찰관 독려

4)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 최대한 보장

- 공무집행중 경찰관의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

해서는 입건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탄력

적으로 대처할 것

5) 홍보 강화

2006.11.

공 무 집 행

방 해 사 범 

엄정 대처 

지시

1) 집단행동 등으로 정당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권력 도전사범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

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

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

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

고 불법체류자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

1)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

2)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

의하여 폭력적·집단적 

법집행방해행위 방지대

책, 법집행 담당 공무

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대책 등도 함께 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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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공 무 집 행

방 해 사 범 

엄정 대처 

지시

1) 공권력 도전 사범

- 다중의 위세에 편승한 

폭력행사 등에 의한 공

권력 도전사범

- 확정판결이나 합법적 

행정처분 등의 집행을 

불법적 수단으로 거부하

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공권력 경시 사범

-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에서의 음주소란, 기물파

손 또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행위

-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멸시적 공무

집행방해사범

1) 구속수사, 중형 구형

-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흉기 사용의 경우는 중

형 구형

2) 구속전 심문시의 피해

자(공무원) 진술 지원

3) 구속영장 재청구시 검

찰시민위원회 의결 적

극 활용

4) 철저한 증거수집

5) 원칙적 구공판

-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합의되거나 특히 

참작할 사유 있는 때에

는 정상을 종합하여 구

약식 가능

6) 적극적 항소

- 일정기간의 구금형을 

예상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구공판된 사건

에서 특별한 사정변경

이 없음에도 집행유예

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

7) 경찰관 및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최대

한 보장

2014.3.

정복 착용 

경 찰 관 에 

대한 공무

집 행 방 해 

사범 엄정 

대처 지시

1) 적극적인 구속수사

- 검찰사건처리기준 상 구속기준150)에 해당하는 경

우 및 정복 착용 경찰관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

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 없고, 취중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

더라도 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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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지침 시달 (현행범인 석

방자에 대하여도 체포시한 임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석방한 경우 보완수사 후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도

록 지시)

- 기준에 맞는 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

의자면담 활성화 (피의자 면담을 활성화하여 공무

집행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확인함으로

써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 시비 차단)

- 불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 구속기준에 해당하면 적

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2) 전담검사 지정 등

-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수사지휘

와 사건처리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

별 사정에 따라 사건처리는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

리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 (수사지휘 검사나 사건

처리 검사에 따라 구속기준이나 처리기준에 편차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대처 필요)

-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양형인자 적극 발굴, 양

형기준 산정 시 각 구간 최고형 구형하고 양형의견

서 등 적극 현출

3) 홍보활동 강화

- 법원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범위험성 및 엄벌 

필요성 설명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일반예방 효과 달성을 위

해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정보보고]: 위 지시와 관련하여 법원과 간담회 개

최, 주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등에 대하여 신

속히 정보보고할 것

* [보고]: 구속영장청구 및 사건처리 내역을 붙임 ‘월

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 양식에 따라 작성

하여 익월 10일까지 대검 형사1과로 보고할 것

2015.9. (재지시)

1) 위 지침 시행 이후 각 청별 사경 구속영장 신청 

인원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

2) 인천지검의 신청 인원수가 서울중앙지검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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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현행 검찰사건처리기준 상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흉기 또는 위험

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② 3주 이상 상해, 중

요 공용물손상 경합시, ③ 5년 내 동종전과자, ④ 의도적인 범인체포·면

탈·방해목적

이상 많고, 1그룹 청에 속해 있는 다른 지역에 비

해 3~4배 정도 많음

3) 확인 결과, 인천지검 관할 인천지방경찰청 및 일

선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

칙을 적용하여 입건 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

청하고 있었음

4) 엄정 대응하려는 일선 경찰서의 엄정 대처 의지 

및 내부방침이 중요함

2015.12. (후속지시)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 담당 공무

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도 위 

지침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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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정시설 수용정원 (1995~2014년)

<부록 4> 교정시설 수용률 (1995~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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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정책 전후 정식재판-벌금형 선고액의 분포 비교

<부록 6> 정책 전후 약식명령-벌금형 선고액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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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IPW, MDM 방식의 매칭의 질 평가: 약식명령-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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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IPW, MDM 방식의 매칭의 질 평가: 정식재판-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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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정리

변수명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b β 　b β 　b β 　b β

T
33.76
** 0.12** 82.47

***
0.296
*** 0.358 0.057 -0.435

**
-0.097
**

-13.28 　 -15.22 　 -0.524 　 -0.169 　

법원 0.363* 0.091* 0.711
**

0.123
** 　 　 0.01

***
0.127
***

-0.194 　 -0.32 　 　 　 -0.003 　

변호사
　 　 28.0* 0.105* 0.845 0.12 0.242

**
0.086
**

　 　 -14.38 　 -0.587 　 -0.104 　

언어폭행 12.50* 0.091* -13.71 -0.04 0.118 0.016 0.127 0.049

-6.702 　 -18.58 　 -0.605 　 -0.098 　

신체폭행
32.8

***
0.171
*** 15.556 0.056 1.272

***
0.234
***

0.272
**

0.081
**

-9.407 　 -15.34 　 -0.472 　 -0.126 　

기타 
폭행

0.945 0.004 　 　 　 　 -0.044 -0.008

-12.71 　 　 　 　 　 -0.219 　

흉기 등 
물건사용

24.92 0.074 -24.86 -0.051 　 　 0.017 0.003

-16.3 　 -26.49 　 　 　 -0.218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1.164 -0.004 　 　 　 　 0.28 0.047

-15.48 　 　 　 　 　 -0.235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61.59
**

-0.114
** 9.902 0.017 　 　 -0.234 -0.029

-26.05 　 -32.17 　 　 　 -0.30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14.8 0.065 5.137 0.034 　 　 -0.001 0

-10.89 　 -24.31 　 　 　 -0.173 　

피해자 
수

-2.764 -0.014 21.762 0.066 0.965
**

0.220
** 0.188 0.054

-9.678 　 -18.29 　 -0.37 　 -0.134 　

피해자 
신분

-69.9
***

-0.15
***

-105.4
***

-0.179
*** 　 　 0.19 0.022

-22.3 　 -32 　 　 　 -0.325 　

동종 
누범 
전력

　 　 　 　 3.442
***

0.453
*** 　 　

　 　 　 　 -0.634 　 　 　

이종 
누범 
전력

　 　 　 　 1.460
**

0.207
** 　 　

　 　 　 　 -0.597 　 　 　

기타 
동종범죄 

전력

　 　 111.51
***

0.159
*** 0.877* 0.160* 0.49

***
0.115
***

　 　 -39.41 　 -0.452 　 -0.157 　

기타 
이종범죄 

전력
　 　 　 　 0.141 0.026

0.429
**

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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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모형별 매칭분석 결과 정리

매칭 
방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정책 
효과

표준
오차 p 정책 

효과
표준
오차 p 정책 

효과
표준
오차 p 정책 

효과
표준
오차 p

PSM 37.2 14.9 0.01 107.1 14.18 0 0.59 0.34 0.08 -0.68 0.28 0.01

IPW 33.4 13.5 0.01 92.6 16.69 0 0.41 0.46 0.38 -0.39 0.19 0.04

MDM 36.5 13.3 0.01 90.9 18.83 0 (추정 불가) (추정 불가)

　 　 　 　 -0.453 　 -0.197 　

진지한 
반성

　 　 　 　 　 　 -0.027 -0.008

　 　 　 　 　 　 -0.128 　

Constan
t

148.5
*** 　 133.6

*** 　 1.271 　 4.57
*** 　

-24.63 　 -43.09 　 -1.278 　 -0.435 　

N 411 300 100 708

R2 0.118 0.185 0.413 0.089

Adjusted 
R2 0.094 0.154 0.354 0.0697

F 4.87*** 5.95*** 7.04*** 4.53***



- 248 -

<부록 11> 전국 지방법원 고유번호

법원명 No. 법원명 No. 법원명 No. 법원명 No.

서울중앙 10 춘천 20 수원 30 대전 40

서울동부 11 춘천 강릉 21 수원 성남 31 대전 홍성 41

서울남부 12 춘천 원주 22 수원 여주 32 대전 공주 42

서울북부 13 춘천 속초 23 수원 평택 33 대전 논산 43

서울서부 14 춘천 영월 24 수원 안산 34 대전 서산 44

의정부 15 수원 안양 35 대전 천안 45

의정부 

고양
16 청주 46

인천 17 청주 충주 47

인천 부천 18 청주 제천 48

청주 영동 49

법원명 No. 법원명 No. 법원명 No. 법원명 No.

대구 50 부산 60 광주 70 전주 80

대구 서부 51 부산 동부 61 광주 목포 71 전주 군산 81

대구 안동 52 부산 서부 62 광주 장흥 72 전주 정읍 82

대구 경주 53 울산 63 광주 순천 73 전주 남원 83

대구 포항 54 창원 64 광주 해남 74

대구 김천 55 창원 마산 65

대구 상주 56 창원 진주 66

대구 의성 57 창원 통영 67

대구 영덕 58 창원 밀양 68 법원명 No.

창원 거창 69 제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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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전국 검찰청의 규모별 분류

지방검찰청 (18) 차치지청 (10) 부치지청 (15) 단독지청 (16)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의정부 고양

인천 인천 부천

춘천 춘천 강릉 춘천 속초

춘천 원주 춘천 영월

수원 수원 성남 수원 여주

수원 안산 수원 평택

수원 안양

대전 대전 천안 대전 홍성 대전 공주

대전 서산 대전 논산

청주 청주 충주 청주 제천

청주 영동

대구 대구 서부 대구 경주 대구 안동

대구 포항 대구 상주

대구 김천 대구 의성

대구 영덕

부산 부산 동부

부산 서부

울산

창원 창원 마산 창원 밀양

창원 진주 창원 거창

창원 통영

광주 광주 순천 광주 목포 광주 장흥

광주 해남

전주 전주 군산 전주 정읍

전주 남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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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기록조사표

조사표 번호   

담당판사명

담당검사명

사건번호

재판 특성

판결선고일

법원명

주장에 관한 판단 유무 (0=없음, 1=인용, 2=불인용)

양형기준 준수 여부 (0=준수, 1=미준수)

변호인 (0=없음, 1=국선, 2=사선)

피고인 특성 (성별, 연령, 국적, 직업 등)

형벌

실형 (개월)

집행유예 (개월)

선고유예 (0=없음, 1=있음)

벌금 (만원)

처분 유무 (0=없음, 1=있음)

처분

보호관찰 (개월)

사회봉사 (시간)

폭력치료강의 (시간)

알콜치료강의 (시간)

기타 (시간)

범죄 특성

범행 년월

공범 (명)

범행

태양

귀책 선행행위 존재 유무 (0=없음, 1=있음)

주취 여부 (0=없음, 1=있음)

심신미약 여부 (0=없음, 1=있음)

언어폭행 (0=없음, 1=약, 2=강)

신체폭행 (0=없음, 1=약, 2=강)

성희롱 (0=없음, 1=약, 2=강)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0=없음, 1=약, 2=강)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0=없음, 1=약, 2=강)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0=없음, 1=약, 2=강)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유무 (0=없음, 1=있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무 (0=없음, 1=있음)

기타 (0=없음, 1=약, 2=강)

피해자 특성
피해자 수 (명)

피해자 신분 (0=경찰공무원, 1=비경찰공무원, 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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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해당하지 않음, 1=해당함, 2=알 수 없음)

범죄 전력

동종누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위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위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전과

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타 범죄로 인한 구금 중

반복적 범행 전과

범행 이후 정황

본 범행으로 인한 구금 여부

처벌불원 관련 노력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추가 

사유

동종 범죄전력 없음

최근 범죄전력 없음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범죄전력 있음

우발적 범행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택

폭행, 협박, 위계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가정형편 (미혼모, 간병 등)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본 범행으로 인한 구금 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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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공무집행방해죄 1심 판결문(예시자료)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기소), 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A는 2013. 9. 6. **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9. 02: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 H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

니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

을 하며 술잔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와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고 하자 양손으로 위 J의 옆구리를 붙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걷

어차고, 피고인 B를 체포하려던 위 K의 다리와 엉덩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

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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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면

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밀어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

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생략)

나. 판단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

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

고 2007도79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인 A가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

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략)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

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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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ablished a new dataset through the process of 

quantitatively converting the text, using the first trial rulings 

of 'simple obstruction of justice' cases as raw materia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unitive punishment policy against 

'obstruction of justice', enforced in March 2014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summary orders' and first trial 

sentences of the three-month-perio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3 were used as a comparison group, and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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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ame period in 2014 as an experimental group. The 

dataset consists of a total of 1,519 cases, which can be 

assort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the types of 

rulings and punishment, and the four analysis model was 

established equivalent to each category: first, summary order 

cases; second, formal trial cases announced fine; third, 

formal trial cases sentenced imprisonment; and fourth, 

formal trial cases sentenced suspended imprisonment. The 

analysis procedures were all conducted in the same way: 

comparing the Average Treatment Effect(ATE) estim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ATET) estimat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limited to the events affected by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and also observ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other control variables on the sentencing 

through regression model. Robustness of the analysis was 

affirmed through comparing the estimates by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MDM) and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IPW) in addition to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Besides, the quality of matching was 

inspecte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stimation. 

The punitive policy of the prosecutors' office has uniqueness 

in the fact that it can actually strengthen punishment without 

any legislative act. Assuming it is a major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that all crimes and punishm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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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ed to be prescribed in the form of criminal codes, it 

is not easy to be regarded a usual legal phenomenon that 

strict punishment policies such as campaigns against certain 

sort of crimes, propell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out any legislative implementation, lead to strengthening 

of actual sentencing. The prosecutors, of course, have the 

authority to propose more strict punishment within the 

limitation of statutory penalty legislated by the congress, 

however, if that authority has direct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actual sentencing, it needs to be considered as a 

distortion of criminal justice. 

As it is a consistent ruling that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prosecutor's proposal which is merely a statement of 

opinion,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closely the prosecutor's 

proposal affects the sentencing, as well as to find preceding 

researches on the them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a 

precise analysis on the degree of strengthening sentences 

that differs by the type of punishments, along with an 

observation on the means by which the court accepts or 

avoids the influence of the prosecutorial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firstly, the sentence of 

fine increased about KRW 1.07 million compared with 2013,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hen the average 

sentence of fine was about KRW 2.42 million. That me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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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ial policy possibly drived a significant increase of 

fine which amounts to 44%. Secondly,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as enhanced about 0.6 months, 9% increase 

compared with the average sentenc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hich also can not be 

considered as a minor level of influence. Finally, in the cases 

where probation was added, however, the sentence decreased 

about 10% while the number of cases increased significantly. 

Consequently, the analysis shows, when the prosecutors 

massively propose to sentence imprisonment in minor cases 

that were previously fined, the court avoids or controls it by 

lowering or suspending the sentence. Additionally, a 

significant increase of fine can be interpreted as the choice 

of the court switching the type of punishment from 

imprisonment to fine,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fine 

instead. 

Although punitive punishment policy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control crimes, it has on the other hand a 

dangerous possibility of abusing harsh penalty against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Similarly, criminal populism can be 

useful as a means to reflect legal sentiments of citizens 

democratically, however, it can also be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unitive 

punishment policy projec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has the advantage of reflecting social requirements promptly 

and effectively, as well as the danger of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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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judicial decision of sentencing in a significant 

level. The most meaningfu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function as a basis for securing some objectivity in 

discussing and recognizing the conditions, causes, and effects 

surrounding this kind of specific legal phenomenon, which 

can act like a double-edged sword, as accurately as possibl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with various implications of converting the 

text of court rulings into quantitative data. Of course, 

statistical estimation using the data of court rulings, access 

to which is significantly limited, is bounded in many ways. 

However, accumulation of empirical studies on the sentencing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urrent scheme.

Keywords : obstruction of justice, sentencing, punitiveness, 

Propensity Score Matching, data conversion

Student Number : 2010-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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