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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해 성별 직무 분리

를 강화하는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 차원에

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탐구한다. 선행연구가 개인의 상호작용 단계에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접근하여 2차 피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페미니스트 조직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조직문화와 관행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한다. 경찰조직 내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의 관행과 이를 둘러싼 조직문화로 인해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조직은 여성 경찰관을 처음 채용한 194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성별을 이유로 한 제한적인 채용과 직무 배치를 

계속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찰조직 내 여성의 필요성은 다르게 맥락화되었으

나, 젠더 규범에 기초한 성별 직무 분리는 여경의 주변화된 위치

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는 경찰의 핵심 업무로 여겨

지는 ‘검거’ 중심 업무에 남성을,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검

거’ 이외의 업무에 여성을 배치하는 관행으로 나타났으며, 성폭

력 사건처리에서는 ‘여경조사원칙’ 등의 성별 직무 분리가 공고

화되었다.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거와 피해

자 보호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관점을 갖

추지 못하고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차 

피해 문제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서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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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확한 사건처리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거’ 중심의 남성적 조직문화 안에서 피해자 보호가 단

순히 피해자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수사

에서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자 하는 경찰 수사의 목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여성 피해자의 상담 혹은 조사에 여경

을 투입하거나, 여성성을 체현한 존재이자 보호에 적합한 존재로

서 여경에게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직무 분리의 관

행은 피해자 보호 업무의 중요성 저평가와 맞물려 여경의 직무 만

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경찰조직 내 여성의 주변

화를 강화·재생산하는 하나의 기제가 됨과 동시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

서에 여경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최근 경찰청의 대응 방식을 통해

서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이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조직의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이 검거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직

무 위계와 이를 따라 존재하는 성별 위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

거중심주의를 비롯하여 이를 지속하게 하는 조직문화를 변화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성폭력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성별로 환원하지 않을 때, 성폭력 수사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주요어: 경찰조직(police organization), 젠더화된 조직(gendered 

organization), 성별 직무 분리(job segregation by gender),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여성 경찰관, 성차별

학  번: 2017-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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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본 논문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살펴보고, 최근 십여 년간 

이어진 경찰의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검토한다. 조직이 젠더화 되어 있

다는 페미니스트 조직연구자들의 논의에 기초하여 젠더화 된 경찰의 조

직구조와 관행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직적·관행적 요인이 성폭

력 사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조직 차

원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성을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최근 ‘미투(#me_too) 운동’1)과 연이어 벌어진 불법 수사 규탄 시

위에서 나타나듯이,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이 집단적 목소

리를 통해 나타나는 추세다. 사이버 공간이 ‘미투 운동’으로 뜨겁게 

달궈지면서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피해자들과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루

어낸 한편, 한국 사회에 성폭력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

켰다. 동시에, 그동안 발화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

가 있었음을 알림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

기와 사회 기반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연이어 ‘홍

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2)에 대한 분노로 이른바 ‘혜화역 시위’3)가 

1) ‘미투 운동’이라는 용어는 본래 미국 사회의 소수자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2006년 창안한 해시
태그운동에서 기원한 것으로, 2017년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으로 크게 확산되었
다(「한겨레」, 2018. 9. 27.). 한국에서는 2016년 해시태그 성폭력으로 온라인 공
간에서 공동체 내 성폭력을 고발하던 흐름 가운데 서지현 검사의 검찰청 내부 성추문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미투는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로 처음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나, 피해자를 무력한 존재로 그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도 고발한
다’로 표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머니투데이」, 2018. 3. 9.).

2) 2018년 5월,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후 인
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 수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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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면서 형사사법 제도 전반,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불신의 양상

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받은 경찰조직은 이에 대응하여 여러 대책

을 내놓았다. 「중앙일보」 보도4)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8년 7월, 여

성대상범죄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각 지방

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팀장을 여성 경찰관

으로 임명하고, 여성 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었

다. 더불어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

사팀에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기 위한 인사 조치가 시행되며, 그 외에 

신임 간부 여성 경찰관에게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의 1년 필수 현장보직

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다.5)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련의 대책들을 아

우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여성 경찰관’의 집중 배치와 이들에 대

한 교육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은 성폭력 사건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여성대상범죄 사건처리 담

당 부서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별에 따른 직무배치’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조직

이 특정 업무에 여성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6)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

사건이다(「뉴시스」. 2018. 5. 12.).
3)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불법촬영 유포 

사건에 비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구속된 것을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며 
분노한 여성들이 혜화역에서 매주 토요일 시위를 하고 있다.

4) 「중앙일보」. 2018. 7. 5. “경찰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 신설…수장도 여성
으로”. 이예슬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831952

5) 경찰청에서 발표한 계획 중 성별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유일한 내용은 신임 순경 교
육생들을 대상으로는 중앙경찰학교에 ‘여성대상범죄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두어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한 업무 외에도 경찰청에서 여성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배치
하는 일이 꾸준히 있어 왔다. 1999년 경찰은 「신집회·시위 관리대책」을 시행하면
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여경기동대를 창설하였다(대한민국여경
재향경우회, 2007). 2011년에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여경을 배치한 이후의 만족
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 후, 여경을 확대 배치하였다( 「세계일보」.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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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나는데, 김예람(2008)은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경찰관이 조

사하는 ‘여경조사원칙’, 여성상담실 업무, 여경기동수사대 운영 등 여

성 피해자를 여성 경찰관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여경의 집중배치’에 기초한 이러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과연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계속되는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2000년대 이후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현장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여경 집중 배치에 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심리를 배

려하여 여경전담조사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거나(신주호, 

2010), 여자경찰의 직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장기현, 2014) 적극

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일찍이 이러한 여경조사원칙이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를 강화하며, 실제로 수사상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김예람, 2008)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은 여전히 별다른 고민 없이 여경 집중 배치를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내어놓고 있다. 여기에 본 논문은 질문을 

제기한다. ‘여경’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전제하고 있는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의 강화가 실제로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

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중요한 계기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7)이었다. 당시 

10.). 2016년 조계사 검문검색 당시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낸 공문에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을 위하여 여경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밝혀졌다(「한겨레」, 2016. 9. 30.).

7) 여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 44명에 의해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사건으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의자와 대질 신문을 하였으
며, 사건 정보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등의 부적절한 수사로 경찰이 많은 비
난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폭력 2차 피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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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루어지면서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 이후, 이전부터 성폭

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연구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정현미, 1999; 장필

화·김정희·박종선·안수진·이경환·이미경·이영란·조중신, 2003), 

후속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권수현, 2006; 최유진, 2006; 허복옥, 

2006; 김현동·조현빈, 2013; 이미경, 2013; 장미정, 2015; 이윤용, 

2015; 이귀형, 2016). 이들 연구는 주로 경찰관의 낙후된 인식과 제도

의 미비를 지적하고, 경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법·제도의 정

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십여 년 동안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서 경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

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과 경찰청의 매뉴얼 제작·보완이 이루어졌고, 여

성 피해자조사 시 여경이 진술을 받도록 하는 ‘여경조사원칙’이 시행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교육의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그러나 제도

의 변화는 단기적 효과만을 가져오거나, 해당 제도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하는 경찰관 개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경조사원

칙’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직무를 배치하는 것으로, 같

은 성별의 경찰관이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무엇보다 성별 분리 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이 수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

에 있어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관에 대한 교육의 

확대·강화를 통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은 교

육의 확대에 비해 더딘 현장의 변화로 인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무

엇보다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젠더 문제를 개인의 내적 속성이나 사

회화의 결과로만 간주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효과적인 해법이라 볼 수 없

다. 2018년에도 계속되는 집단적 불신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듯 인적 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향신문」,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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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법·제도적 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 접근으로는 경찰의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다루어져 온 인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 이외에,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찰의 조직적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

다. ‘경찰조직’이라는 차원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다시 

분석해봄으로써,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이 경찰관 개인을 교육하

거나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인 차원의 접근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경찰관 개인의 문제도 직무를 수행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넘어서기 힘든 현장에

서의 관행, 조직구조 혹은 조직문화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 또한 필

요하다.8) 따라서 본 논문은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젠더관계와 그러한 관계를 생산·

재생산하는 조직구조, 과정, 및 관행을 밝히는 것”(원숙연, 2004: 

289)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조직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

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젠더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화하는 경찰의 조직구조나 조직 과정, 현장의 관행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경찰관이 성폭력 사건처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제도가 구체화 

되고, 경찰관 개인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과 제도의 테

두리 안에서 경찰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조직 내부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개입하게 된다. 조직의 관행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

8) 경찰관 개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제도나 교육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현장의 관행과 경찰조직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관련 법률과 예
규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많은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또
한, 팀 단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팀 내 인력
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팀원들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적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위
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교대근무 부서의 경우 업무시간을 피해 교육을 들으러 가
는 것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할 때 집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교육은 이론에 그치고 실무 경험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도 교육의 시행이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
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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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수행되며,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재생산

하는 기제를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경찰조직 내부에 어떤 관

행이 존재하며, 그 관행을 지탱하고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경찰의 대응과 변화의 방향, 그 과정에서 일관적

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

적·관행적 요인, 즉 조직의 특성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조직 

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불신을 지속하게 하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문

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대응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폭력 사건처리 업무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의 내용과 결

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성

폭력 사건처리 직무가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언제부터이며, 어

떠한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되었는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

성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여기에 젠

더는 어떻게 개입하여 작동하는가?

  둘째,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관의 어떤 

직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별 직무 분리는 사건처리의 각 단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성폭

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별 직무 분리는 어떠한 인식과 조직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가?

  셋째, 경찰조직에서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

는가? 각 시기에 어떤 조직 논리를 통해 성별 직무 분리가 안정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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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되었는가? 이는 조직 내 여성의 위치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

러한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성별 직무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내 통용되는 논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여성 경찰관과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인식

을 강화하는가?

2. 선행연구 검토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찰에 의한 성폭

력 2차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피해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이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

해자가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이미경, 2013: 

45). 이귀형(2016)은 2차 피해를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성폭력범죄는 다

른 범죄유형에 비해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심각성 또한 더 높게 나

타난다.9)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기

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형사사법 절차

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경

찰에 주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친고죄 폐지10) 이전에는 피해자

의 수사 의지와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 진행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

문에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이며, 유일한 

9)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이나 언론에 의해 2차 피해
가 유발되는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장필화 외, 2003; 권수현, 2006; 최유진, 2006; 허복옥, 
2006; 김현동·조현빈, 2013; 이미경, 2013; 장미정, 2015; 이윤용, 2015; 이귀형, 
2016).

10)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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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갖는 조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

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피해자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11), 최초 진술이자 유일한 진술이 이

루어지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해당 사건처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경찰관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 판단

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지선·김정희, 2011)는 이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기 쉬운 현실을 보여준다.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도적 연구들은 여성주의에서 

나왔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차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정현

미·장규원·진수명·박철현, 1999)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형사사법 절

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루어졌

다(이미경, 2012). 허복옥(2006)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목소리를 직

접 담아 피해 경험을 분석하였고, 김샛별(2009) 역시 피해경험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피해경험자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를 경험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장필화와 연구자들(2003)은 상담 사례

의 분석과 피해자의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이미경(2013)은 피해자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담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11)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801호, 2016. 7. 1. 개정)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7조의 

준비를 거쳐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2조(보호와 배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

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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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주의 연구들은 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중

심으로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경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여성주의 연구의 문제의식을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자들이 받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문헌 연구들은 주로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윤용(2015)은 실

무자들의 인식과 태도보다는 성폭력범죄 관련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는 

성폭력범죄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의 실태를 해외 국가

들의 제도와 비교한 후 대책을 제시하였다. 신현종(2009), 김현동과 조

현빈(2013)은 해외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 실태를 조사한 후에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런 연구들은 외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과 한국 경찰의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상황을 조사하는 한

편, 심층 면접을 부가적으로 시행하여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한 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최유진의 연구(2006)에 빚지고 있

다. 그러나 문헌 연구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현장에서의 역동이나 경찰조

직에 관행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의 법·제도를 소

개하며 한국 경찰의 현재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치중

하고 만다.

  경찰관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찰관이 가진 성폭력 인식 또는 

강간 통념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장미정(2015)은 검찰의 성폭력 피해

자 진술조서를 분석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강간 

통념이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유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검

증하였다. 박지선과 김정희(2011)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처리

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일반인의 강간 통념의 정도를 비교하고, 강간 통

념 수용도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해자의 처벌 정도와 양형에 관한 판단과 관련이 있

는지 조사하였고, 강간 통념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관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Lee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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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연구자들(2012)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해 여성에 대한 태도와 강

간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강간 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명신과 이계민(2018)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성폭력

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종용이라는 세 가지 이

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소수이다. 이귀형(2016)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양쪽의 목소리를 청취

한 후, 두 주체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일한 수사과정에서 의견의 차

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개정법률과 정책 등 제도의 도입이 형사

사법 실무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수사 및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시

행하여 실무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예람의 연구는 성폭력 수사에서의 여경조사원칙과 관련한 비판적 연

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김예람(2008)은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

층 면접을 진행하여 경찰의 피해자 보호 대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통념

으로서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여경조사원칙’의 운영에 가정되어 있는 문화적 

통념의 내용을 조사하고, 수사 관행이나 실무 여건으로 인한 운영의 어

려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다

음과 같은 두 갈래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인적 요인으로 형사사법 절차

에 진입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담당 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법·제도적 요인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

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이다. 구체적인 내

용으로는 강간 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수사관의 인식과 이로 인

해 나타나는 피해자 비난,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 반복 진술, 상세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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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유도 등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사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수사환경과 피해자의 정보 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 미

흡과 같은 제도의 미비가 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 제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앞서 설명한 두 갈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조직 내부의 관행과 같은 조직적 요

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해

결책에 따라 법률이 제·개정되고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경찰에서는 관

련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에 의한 성폭력 2

차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은 성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를 경찰관 개인의 인식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국한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성폭

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인 차원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다루게 된다는 점에

서 문제가 있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경찰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

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가 중시되는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2차 피해

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보는 것 외에도 조직 내 젠더 관계가 구조화되

고 조직 관행이 작동하는 장으로서 넓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의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다. 수사 담당자의 통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

하고(김예람, 2008),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실체가 무엇이

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연구 또한 필

요하다(김샛별, 2009).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조직적 

문제나 경찰 수사 현장에서의 관행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역동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가령, 범인 검거를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경찰의 태도(신주호, 

2010), 성폭력범죄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다른 범죄와 같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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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하는 수사 관행(이윤용, 2015), 개선된 대책이 실질적으로 운영

되기 힘든 실무 여건과 ‘여경전담원칙’의 운영(김예람, 2008) 등을 

지적하는 등의 연구들이 좀 더 심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들의 논의를 발전시켜서 조직 차원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을 분석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하고 교육이 효과적으

로 시행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해결

책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제도

적 요인과 인적 요인 외에 조직의 특성과 현장의 관행을 중심으로 경찰

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성

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찰의 대응방식이 조직 차원에

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방식의 한계가 구체적인 직무수행의 과

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성별 직무 분리와 조직의 문제

  경찰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

토한 결과, 선행연구는 인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의 두 갈래로 문제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법·제도를 

통해 직무수행 방식을 규제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경찰관 개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변화를 고민하는 경

찰조직은 이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분 경찰관 개인이라는 인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다(최종철, 

2018: 29-30).

  그러나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조직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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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으며, 사회 불평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지은, 2003; 김수한·신동은, 2014: 92). 또한, 조직은 구성원의 권

리와 의무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가 만나 부딪치

는 공간으로, 개인에게 사회·문화적 자원과 그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

공한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 208). 이렇게 볼 때, 경찰관 개

인은 경찰조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의 관

행 등을 통해 조직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찰은 최근 십여 년간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별 직무 분리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것이 경찰조직의 성별성과 맞물리는 점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연구자는 단순히 성별 직무 분리가 성차별적이므로 나쁘다는 

당위적 주장을 벗어나, 경찰조직과 현장의 관행이 직무 분리가 이루어지

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과 맞물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성별 직무 분리(job segregation by gender)와 경찰조직에 관

한 연구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1) 성별 직무 분리와 성차별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여경조사원칙’은 수사 단계에서 

성별 직무 분리가 제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직무 분리(job segregation by gender)란 직장에서 성별에 따

라 직무와 보직이 달라지는 현상이다(우양호·홍미영, 2018). 성별 직

무 분리는 조직 내부, 즉 내부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성별 분리를 의미

하며,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분리를 의미하는 성별 직종 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의 세분화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한호·한상암, 2013).

  성별 직무 분리는 노동시장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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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조혜선, 2005). Anker(1998)는 성별 직무 분리가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영구화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여성 자신을 보는 관점

에 중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분리

(segregation)란 남성과 여성을 다른 공간에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노동환경 안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적 분

리를 의미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84). 이것은 단순한 분

업이 아니라 조직 내의 위계와 관련된다. 가령, 원숙연(2004)은 조직 

내 성별 분업이 젠더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별 분리를 성별 구성

비(sex composition)의 불균형뿐 아니라,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

회적 판단에 기초한 젠더유형화(gender typing)”에 의한 것으로 설명

하였다(원숙연, 2004: 295). ‘관리자=남성’이라는 가부장제적 젠더-

유형화가 성별 분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분리에는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

나, ‘일’로 인정하지 않는 통념이 작용한다고 지적된다. 젠더화된 직

무 개념에 따라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을 더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Acker, 1990). 여성들의 일을 평가절하하는 조직 관행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하위직에 여성이, 관리직에 남성이 분포하는 조

직구조를 만들어낸다(조혜선, 2005). 같은 직종이나 직업 내에서 남성

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수평적 분리(horizontal 

segregation)와, 조직의 위계 상 높은 임금을 받는 높은 지위의 직무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을 수

직적 분리(vertical segregation)가 구별되는데, 수평적 분리는 여성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작

용함으로써,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직적 원리의 선행원인

이 된다(김수한·신동은, 2014). 이는 일반적으로 ‘유리벽 현상’이라

고 불리며, 여성이 주로 하는 업무의 게토화(ghettoization)와도 연관된

다. ‘유리벽 현상’이란 여성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며, 관리직에 진출

하기 유리한 부서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유리벽(glass wal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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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ILO, 2007; ILO, 2015). 여성이 관리자의 위

치로 승진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벽과 사회적인 태도에 의해 차단되는데, 

이러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은 승진에 유리한 전략적인 부

서로 수평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 ‘유리벽(glass walls) 현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주희·전병유·Jane Lee, 2004).

  성별 직무 분리와 승진과의 밀접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김수한과 

신동은(2014)은 기업조직의 인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

는데, 조직문화가 성차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

들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직무의 분리는 여성이 낮은 임금과 낮은 숙련

도의 직종으로 집중하게 하여, 승진 기회를 축소하고 임금 격차를 유발

한다.

  1990년대에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공직에서도 여성의 업무가 저평가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여성이 

배치되고, 남성 공무원들은 여성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김혜련, 1996; 하영숙, 1996; 김복규·강세영, 

1999). 2000년대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의 보직 현황을 

살펴본 연구 역시 여성 공무원에게 보직관리 관련 인사지침이 차별적으

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관행적으로 내려온 조직문화의 요소와 여성 

공무원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 여성 관련 업무 등 제한적인 보직에 

몰려 있는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김영미, 2006). 보직이 근무평정

과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공무원의 차별적

인 보직 배치는 승진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정된 업무만을 수

행하는 것은 다양한 직무능력, 특히 조직 내 주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여성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우

양호와 홍미영(2018)은 최근 20년간 공직사회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가 

나아지거나 평준화되지 않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는데, 이를 기

존의 조직문화나 성별 관행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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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 조직 내부에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기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성별 직무 분리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

용한다(김수한·신동은, 2014). 채용 단계에서의 성별 분리 모집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켜 채용 이후의 교육, 배치, 승진 과정에서의 차

별로 이어진다. 기업에서 여성을 보조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주로 배치하

는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은 임금과 승진, 정년 등에서의 차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

2) 경찰조직과 성별 직무 분리

(1) 남성적 조직으로서의 경찰과 조직문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남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찰의 조직문화

로 인해 여성 경찰관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Brown, 1992; Waddington, 1992; Heidensohn, 1992; Fielding, 

1994; Chan, 1996; Martin, 1996; 이지은, 2003; Rabe-Hemp, 

2009). 연구자들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을 채용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등의 일련의 고용의 과정은 경찰조직 내 젠더의 작동과 관계가 있으며, 

더 크게는 사회 전체에서 작동하는 젠더의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안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찰조직 내 성별에 따른 직무의 분리 또한 경

찰조직의 남성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조직문화는 공격적인 신체 행동, 강한 경쟁심, 과장된 이성애 

지향,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misogynistic) 태도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거의 순수한 형태의 헤게모닉 남성성(Fielding, 1994), 혹은 남성

성의 숭배(cult of masculinity)로 표현되었다. Martin(1996)은 남성 

경찰관들이 “진짜 경찰 업무”를 범죄와의 전쟁(crime fighting)과 연

결하면서 경찰 업무를 남성성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였

다. Brown(1996)은 경찰 업무에서 남성의 행동 모델이 지배적인 규범

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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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조직문화를 남성성과 연결하여 제시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경

찰조직에 진입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배제와 주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남성성을 모든 남성들에게 내재되어 있

는 속성으로 본질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조직문화를 단일한 특성을 가

진 것, 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의미와 구성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고,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Silvestri, 2017). Brown(1996: 2)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남성성은 남자다운 것이라고 인식되는 행동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합의”라는 Roper와 Tosh(1991)의 설명을 인용

한 바 있다.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조직의 문화적인 특성, 

구조적인 특성이 조직 구성원의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하여

야 한다. 조직 특성이 여성 경찰관의 주변화와 배제로 이어지는 메커니

즘을 이해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지점들을 고

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ielding(1994)은 이전의 연구들이 경

찰 내부 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주장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적에

서 더 나아가 남성적인 경찰의 조직문화가 경찰조직 내 여러 행위와 어

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할 것을 요청한다.

  Fielding(1994)은 그의 연구에서 여성성보다는 남성성과 관련된 것으

로 묘사되는 경찰문화는 여성이 특정 직무를 통해 효과적으로 ‘게토

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 경찰관은 특정 

직무에 더 잘 배치되며, 특정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이 직무들은 젠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맡게 되는 직무는 대부분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처럼 젠더에 따라 

직무가 분리될 때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서 발휘되는 

능력과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된다(Brown & Campbel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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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여성들이 맡은 직무는 경찰 업무에서 중심적이지 않다고 간주되

는 방식이다.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경찰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

적 인식이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경찰관을 분리하고, 초기부터 젠더

에 기초하여 분리된 여성 경찰관은 경찰조직 내에서 주변적인 존재로 위

치 지어지진 것이다(Young, 2011).

  이 같은 연구는 애커(Acker)와 코넬(Connell)의 조직연구와 관련된

다. 애커와 코넬은 조직이 젠더화12) 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조직 내부에

서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애커(Acker, 1990)에 따르면,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나누는 것은 직무를 젠더에 따라 정형

화하는 일상적인 조직 관행으로서, 조직 안에서 젠더화가 일어나는 과

정13) 중 하나로 설명된다(Acker, 1990; Dye & Mills, 2006). 직무라

는 개념이 이미 젠더에 기초한 노동분업과 공사 영역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이

미지가 남성의 몸과 남성성으로 재현되며, 여성의 몸은 노동 조직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성애화되며, 대상화된다(Acker, 1990: 152).

  직무의 젠더화를 통해 조직은 젠더에 기초한 노동분업과 남성성과 여

성성의 문화적 정의, 남성과 여성의 흥미를 표현하는 방식을 재/생산한

다(Connell, 2006). 젠더 관계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젠더 레짐(gender regime)”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코넬

(Connell, 2006)은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대한 관념과 같은 젠

더 상징과 이데올로기, 직무를 분배하는 방식이 젠더에 따른 노동분업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조직 내부에는 직무를 젠더화 하

12) 애커에 따르면, 조직 혹은 어떤 분석 단위가 젠더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이익과 불
이익, 착취와 통제, 행위와 감정, 의미와 정체성 등이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
의 구분에 관하여, 구분을 통하여 유형화되는 것”(Acker, 1990: 146)을 의미한다.

13) 애커는 조직 안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젠더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Acker, 1990; Dye & Mills, 2006): (1) 직무와 임금, 위계의 젠더에 따른 패턴화
와 같이 젠더 구분을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조직 관행/구조; (2) 젠더 구분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상징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조직문화; (3) 지배와 종속, 동맹과 배제의 
패턴을 지지하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4) 개인들이 젠더화 된 노동구조를 의식
적으로 이해하고, 젠더화 된 조직의 기대(행동, 태도)에 맞추기 위해 적응하면서 젠
더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 (5) 일상적인 조직 행동과 조직 이론 연구를 통해 재생
산되는 조직 논리와 젠더화 된 하부구조/하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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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학이 존재하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직무를 분배하도록 하는 근

거를 제공한다. 특정 직무와 남성성·여성성 간의 연결고리는 남성 지배

적인 직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되어 젠더에 

따른 노동분업의 형태를 강화하게 된다(Acker, 1988: 481).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여성 경찰관은 남성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에서 배제되

며, 여성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게토화되는 

것이다.

(2) 경찰조직으로의 여성 진입과 직무 분리

  성별 직무 분리는 남성 지배적인 경찰조직에 여성이 진입하는 초기부

터 이루어졌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찰조직에 여성이 진입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남성의 수가 부족해지

는 전쟁 상황 등으로 인한 결과이거나, 기존에 남성의 일로 여겨지던 경

찰 업무의 영역이 시대 변화에 따라 확대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

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성 범죄자 혹은 여성 피해자를 다루는 

일, 청소년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는 일로 여성 경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여성 경찰관이 채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이 맡았던 

역할은 남성 경찰관이 수행하지 않는 잔여적인 직무였으며, 이러한 역할

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폄하되고 여성 경찰관은 ‘경찰’로 인정받지 못

했다(벨크냅, 2009).

  미국의 경우 1800년대 말 남성 경찰관이 관심이 없거나 대면하기 어

려운 여성과 소녀에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면서 경찰 분야에 여성이 진출

하였다(Appier, 1998; Feinman, 1986; 벨크냅, 2009에서 재인용). 이

후 1900년대까지도 여성 경찰관의 주된 직무는 여성과 청소년의 구금과 

지도 활동이었으며, 이는 남성 경찰관의 주된 직무가 형벌과 체포권이 

포함된 직무였던 것과 대비된다(Garcia, 2003; 벨크냅, 2009에서 재인

용). Brown(1997)이 제시한 유럽국가 내 여성이 경찰에 통합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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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이 경찰조직에 진입한 것은 경찰관으로 재직할 

남성이 부족한 상황에 따른 결과였으며, 이후 여성 경찰관을 여성이나 

어린이와 관련된 사안만을 다루도록 제한하였다(벨크냅, 2009).

  연구자들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경찰조직 안에 여성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업무를 젠더에 따라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 경찰관들이 주변화되거나 통제받는 위치

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Fielding, 1994; Holdaway & Parker, 

1998; Martin & Jurik, 2006). Rabe-Hemp(2009)는 남성 경찰이 

“진정한 경찰 업무”라고 정의하지 않았던 역할에 여성 경찰을 붙잡아 

두고, 그럼으로써 여성 경찰이 종사하는 업무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고 

경찰조직 내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남성 경찰관들은 지배력을 행사하

는 위치에 있는 범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용하고, 더욱 남성

적으로 전문화된 역할을 추구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강화한

다(Holdaway & Parker, 1998; Westmarland, 2001; Young, 2011에

서 재인용). Westmarland(2001)는 이 과정을 남성 경찰관들이 그들 

자신의 이성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경

찰활동 자체가 남성성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Young, 2011). 경찰 업무는 범죄 소탕(crime fighting)과 서비스 

제공, 질서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이중 여성성과 관련 있

다고 여겨지는 후자의 업무가 과소평가된다(Hunt, 1990; Martin, 

1996). 이런 방식으로 경찰의 업무는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여성 

경찰관은 직무 분리를 통해 조직에서 주변화된다.

(3) 경찰의 조직문화에 의한 직무 분리의 강화

  경찰관들이 시민들에 의해 경찰활동을 젠더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젠더에 기초한 분리는 강화된다. 마

틴(Martin, 1996)은 경찰조직 내 여성에 대한 장벽이 젠더화 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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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문화와 상호작용, 이데올로기, 경찰 업무의 이미지, 남성에게 호의적

인 노동 조직 정책, 경찰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젠더의 영향으

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와딩턴(Waddington, 1999)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경찰의 조직문화가 

경찰활동의 본질,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에게 적합한 역할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거부하고 배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조직문화의 핵심이 되는 남성성의 가치가 경

찰활동, 경찰 직무에 대한 성격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 

경찰관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Brown, 1998). 경찰의 전형적인 이

미지가 남성으로 묘사되고 crime fighter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 경찰관

들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Young, 2011). 마틴은 경

찰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 경찰관은 남자다움과 관계된다고 

믿어지는 범죄를 통제하는 일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여성 경찰관은 

여자다움과 관계된다고 믿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

는다고 보고했다(Martin, 1999; 벨크냅, 2009에서 재인용).

  여성 경찰관은 그들의 젠더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 즉 여성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심문하는 일, 여성과 아동을 돕는 일을 주로 수행하며, 이러

한 일들이 ‘진짜’ 경찰 업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의 

능력이 낮게 평가된다(Walklate, 2004: 157). 영국 사례에 관한 연구에

서 이 메커니즘은 성폭력과 아동 학대를 위한 전문화된 부서(The 

Special Enquiry Unit)에서 잘 드러났다. 이 부서의 직원은 모두 여성

이고,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남성이었는데, 이 부서의 업무가 저평가

되었고, 그 이유는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기 때문이었다(Martin, 1996; 

Young, 2011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경찰조직 전체에 존재하는 

성별 직무 분리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고

찰한 박한호와 한상암의 연구(2013)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범죄 소탕

을 주요 임무로 인식하게 하는 경찰활동 패러다임, 조직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하위문화가 성별 직무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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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의 직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였다. 그러나, 박한호와 한상암(2013)은 성별 직무 분리의 개념을 성별 

직무 분리의 부정적인 측면인 성차별과 긍정적인 배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한계를 갖는다. 경찰관 개인을 배려함으로써 성별

에 따라 직무를 배치하는 것을 ‘배려’로 보아 긍정적인 것으로 치부하

는 것은 직무 분리의 차별적 효과와 경찰조직문화의 남성성을 간과한 것

이다. 성별 직무 분리는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성차별적인 구조를 만들

어내고 유지하는 부정적인 기제로써 작용한다. 성별에 따라 직무가 정해

져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

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로 수행해왔던 직무가 중요한 직무로, 그에 비

해 여성들이 주로 수행해왔던 직무가 덜 중요한 직무로 여겨지면서 경찰

조직 안에는 젠더에 따라 분리된 직무 사이에 위계가 형성된다. 이에 따

라 결과적으로 여성은 경찰조직 내에서 계속해서 주변화되고, 직무 능력

이 저평가되면서 낮은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성별에 따라 구분된 직무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 직무 분리는 경찰조직 안에서 성차

별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젠더 규범에 기초한 경찰 직무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경찰조직 내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젠더에 따라 분리된 직무를 할당함

으로써 여성을 주변화하는 경찰조직 내 젠더화 과정이 사회 전체의 불평

등한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한다(Holdaway & Parker, 

1998). 사회가 부여한 여성에게 적합한 일에 대한 인식이 경찰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경험을 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 제도화된 성차별주

의는 성별에 따른 분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 분업화된 형

태는 경찰조직과 같이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기관들에서도 나타나

게 된다(Connell, 1987). 이러한 성별 분업은 경찰조직 내 하위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재생산되며,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관들에게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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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성언, 2006). 이러한 사실은 여성 경찰

관이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가 남성 경찰관의 관점

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기도 한다(Fielding & 

Fielding, 1992; Holdaway & Parker, 1998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여성 경찰관이 내근 부서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주된 돌봄노동의 

주체일 것을 요구받는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데, 이는 동시에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과 파트너로 일하기 부담스러워하

는 남성 경찰관의 관점과도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경찰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위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법정 소송 판결을 통해 경찰이라는 직업에 성별

이 진정 직업 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채용과 직무배치, 교육, 훈련 등 모든 고

용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분리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다(김진·정형옥·김태선, 2005; 김정혜, 2017).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은 초기 여성 경찰관이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비판하며, 여성 

경찰관이 모든 경찰 업무를 남성과 다르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다(Martin & Jurik, 2006). 한편으로는, 여

성 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남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거나, 지역 경찰활동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여성의 능력을 더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Kingshott, 2009). 여성 경찰관이 경

찰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는 편견에 의한 것이며, 이러

한 편견에 기반하여 직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경찰관은 성별을 이유로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여성 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판결과 연구 결과에 

반하는 편견이 지속되고, 성차별적인 고용 과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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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연구자들은 남성 경찰관들이 스스로 경찰활동을 위해 폭력을 지향

하고 남성성을 숭배하는 경찰의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

성 경찰관의 존재는 위협적이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 경찰관에 대한 적

대감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Chan, 1996; Waddington, 1999; 

Martin & Jurik, 2006; 벨크냅, 2009). 여성 경찰관들은 남성 경찰관

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았고, 계속해서 자

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Heidensohn, 1992). Prokos & Padavic

의 민족지 연구(2002)를 통해 경찰 교육기관에서 훈련 시나리오가 남성 

경찰관을 상정하고 있는 등 여성 교육생이 외부자로 대우받으며, 남성 

교육생들로부터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여성 경찰관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모순적인 존재로 존재하면서 끊임없

이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성차별적인 경찰조직 내에서 여

성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남성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여성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Rabe-Hemp, 2009). 또한,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미지나 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여성을 비난

하거나 타자화하는 등 딜레마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벨크냅, 

2009). 여성성의 기준이 작동하므로, 여성 경찰관들은 여성화된 형태의 

경찰활동, 즉 공감과 의사소통 기술, 여성과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모성

적 돌봄제공자 역할을 주로 수행했고, 더욱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

로 젠더를 수행하기도 하였다(Rabe-Hemp, 2009).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 개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젠더수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경찰조직이 남성을 기준으로 직

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여성 경찰관들은 조직 내에서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남성 동료나 상관으로부터의 

적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목상의 지위(being a token)로 인해 본인

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Martin, 1983; Rivlin, 1981; Timmins & Hainsworth,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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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xler & Logan, 1983; 벨크냅,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스트레스

는 여성 경찰관들의 조직 몰입, 직무 만족도나 직무 동기를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약화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은 주변화된 업무에 배치되

는 직무 분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업무는 저평가되거나, 여성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결과 여성 공무원

의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김혜련, 1996; 하영숙, 1996).

  여성의 업무가 저평가된다는 사실은 경찰조직 내 직무가 젠더에 따라 

구분되며, 이렇게 구분된 직무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경찰조직 내 젠더 위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여성 경찰관 비율

이 높다는 점에서 계급을 따라서도 존재하며, 여성 경찰관이 주로 수행

하고 집중적으로 배치된 업무가 낮게 평가된다는 점에서 직무를 따라서

도 존재한다(Martin & Jurik, 2006).

4. 연구범위와 용어 정리

1)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크게 112신고 혹은 초기 상담 등을 통한 사

건 접수, 초동조치, 수사부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심리적 안정, 피

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제반 수사, 사건 송치, 피해자 회복지

원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림 1-1]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흐름과 

담당 부서를 단계별로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 피해자는 112신고 혹은 고소장 접수, 여

성긴급전화 1366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에 

진입한다. 이때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가 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위기개입

상담관과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초기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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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112신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112 종합상황실에서 해당 지

역 지구대·파출소로 지령을 내려 지구대(파출소)에서 신고현장으로 출

동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은 초동조치를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

라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로 동행한다. 지구대·파출소에

서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서를 받아, 사건의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수

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성폭력특별수사대, 성폭

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14)로 인계한다. 피해자에게 지원기관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다. 강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담당 수사

14)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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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나 위기개입상담관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개입하게 된다.

  초동조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건에 따라 증

거를 채취하고, 초동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법률적 지원

을 제공한다. 사건의 수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하 ‘여청수사

팀’)에서 담당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성폭

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진행한다.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의 유형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 강력팀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수사부서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주변 사실

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이거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등 소위 ‘큰’ 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112신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신

고 접수와 초동조치 절차가 생략되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후, 혹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고소장·고발장을 

접수받아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117 신

고전화, 1366 상담전화, 신고의무15)가 있는 교사나 보호기관 근무자의 

신고접수 등을 통해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로로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2)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9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

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ᆞ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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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찰조

직의 성별 직무 분리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직무수

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은 경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루는 모든 과정을 말한

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 온 ‘성폭력 수사’보다 

더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데, 수사 이외에 성폭력 사건처리의 모든 단계

를 포괄하고자 한다. 즉, 초동조치 업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고

소를 취하하는 과정, 사건 접수나 피해자 조사 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

원센터에서의 상담 진행, 강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기개

입상담관이나 피해자전담경찰관의 개입 등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다. 이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절차 중 여기에서는 조직문화와 

관행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타 부서 경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

사와 직접 관계된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렇게 연구범위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피

해자가 경찰관을 접하는 시기가 수사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둘째, 

112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등 사건 담당 수사관 이외의 경찰관으

로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수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타 부

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16)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의 피해가 담긴 영상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유포죄’17)에 해당하여 사이버수사팀

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18). 강도강간의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16)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다.
17)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유포죄’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

호에 규정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여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8)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7조의3 <사이버수사과>의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수사전략
업무에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지도가 2018년 3월 30일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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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일반 형사과 강력팀에서 수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

폭력범죄 수사전담 부서에서의 수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루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이라는 

용어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는 특정한 사건으로 접수되어 형사사법절차

에 진입하지 않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과는 구분되

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5.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

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속하게 하는 문제점을 탐구하기 위해, 경찰조직의 특성이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직의 특성이나 조직 관행의 경우, 통계자료나 설문지를 활용

하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질

적 연구를 통해 성별 직무 분리를 둘러싼 조직 논리와 조직문화, 관행 

등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구체적

이고 풍부한 직무수행 경험을 얻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

료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가 등장했던 역사적인 배경과 제도의 변화 과정을 조

사하는 문헌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잘 주목하지 

않았던 성별 직무 분리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

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성별 직무 분리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한 역사를 조사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경찰조직 내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 검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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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구체적으로 경찰백서, 경찰통계, 보도자료 

등 대외홍보자료, 경찰의 내부 지침, 신문 기사,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연

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

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남녀 경찰관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경찰의 성폭력 관련 연

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법과 제

도 혹은 경찰관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선

행연구의 방향과 달리 본 논문에서 집중하여 보고자 하는 성별 직무 분

리가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

무자의 현장 경험이 중요한 자료원이 되며, 조직 내부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한 경찰관

의 직무수행과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는 조직 내 관행을 알아보기 위

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외에도, 현장 경험을 담고 있는 다른 연구

자의 심층 면접 자료 일부를 연구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였다. 2018년 

경찰청에서 발주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면담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심

층 면접 자료 21명 대상 6건과,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

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심층 면접 자료 2명 대상 2건을 활용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성격

(1) 선정의 고려사항과 선정방법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많고,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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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경조사원칙’에 따

라 여성 경찰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경조사원

칙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

년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처리라는 하나의 범죄유형을 다루더라도 성별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

의 내용이 다르고,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남성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의 현장 경험을 모두 청

취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서마다 특정 

성별의 경찰관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부서 내의 성별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남성 경찰관의 비율이 더 많고

,19)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여성 경찰관만이 근무하고 있

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주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나 이전의 연

구참여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접근성 문제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관으로 한정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성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

에서 구체적으로 성별 직무 분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성

폭력 사건처리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전달하는 부서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근무

하는 경찰관을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2) 자료의 수집

  연구자가 직접 심층 면접을 진행한 연구참여자(A ~ G)는 성폭력 사

건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7명으로, 2018년 

19)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팀원이 3인 이상인 550개 팀 중 여성 경찰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팀은 46
개로 미배치율이 8.4%이며, 전국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원 2326명 중 여성은 520명
으로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 2018. 10. 11. “‘여성청소년수사
팀’에 여성 경찰은 22.9%뿐... ‘0명’도 46곳”. 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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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8월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7명 중 6명의 경우 

근무지 주변 식당이나 카페, 근무지 휴게실 등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지구대에 근무하는 연구참여자 B의 

경우 직접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전화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여

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 C와 D의 경우, 초점집단인터

뷰(FGI) 방식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연구참여자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F와의 면접에 G가 참여하였으나 발언의 비중이 

매우 작았다. G의 참여는 F와의 라포(rapport)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더 편안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접시간은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semi-constructed)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

었으며, 질문의 내용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인식과 평

가,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처리 업무 경험, 성폭력범죄 관련 교육의 내용 

및 내부 지침, 매뉴얼의 활용 정도와 효과, ‘미투(#me_too) 운동’이

나 혜화역 시위 등 조직 외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으로 이루어

졌다.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진행하였고, 이

후 연구자 본인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필사하는 방식으로 녹취록을 작

성하였다. 면접 이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여 추가하였다.

2) 다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성격

(1) 선정의 고려사항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2012년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지원 실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전후로 성폭력 수사실무의 

변화를 경험한 경찰 및 검사 등 수사 담당자와 수사기관 정책담당자, 피

해자 국선(전담)변호인, 국선변호인 지정 담당 사무관, 진술조력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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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해자지원기관 상담원 등을 선정하였다.

  2018년 경찰청 연구과제는 강력범죄피해자 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의 피해자 조사 및 면담 기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력범

죄 피해자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조사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강력범죄 피해자 조사 직무와 조사 실태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일선 강력범죄 수사관과 범죄피해자보호 활동가를 심층면접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피해자 등 피조사 경험자에 대하여는 피해의 유형(심리

적 피해, 신체피해, 재산피해), 정체성(성별, 장애, 인종, 연령), 조사 당

시의 지위(피해자, 유가족, 목격자)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피해의 

유형은 살인, 강도, 방화, 감금 등 강력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여 표집하였

다.

(2) 자료의 수집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심층 면접 자료는 총 

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혹은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소속과 인원

은 통합지원센터소속 경찰관 8명,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소속 경

찰관 5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9명, 성폭력전담검사 10명,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피해자국선변호사 2명, 그리고 기타 경찰 정책담당

자, 법무부 정책담당자,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업무 담당자 각 1명, 피

해자(가족) 3명, 피해자지원기관 3명,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소속 간호사 

1명과 피해자국선변호사 사무관 1명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1) 성폭력피

해자 조사의 실태, 2) 성폭력 수사체계 및 평가, 3)　형법·처벌법 개정 

이후 변화,　4) 피해자지원제도 개정 이후 변화,　5) 실무지침, 6) 교육 

및 간담회, 7) 소진방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이중 본 논문은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소속 경찰관 H와 성폭

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소속 경찰관 I의 심층 면접 자료 2건을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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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찰청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는 일선 강력범죄 수사관들과 

범죄피해자보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은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초점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는 회상 자극에 용이할 뿐만 아

니라, 상이한 경험과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보다 풍부한 의견 개진에 유

리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 환경 및 필수 고지사항 등 피해자 조사 관

련 직무내용, 현장 조사의 난점, 범죄피해자의 피해에 따른 행동 양상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조사가 어려운 활동가 및 경

찰, 특히 피해자 등 피조사 경험자에 대하여는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중 본 논문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위

기개입상담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초점집단면접 자료 2건과, 강력팀 형사

를 대상으로 진행된 초점집단면접 자료 4건을 활용하였다. 울산에서 근

무하는 J와 K가 함께, 서울에서 근무하는 L과 M, N이 함께 면접에 참

여하였으며, 강력팀 형사들은 근무하는 경찰서별로 함께 면접을 진행하

였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표 1-1]에, 다른 연구에서 

차용한 자료의 연구참여자는 [표 1-2]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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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근무�기간 지역 성별 연령대 계급

A 지구대 1년� 미만 인천 여 20대 경위

B 지구대 15년 서울 남 60대 경위

C 여성청소년수사팀 1년�미만 서울 남 20대 경위

D 여성청소년수사팀 1년�미만
경기

(2급서)
남 20대 경위

E 경찰청�성폭력대책과 4년 서울 여 30대 경감

F 성폭력특별수사대 5년 서울 여 50대 경감

G 경찰서�여성청소년과 1년 서울 여 40대 총경

[표� 1-1]� 연구참여자�특성� A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경험했던 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에 따라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구참여자 A와 B를 통해서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현장 경험을 청취하였

는데, 첫 발령 근무로 지구대에서 근무한 A와, 약 30년의 근무 경력 중 

약 15년을 지구대에서 근무한 B 사이에 현장의 관행이나 분위기를 받아

들이는 정도,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에서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

구참여자 C와 D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 업무를 처음 경험해본 사

례로, 근무하는 팀의 분위기가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G는 성폭력 관련 정책 업무와 수사 업무 경력을 모두 가

지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직위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진술해주었다. 연구참여자 H는 성폭력특별수

사대가 신설된 초기부터 근무하여, 수사대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제

도의 변화나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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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근무�기간 지역 성별 계급

H 성폭력특별수사대 2년 서울 여 경감

I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3.5년 서울 여 경위

J 피해자전담경찰관 6년

울산

여 경사

K
범죄피해자�

위기개입상담관
1년�미만 여 경장

L 피해자전담경찰관 1년�미만

서울

여 경장

M 피해자전담경찰관 7년 여 경사

N 피해자전담경찰관 5년 여 경사

강력A

강력팀

8년

서울

남 경위

강력B 3년 남 경장

강력C 22년 남 경위

강력D 10년 남 경위

강력E 1년�미만 남 경장

강력F

강력팀

21년

전북

(3급서)

남 경감

강력G 4년 남 경장

강력H 13년 남 경위

강력I

강력팀

-
전북

(1급서)

남 경감

강력J - 남 경사

강력K 20년 남 경위

강력L

강력팀

4년

부산

남 경감

강력M 1년 남 경장

강력N 5년 남 경장

강력O 6년 남 경사

강력P 10년 남 경감

[표� 1-2]� 연구참여자�특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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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면담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를 위해 수집된 면접 자료의 경우, 조사 내용이 성폭력 사건처리에 국한

되지 않은 강력범죄의 피해자 조사 직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의 면접 자료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직무에 대한 인식, 특히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검거 중심의 수사 관행 등을 참고하기 위해 활용

한다. 연구참여자 J와 M, N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으로 선

발되어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

구참여자 L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2018년부터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거와 피해

자 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에 있어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갈등 경험이나, 

강력팀에 소속되어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팀 형사들의 피

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진술해주었다.

6. 분석틀

  본 논문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경찰조

직의 대응으로서, 조직문화와 관행의 영향 아래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으로 실천되는 것으로서 다룬다. 특히,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

한 조직 외부의 직접적인 요구가 남성적인 경찰조직 내에서 성별 직무 

분리의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사건처리의 각 단계에

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그림 1-2]는 기존 연구 혹은 경찰조직의 접근 방식을 나타낸 것이

다. 경찰조직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 과제의 목표를 세

우고 수행하는 데에는 사회 변화와 경찰조직에 대한 조직 외부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

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에서도‘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적극적 조치의 목적으로 여경의 채용이 확대되었다. 성폭력

을 포함한 대(對)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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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 성폭

력 사건처리와 관련된 조직 외부의 요구에 대하여, 경찰조직은 ‘2차 피

해 방지’에 국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은 2차 피

해 유발로 인한 문제 상황을 피하고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늘

어난 여경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개인의 직무수행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둔 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접근이다. 조직문화와 관행은 경찰

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주목되거나 분석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강

간 통념과 같은 인식,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개인의 역량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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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배경

- 고객�만족�경영의�도입과� ‘서비스’� 강조

- 노동시장�변화와�여경�채용�확대

- 대(對)여성폭력과�피해자�보호�요구�부상

<경찰조직�외부>

<경찰조직�내부>

조직의�목표�설정

:� 2차�피해�방지

성폭력�사건처리�과정

문제�해결�방향

:� 여성�경찰관�집중배치

[그림� 1-2]� 분석틀1:� 기존�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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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논문은 [그림 1-3]과 같이 기존의 접근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직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경찰조직 내부의 조직문

화와 관행에 집중하여, 여경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경찰조직의 대응

에서 성별 직무 분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성폭력 사건을 처리

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구조화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성별 직무 분리

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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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의 구성

  연구 질문을 탐구하기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연구의 범

위와 연구방법을 밝힌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으

로 지적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은 무엇인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선행연구가 개인의 상호작

용 단계에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접근하였던 것과 달리 조직 차원에

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성별 직무 분리와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최근에 경찰청의 대응으로 발표된 성

별 직무 분리의 방식이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 알아본다.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직무 위

계와 젠더 위계가 어떤 방식의 직무 분리를 만들어내는지 검토한다. 강

조되는 직무나 가치에 따라 경찰조직 내 여성의 필요성이 어떻게 이해되

는지 살펴본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

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조직 내 검거와 

보호 사이의 이분법이 성별 직무 분리의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 주

목한다. 경찰조직 내 여성의 주변화된 위치와 피해자 보호 직무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서 성별 직무 분리가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4장에

서는 이러한 방식의 직무 분리가 구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처리의 각 단계

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탐구한다. 성별 직무 분리가 기초하고 있

는 검거 중심의 직무 인식이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변화와 그로 인한 수

사상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처

리 과정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성별 직무 분리가 경

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한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성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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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기초하고 있는 검거우선주의를 해체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

한, 여경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만을 수

사하는 독립된 부서를 운용하는 현 체계의 배타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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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제도의 형성과 변화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는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기존 조직구

조에 여경의 채용 및 직무배치와 관련된 별도의 제도를 둠으로써 이루어

졌다. 성별 직무 분리제도의 형성은 여경의 채용과 함께 출발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경찰조직이 여성경찰(이하 여경)을 채용하기 시작한 

1946년부터 2018년까지 여경의 채용 및 직무 배치의 변화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여경의 역사적 변화를 다뤄온 선행연구들은 이들에 대

한 사회적 기대나 시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지은, 2003; 전지혜, 2007), 이하에서는 여경에 대한 직무배치와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무 배치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공식화된 성별 직무 분리와 간헐적 여경 채용

: 1948년 ∼ 1980년대

1) 여자경찰제도의 도입과 ‘부녀’ 보호: 1948 ∼ 1961년

  1946년 당시 경찰 최고기관이었던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신설되고 1947년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마련되

면서 경찰조직 내 여성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35-36). 최초로 채용된 여경은 여성경찰국장 고봉경 총경을 비

롯한 여경간부 15명과 1기생 64명으로 약 80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 

약 1년 후인 1947년 1월, 당시 전 경찰의 1.8%에 이르는 500명의 여

경을 확대 채용하여 일선경찰서에 배치하였다(황규정, 1999; 신인봉, 

2001). 여경을 채용하게 된 배경으로는 해방 이후 미 군정이‘민주경

찰’의 정착을 위해 여자경찰 창설을 주도한 것, 그리고 부녀자들과 어

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에서 대여성 범죄 단속을 위한 것이

었다고 기록되고 있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26). 여자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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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한 미군정청의 의도는 여경 모집 과정과 자격 조건을 통해 짐

작해 볼 수 있다. 미군정청은 독립촉성국민회와 애국부인회 등 미군정기

에 활동하던 우익 성향의 여성단체20)에 “어려운 시기에 좌익분자가 잠

입할 우려가 있으니 여러분께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

라”21)며 여경 추천을 의뢰하였다(이임하, 2015: 80-81). 여경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원보증인을 내세울 수 있는 25세 이상의 

기혼 여성이어야 했는데, 이때 신원보증은 사실상 한국민주당 간부 등 

저명인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이임하, 2015). 즉, 경찰이 정

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성들을 채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용을 기혼 여성에 국한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가부장에 

의한 여성 통제가 국가 차원에서 경찰제도에 의한 통제로 확대된 것으

로, 이는 “국가기구 안의 젠더화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임하, 

2015: 88)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 시기 채용된 여경들의 직무는 남자경찰관들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1947년 3월 8일 경무부장으로부터 민정장관에게 제출되었던 

《경무부 사무분장(제61호)》과 《1947년 경무부장이 수도관구경찰청

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자경찰관의 직무는 ‘부녀

자’와 ‘소년소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와 서류 작

성, 교통취체 보조 등의 업무로 한정되었다. 전자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

성에 따른 것 혹은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며, 후자는 사무적인 일이나 남자경찰관을 보조하는 일, 즉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14)에 따르면, 당시 군정당국은 여경의 직무로 규정된 직무에 

대해 “남자경찰관으로서는 그 처리가 비교적 합당하지 않으므로” 여자

경찰관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지혜(2007: 22)는 여자경찰관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여

20) 해방 이후 우익 여성단체들은 미 군정과 이승만 등 한국민주당 세력의 지원을 받았
으며, 당시 신설된 ‘부녀국’과 ‘여자경찰’과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활동을 전개하
였다.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활동에 관해서는 양동숙(2010) 참조.

21) 「경우신보」. 1982. 6. 20. “여경36년의 회고”. (이임하, 2015: 80-8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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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유의 체질과 재질을 활용하여 남자경찰관이 하기 힘겨운 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여경들은 여성을 계몽하고 구호하는 업무, 위생 강습 활동, 남자경찰

관의 수사활동 기타 다른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대한민국여

경재향경우회, 2007: 46-52). 이때 성매매 여성을 단속, 조사, 관리하

는 업무가 여경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겨졌는데, 대한민국여경재향경

우회(2007: 46)는 그 이유를 “성매매가 여성의 성(性)이라는 특수성

을 매개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 같은 해 설치된 부녀

국22)에서 부녀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사업과 교육을 시행하거나, 유곽의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였는데(이임하, 2015),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

제하려는 국가 기획에 여경들이 주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경무부�사무분장(제61호)》� 여자경찰과의�임무

여자경찰과의�임무

� ①� 여자경찰�감찰에�관한� 사항

� ②� 부녀자의�풍기�및�수상한�자의�취급사항

�③� 불량소년소녀의�지도�감화� 및� 취체

� ④� 여자�범죄� 정보수집�및� 수사보조에�관한�사항

� ⑤� 부녀�소년소녀의�유치장�간수에�관한�사항

� ⑥� 교통취체�보조에�관한� 사항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26에서� 인용

22) 부녀국은 1946년 9월 14일 법령 제107호 부인국 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당
시 언론에서는 부녀국 설치를 ‘부녀자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완전하고 동등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 ‘조선의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첫 계단’이라고 평가하는 등 환영하였다. 부녀국에서 주도한 강습 내
용에는 얌전하고 착실하고 알뜰한 여성이 되기 위한 성교육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
해 여성의 역할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미 군정의 의도가 드러난다. 자세한 내용은 
이임하(2015: 64-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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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경찰서�신설에�관한� 건

�③� 여자경찰서는� 여자� 경위를� 책임자로� 한� 4단계로� 구성됨.� 기계(其係)는� 하와�

같음.

� � ㉮� 외근계

� � � 부녀와� 아동을� 보호� 취체하기� 위하여� 가로와� 댄스홀� 기타� 영업적� 오락장소를�

순회�경계� 함.� 신정(현� 충무로� 5가� 일대)� 유곽내의�창부에�관하여�그들이�자발

적으로�창부가�되었는가�그렇지�않은가를�조사하고�검진규칙을�실시함.

� � ㉯� 조사계

� � � 불량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취체,� 적당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그들의� 갱생,� 원

호,� 부녀와� 아동의� 법정호송,� 무죄로� 판결된� 부녀와� 아동의� 조치에� 관하여� 심

판관에�대한�원조,� 화류병치료,� 기피자에�대한�치료촉진�등등.

� � ㉰� 유치장�관리계

� � � � ㉠� 경찰에�구금된�부녀와�아동에�관한�사항

� � � � ㉡� 공판을� 기대하는� 소년범죄자를� 구금할� 소년유치장이� 신설� 될� 때까지� 여자�

유치장관리계는�소년범죄자의�유치에�관한� 사무도�취급함.

� � ㉱� 총무계

� � � 일반서무� 보고서류� 기타� 서류작성,� 전직원의� 인사,� 출근� 등� 복무사항,� 경찰의�

위신유지,� 용모사항,� 여자경찰관의�점검�등등

3)� 여자경찰조직�및� 보고에�관한� 건

�②�여경관의�임무

� � 여경관의�특수한�사명에서�탈선하지�않도록�여하(如何)히�조목을�엄수할�것.

(이하�생략)

[표� 3]� 《1947년� 경무부장이�수도관구경찰청장에게�보낸�문서》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31-34� 중� 해당�내용� 인용

  경찰조직에 진입한 초기 여경들에 대한 이와 같은 직무 배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영국 경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은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여성을 수색·심문하고,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돕는 일을 비롯한 “엄마 역할(mothering role)”을 담

당하도록 배치되었다(Brown & Heidensohn, 2000; Heidensohn, 

2003; Young, 2011에서 재인용). 미국 경찰에서 여성은 ‘경찰 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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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matrons)’로 시작하였고, 그들의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

한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처럼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직무 분리는 여성이 ‘진정한

(real)’ 경찰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여성들

이 경찰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시 여경

들은 ‘여성 천분을 발휘하여 경찰 임무의 완전한 수행을 하자’, ‘여

성 소질에 적합한 것을 찾자’라고 주장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가사노동

과 감정노동을 수행하였다(이임하, 2015: 101). 《여자경찰조직 및 보

고에 관한 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경관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

면서 젠더에 따른 직무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대한민국여경재

향경우회, 2007).

  이 시기의 여자경찰제도는 여성이 경찰조직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여

권의 신장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경들은 여

자경찰서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부녀’를 통제하기 위한 미군정청의 의

도에 맞게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치안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면서 

젠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통로 중 하나로 기

능했다. 여경 스스로도 젠더화 된 역할을 받아들이고, 남성 경찰관과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여경들이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조

건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6.25 전쟁 중과 휴전 후에 여자경찰은 공식적

으로 정해져 있는 직무 외에도 사실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상

경찰관을 간호하거나 피난민들을 구호하는 일 이외에도 남자경찰관들과 

독립하여 혹은 합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검거된 공산당 여자 

공작원을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했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90). 전쟁 상황에서 성별에 상관없는 직무수행이 가능했다는 사

실은, 제도화된 성별 직무 분리가 실제 직무수행 현장의 특성이나 필요

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1957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1298호 ‘경찰서 직제 중 개정

의 건’에 의해 여자경찰서가 폐지되면서23) 여경들은 각 시도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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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내 여경계, 중요 1급지 경찰서 보안계 내 여경반으로 배치되었

고, 여자경찰관의 업무 범위는 종전보다 축소되었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여경회, 2000; 전지혜, 2007:28에서 재인용).

2) 경찰의 준군사조직화와 여경의 직무 범위 축소

  : 1961년 ∼ 1967년

  여자경찰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 이후 여경의 입지는 

더욱 축소되었다. 1961년 치안국과 각 시도경찰국의 여경계, 각 경찰서

의 여경반이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여경 간부들은 사직을 강요당하거나 

계급을 강등당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경 인원은 500여 명에서 5

명의 경위급 간부와 비간부 등 2백여 명으로 축소되었다(대한민국재향

경우회, 2000; 전지혜, 2007: 28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경찰조직과 

정원에서 여자경찰을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대한

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129).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는 반공과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 기조가 작

동했다. 당시 경찰조직은 준군사조직화되었으며, 경찰 업무 또한 군사주

의적으로 재구성되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공작업무와 대간첩작전, 정권 

유지를 위한 진압 기능이 주요 업무가 되었다(전지혜, 2007: 29; 이송

호·김석범, 2009). 그리고 이에 복무하지 못하는 기능들은 능률의 극

대화라는 명분으로 최소화되었는데, 실제로 제3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경찰의 기조는 ‘사회안전 유지’와 ‘효율성·비용효과

성 증대’가 가장 뚜렷했다(이송호·김석범, 2009). 부녀와 소년을 주

로 담당하던 여자경찰관의 기능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고, 여자경찰제

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대한민국여경재향

23) 여자경찰서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여자경찰서와 일반 경찰
서와의 업무 중첩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경향신문」, 
2018. 10. 3.). 한편, 수도관구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의 권유로 초대 여자경찰서장에 
취임했던 양한나 총경이 장택상과 불화를 겪은 이후 여자경찰서가 폐지되었다는 주장
도 있다(부산역사문화대전, 2018년 12월 15일 검색). 이때 양한나 총경은 과격하게 
매춘여성들을 다룬다는 모함이 제기되어 직위 해제되었다(이송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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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2007: 129). 이즈음 여군해체론, 여군 무용론 등 여군의 필요

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군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담론 또한 대두되었다(김엘리, 2012). 군사화된 경찰조직에 여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여경의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시기 조직에 남아있던 여경들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직무의 범위 

없이 일반경찰서에서 남자경찰관과 함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

등한 관계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에 대

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지된 채 여러 부서로 흩어져야 했던 여성 경찰

관들은 직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었다. 여경들은 남자경찰

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거나, 여경 스스로 일손

이 필요한 업무를 찾아서 하며 경찰조직에 남아있었다고 기록된다(대한

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3) 소년경찰전문요원 학사여경의 채용과 “엄마 역할”의 지속 

: 1967년 ∼ 1980년대

  ‘여자경찰의 공백기’라고 불리는 1961년 ∼ 1967년 이후,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여경이 다시 채용되기 시작

했다. 청소년선도업무가 공식적으로 경찰의 업무가 된 것은 1966년 청

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

으로서 1967년과 1969년 소년경찰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찰

조직은 교육심리학·가정학·사회학 전공 학사 여자경찰관을 모집하였다

(오세연, 2004: 23). 당시 동아일보 기사24)에 따르면 이때 채용된 소년

경찰전문요원 학사여경들은 사복을 입고 내근 근무를 하였으며, 경찰서 

보안과 소년계에 배치되어 미아와 기아, 가출여성 등 주로 여성범죄와 

소년범죄만을 다루었다.

24) 「동아일보」. 1967. 6. 17. “소년·여성범죄는 부드러운 손길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018년 11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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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8월 16일 전국 여경에게 시달한 「여자경찰관 근무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 여경들에게 부과된 업무는 박정희 정권 초기를 제외하

고 1948년 이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자경찰관

의 직무수행 대상은 “부녀자” 대신 “여자”, “소년소녀” 대신 “소

년”이라는 용어로 변화하였으나, 여성과 청소년을 대하는 업무, “엄마 

역할(mothering role)”(Heidensohn, 2003)과 남성 경찰의 사무를 보

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민원 창구(접

수 및 안내)”의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경찰업무에서 서비스 측면

이 확대되면서 민원 업무에서 요구되는 친절함을 여성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지침 제6조에서는 유용 배치를 금

지하며 여경의 업무를 여타 경찰 업무와 배타적인 성격의 것으로 간주했

다.

  박정희 정권 초기, 경찰의 준군사조직화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고 제도가 폐지되는 위기에 처했던 여자경찰은 이 시기 이르러 청소년을 

돌보는 여성으로서 채용된다. 여성과 소년을 ‘돌보는’ 업무를 위해 채

용된 학사여경은 경찰조직 내 여성의 위치와 기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여경재향경우회(2007: 155)는 이에 대해 “여성 특유의 모성적 본능과 

여성의 섬세함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1967년에 경찰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한 이소현은 “청소년들은 

징계보다 이해로 다스리는 모성애가 필요하기에 여경의 임무는 중대한 

것”이라고 지원동기를 밝히고 있다. 채용과 업무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여경 역시 여성 고유의 특성이라 강조되는 가치를 통해 경찰로서의 전문

성을 인정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고유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여경의 지위를 확보하고 수를 늘리

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1976년 이옥자 경정의 건의를 통해 시행된 

여경정원제가 그중 하나이다(전지혜, 2007). 이전까지는 근거 없이 그

때그때 여경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여자경찰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여경정

원제를 시행하면서 채용방식과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여경들에게

는 돌봄에 특화된 특성뿐만 아니라 섬세함과 청렴성 역시 부각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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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러한 명분으로 경찰조직은 1979년 경리요원으로서 여경을 별

도로 모집하였다(오세연, 2004: 23).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여경의 수

를 늘리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여경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여성 경찰관이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

는 것은 경찰조직 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업무로부터 여성 경찰관을 배

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여성 경찰관의 지위가 결정된다(전지혜, 2007: 

34).

제2조(직무범위)� 여자경찰관은� 업무� 중� 특히�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본� 업무� 외에�타�업무도�담당할�수� 있다.

� 1.� 소년�경찰� 업무

� 2.� 여자� 신체� 검색(범죄자,� 공항� 출입국자� 검문� 검색,� 국회·청와대·미군� 부대� 출

입자�검색�등)

� 3.� 민원�창구(접수�및� 안내)� 및� 문서� 수발

� 4.� 각종�통계� 업무� 및� 기록�관리

� 5.� 교통�정리� 지원(어린이�횡단� 보도)� 및� 안전지도�계몽

� 6.� 신원�조사� 업무(내근)

� 7.� 여자�고용직에�대한�감독� 업무(정보·수사·감식부문)

제3조(배치기준)� ①� 각시도� 경찰국� 보안과� 여경� 지도� 담당자는� 경감� 또는� 경위로

서�배치한다.

� ②� 경찰국에서는� 소년계� 및� 정보,� 수사� 등� 필요한� 부서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

하고� 경찰서에� 우선� 배치하되� 시� 소재지� 이상의� 경찰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공항� 소재� 경찰서는�예외로�한다.

제6조(유용� 배치의� 금지)� ①� 여자� 경찰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 이외의� 부서

에�유용� 배치할�수� 없다.

� ②� 여자� 경찰관의�전보�및� 근무지정에�관하여는�보안과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표� 4]� 여자경찰관�근무지침� <1972.� 8.� 16.� 내무부예규�제262호>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24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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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 시기 여경 채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전국의 여성 경찰관 수가 469명에 이르렀다(대한민국여경

재향경우회, 2007). 여경정원제는 정원 500명을 고수하기 위한 제도였

으나, 여경 수가 이를 넘어서자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

지 않은 채 1980년에 여경정원제가 폐지되었다(김상전, 1994; 전지혜, 

2007: 34에서 재인용). 이로써 경찰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채용할 명시

적 근거는 사라졌으며, 현재까지도 법률적 근거 없이 해마다 인원을 정

하여 채용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전지혜, 2007).

2. 젠더폭력의 부상과 여경 직무의 이원화

: 1987년 ∼ 1990년대 후반

  1980년대 접어들면서 이미 채용된 여경들의 업무는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경의 직무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업무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

른 확대되는 한편, 남경과 같은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여경들이 더

욱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여성 경찰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부서

와 업무는 1982년부터 이루어진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센터’ 업무, 

1987년에 신설되어 미아와 가출인 등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182

센터’ 업무, 1990년과 1993년 여성 경찰관을 대거 채용한 운전면허시

험관 요원,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여경기동대 업무 등이

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국제행사,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선수와 임원의 신변 보호 직무수행

에 대비하기 위한 여경 채용이 이뤄졌고, 88올림픽 직전에는 여경만으

로 구성한 교통순찰대를 발족하였다(강일헌, 1995; 대한민국여경재향경

우회, 2007). 

  특히 민주화 직후, 통일운동 및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시국사범이 

증가하고 여기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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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고 경찰 업무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추지현, 2017).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경찰은 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 부정식품의 5대 사회

악 단속과 청소년범죄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여경은 청소년과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형사, 감식, 대테러업무 등 모든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195).

  이 시기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 경찰관

들만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기구가 창설·운영되었다. 1991년 서울지방

경찰청을 시작으로, 무술 능력이 뛰어난 여자경찰관과 소수의 남자경찰

관으로 구성된 여자형사기동대가 운영되었다. 이들의 직무는 강간과 약

취유인 등 대여성범죄의 검거와 범죄 첩보 수집, 민원의 해결,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이 그 내용을 이루었다. 성매매특별법25)이 시행된 후에

는 여자형사기동대에 성매매 전담반을 신설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도 

하였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206-207). 

  1999년, 이무영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지시하여 서울 시내 경찰서 강력반에 여성 경찰관

을 2명씩 선정하여 배치하였다26). 강력반에 배치된 여경들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의 수사와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 활동을 담당하였다. 서

울 양천 경찰서에는 모두 여경으로만 구성된 ‘여경 5인조 강력반’을 

두고, 여성과 관련된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 2000; 전지혜, 

2007: 36에서 재인용).

  그 밖에도 ‘여성 상담실’을 두고 법률지식을 갖추고 수사경험이 있

25) 성매매특별법이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26) 「동아일보」. 1999. 4. 7. “성폭력 피해자조사 女警이 맡는다”. 하종대 기자.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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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 경찰관으로 하여금 전화로 신고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였다. 이들 업무는 2002년 경찰청에 여성

청소년과가 신설됨으로써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되었다(대한민국여경재향

경우회, 2007). 또한 여성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

라 1994년에는 서울의 각 경찰서에 여경을 한 명씩 정보외근요원으로 

임명하였다(강일헌, 1995). 파출소에 여경을 본격적으로 배치한 것도 

1993년부터였는데, 최초의 여경 파출소장으로 주목을 받은 최은정 경위

는 “깨끗하고 정확하며,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누나같고 어머니 같

은 경찰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밝혔다.27) 이러한 의도적인 여

성 경찰관 배치는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과 이미지를 통해 

부드럽고 친절한, 깨끗한 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여경의 민원봉사업무와 소년경찰업무가 활발해지

고 내근분야의 여경의 섬세함과 청렴성이 부각되면서 여경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것은 이후 여경이 다양한 분

야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재향경

우회여경회, 2000; 이지은, 2003: 28에서 재인용). 물론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역할 기대에 따라 여경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근무 부서

는 확대되었지만, 그 직무의 성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전지혜, 2007). 

  이 시기 여경들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유의 특성이라고 여

겨지는 섬세함, 청렴함, 보살핌의 역량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남성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에 참여

하고 마찬가지의 역량을 발휘하는 두 가지의 다른 역할 기대 속에 놓이

게 되었다. 즉, 여경은 남성 경찰관과 똑같이 근무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특정 기능에 집중적

으로 배치되는 두 가지 양상이 공존하게 된다. 그와 같은 성적 차이가 

27) 「국정신문」. 1993. 4. 8. “[공무원(公務員) 소리]누나·어머니 같은 경찰(警察)
로 기억되고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년 12월 10일 검색).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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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되면서도 근무 환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1999년 3월 ‘남녀평

등 당직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당직 근무를 하게 되

었다28).

3. 노동시장 변화와 ‘서비스’로서의 여경 직무

       : 1990년대 후반 이후 ∼ 2000년대 중반

1) 공무원 채용 경쟁과 ‘여풍’

  IMF 이후 경제 상황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었고, 이는 청년 

세대의 취업난으로 이어졌다.29) 취업난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높아져 갔고, 2000년대 

초반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은 매해 보도되었다. 이즈음 공무원 시

험에 지원하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졌고 합격선 또한 높아졌다. 대학생 합

격자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까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05년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

면, 고3 학생들이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수업을 듣는 일에 대해 한 

고시학원 상담실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과 대학의 일반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30) 당시 공무원 모집에 고학력자가 몰리는 상

28) 「동아일보」. 1999. 3. 30. “女警도 밤샘근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
년 12월 1일 검색).

29)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은 경찰의 업무 수요인 범죄 추세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4년 경찰백서에서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3년 경제범
죄와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 신
용불량자 양산 등을 지목하였다(경찰청, 2004: 109). 이러한 상황은 2004년에도 유
사하게 나타나는데, 2005년 경찰백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경제적 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 특히 지능형 경제범죄가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경
찰청, 2005: 141). 뿐만 아니라, 취업률의 저하, 이혼율의 증가, 하루 담배 소비량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가 모두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등 2000년대의 경제난은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
요한 지표였다(「한국경제TV」. 2004. 12. 29. “대졸취업률 4년만에 최저”. 연사
숙 기자.).

30) 「부산일보」. 2005. 12. 29. “[현장속으로] “어차피 취업 고민… 미리 준비해야
죠””.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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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사람들은 “공무원이 보수는 적어도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늘

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31),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원

하는 구직자가 많아진 듯”32)이라고 이야기하며 취업난과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의 증가를 연결하여 진단하였다. 2002년 매일경제는 9급 공무

원들의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을 보도하면서 당시 상황을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표현하였고,33) 2004년에는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4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

였을 정도로 취업난은 심각하였다.34)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시험에 유

리한 학과에 수험생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35) 

경찰공무원 시험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 한편, 여성들의 시험 응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취업난’ 속 여경 채용시험에 몰

린 응시생들”, “여경시험 ‘바늘구멍’” 등의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

다.36)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비교적 안

정적이고, “모성보호와 관련한 각종 복지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37) 

공무원 시험에 많이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고시와 일반 기업 

채용에서도 합격자 수가 남성을 넘어섰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했던 반면38),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였다. 2005년 스포츠경향

의 기사에서는 여성 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올 한해 거세게 분 

31) 「연합뉴스」. 2001. 9. 25. “하위직 공무원 모집에 고학력자 몰려”. 
32) 「연합뉴스」. 2004. 9. 15. “<카메라뉴스> 여경시험 ‘바늘구멍’”. 형민우 기

자.
33) 「매일경제」. 2002. 2. 17. “9급공무원 공채 경쟁률 최고 160대 1”.
34) 「한국경제TV」. 2004. 12. 29. “대졸취업률 4년만에 최저”. 연사숙 기자.
35) 「MBC」. 2006. 12. 28. “졸업후 취업 유리한 학과에 지원자 몰려/대전”.
36) 여성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2000년 14.6대 1, 2001년 24.7대 1, 2002

년 38.8대 1, 2003년 39.2대 1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37) 「국민일보」. 2003. 3. 24. “여성취업, 갈수록 어렵다”. 정창교 기자.
38) 「한국경제」. 2001. 1. 2. “[여성 경제 시대] 이젠 우먼파워가 경쟁력 .. 한국여

성 취업률 최악”. 양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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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풍(女風)’이 심상치 않다”, “여성의 힘이 남성을 밀어내고 있

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남성이 점하고 있는 권력의 위치에 여성이 들어

서는 것을 부정적인 어조로 표현하였다. 연애, 취업, 결혼 등 근대적인 

남성성의 트랙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진 남성들의 불안은 이 시기 

역차별에 대한 주장, 여성혐오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배은경, 2016). 노

동시장 곳곳에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전체 성별 임금 격차 또한 

외환위기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로 머물렀지만(금재호, 2011), 1차 노

동시장의 진입에 성공한 일부 여성의 취업률이나 합격률 등 겉으로 보이

는 숫자의 일시적인 증가는 같은 세대의 남성들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감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된장녀’ 담론을 통해

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된장녀’란 “패밀리레스토랑과 스타벅

스에 집착하면서 자신을 뉴요커로 착각하는 미혼여성”39)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비생활을 즐기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된장녀’ 담론은 일부 여성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행동 양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윤보라, 2013).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는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1차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

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

로 느끼는 남성들의 분노와 함께 악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오히려 공무원직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

가하거나 여성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먼 파워’, ‘여성 상위 

시대’ 등으로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보도되었다.

2) 경찰의 ‘고객만족’ 서비스와 여경의 민원 응대 배치

  ‘여성 상위시대’라는 평가 속에서 경찰로 진입하는 여성들의 수가 

39) 「파이낸셜뉴스」. 2006. 7. 26. “[마케팅 Inside]커피와 더불어 즐기는 문화공간
으로”.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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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이들의 학력이 높아졌지만, 경찰조직 내부에서 여경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0년대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성 경찰관

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별 직무 분리가 지속되었다. 1999년 서

울 시내 경찰서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성 경찰관이 맡기 시작하였

고40), 2001년부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고 아동과 청소년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공식

적으로 여성 경찰관의 업무가 되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확장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 패러다임과 함께 

경찰과 국민의 관계는 정책집행자-수혜자에서 서비스 제공자-소비자의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경을 돌봄의 영역에 배치하는 직무분

리의 관행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당화 하는 기제가 되었다. 1990년대 말

부터 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서의 ‘고객’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조직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로 포함되었다(김반디, 2008). 소비자의 심리적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 

마케팅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기업은 점점 더 “감성적 또는 기호적으

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신정길·문승

권·문형남, 2004: 234). 기업조직에서 먼저 강조되어 경영전략이나, 

조직문화의 개선 등에 활용된 고객 중심의, 감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은 

점차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대 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고객지향의 행정이 자리를 잡았고, 중앙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

객만족행정을 선포하기도 하였다(남기범·김현성·최평길·송인동·김종

구, 1997). 공공행정의 초점이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는 서비스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면서, 고객인 국민의 만족 평가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

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김반디, 2008). 특히 감성은 조직 관리와 경

영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났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41), 감성경영, 감성리더십 등 감성을 활용한 조직 관리는 

40) 「동아일보」. 1999. 4. 7. 하종대 기자. “성폭력 피해자조사 女警이 맡는다”.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41) Salovey & Mayer(1990)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Quotient)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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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성과주의에 따른 조직 관리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태천·임재강, 

2011)42).

  여성의 직무 분리를 정당화하던 “엄마 역할”에의 적합성은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고객만족경영이라는 조직 전략으

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조직 운영과 경영에 있어 ‘감성’이 중요시되면

서, 남성에 비해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게 되었다며 이 시기 여성의 사회 진출에 ‘감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신정

길·문승권·문형남, 2004; 금재호, 2011; 한태천·임재강, 2011).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조직에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큰 영향을 미

쳤다. 선진국 사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강조되는 고객만족경영

의 전략들을 경찰의 각 부서에 적용한 남기범과 연구자들(1997)의 연구

를 시작으로, 경찰조직에서도 국민의 만족을 표방하며 민원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경찰활동의 초점이 법집행에서 대민서비스로 옮겨감

에 따라 국민 친화적인 경찰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이 경찰혁신의 방향으

로 논의되었다(김경태, 2008). 경찰청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43)

에 따라 정부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1998년 9월 30일 경찰서비스헌장

을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2003년까지 모든 경찰관서의 대민부서에 경

찰서비스헌장을 확대 제정하여 시행하였다(경찰청, 2004). 고객 중심의 

경찰활동,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조

직은 ‘따뜻한 경찰상’, ‘봉사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도 민원봉사실을 확대 개선하고, 전화응대의 친절도를 점검하였으며, 수

사업무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만족을 최우

선으로 두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하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하였다(경찰

해서 그런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임재강, 2009).
42)  또한, 지식과 정보 집약적인 형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중심이 되는 

기준이 생산성에서 고객 만족으로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섬세함과 감성에 힘이 실리
게 된 것이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남기범 외, 1997; 신정
길·문승권·문형남, 2004).

43) 대통령 훈령 제70호. 1998. 6. 30.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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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2004; 경찰청, 2005; 경찰청, 2006). 2003년에는 경찰의 목표를 

‘깨끗한 경찰·따뜻한 경찰·든든한 경찰’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

웠던 한편,44) 2004년에는 ‘국민만족 치안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경찰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45) 2007년

에는 「전국 경찰 지휘관 혁신워크숍」을 진행하여 ‘감동치안’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46)

  그런데, 고객을 중심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찰조직의 목표

는 사실 여성 경찰관에게 많은 부분 기대고 있었다. 전체 여성 경찰관을 

모아 진행한 행사에서 경찰조직의 여성 경찰관에 대한 특정한 기대가 노

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 경찰관을 ‘여성성’으로 환

원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04년 여경

창설 기념행사의 부제는 ‘희망주는 여성경찰! 국민을 따뜻하게!’였으

며, 2006년에는 같은 행사에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맞춤형 치안 서비

스를 위해 세심한 여경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5년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전국 여경간부 워크샵」에서 간부 여성 경찰관들에게 민생

보호와 친절봉사와 인류애를 지닌 인권존중을 몸소 실천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기대는 국민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원실과 같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부서에 여성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배

치되기 시작했다47).

4. 피해자 보호 업무와 증원된 여경의 직무 배치 전략

: 2000년대 중반

44) 경찰청 보도자료. 2004. 1. 2. “2003년 송년사”.
45) 경찰청 보도자료. 2004. 1. 2. “2004년 신년사”.
46) 경찰청 보도자료. 2007. 1. 31. “경찰지휘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시 

한 걸음 더”.
47) 「세계일보」. 2004. 6. 28. “[갈길 먼 양성평등]여군과 여경”. 조동석·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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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조치와 여경 규모의 급격한 성장

  1995년 베이징에서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가 열린 이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과 함께 성주류화가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적극적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의 대표

성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고자 여성의 채용을 확대하는 제도가 도

입되기 시작했다.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무원에서 

여성채용목표제48)가 시행되었고,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일반 기업에서도 여성 채용이 확대되었다.

  경찰에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4년 7월, 경찰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성별 구분 모집이 차별이라는 주장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

에 접수되었다. 진정을 접수한 조모 씨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정해두고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폐지하고, 여성 경찰관의 채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지혜, 2007). 경찰청은 순찰지구대 업무의 특성과 주로 

남성인 범죄자 검거,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효과를 통한 평화적인 

제압 등을 위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여성이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의 직무여건을 감당하기 어렵고, 내근 부서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외근 근무에 배치할 경우 남성 동료의 업무 부

담이 생긴다는 점 등을 들어 성별을 구분하고 정원을 정하여 채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주장에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의 주장

에 반박하면서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여경 채용 인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

찰이 성별에 따라 모집 인원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성차별이며 합리

적이지 못한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49)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8)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7
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대해 여성채용률 10%를 목표로 적용되었
다. 경찰대학의 경우 1997년 여성 입학 정원을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국가기
록원(archives.go.kr) 홈페이지 참조(2018년 12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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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성별 구분 모집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6년에는 경찰

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10% 채용과 순경 채용 시 20% 제한이 평

등권 침해라며 폐지를 권고하였다(박선영, 2011).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 구분 모집 채용에 관한 결정을 전후로 

여성 경찰관의 채용과 승진, 직무배치의 변화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경

찰조직 안팎에서 여성 경찰관의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담론이 적극적으

로 전개되었다. 한쪽에서는 친절함, 섬세함, 부드러움과 같은 여성 특유

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하거나, 여성이라는 성별이 요구되

는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여성 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학계와 경

찰실무계에서는 전문적인 여성 경찰관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여성 경찰관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이은정, 2002: 53; 신현기, 2005에서 

재인용). 경찰청은 여성 경찰관을 성폭력 전담조사관 등 여성·청소년 

피해범죄 수사요원, 여성유치인 감시·수색 등을 위한 유치장 요원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현기, 2005). 이처럼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정책들은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여성 범

죄자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성 경찰관이 필요하며, 그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경찰관의 신체적·체력적 한계를 주장하

면서 여성 경찰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인원의 확대를 반대하였다. 

신체적인 조건, ‘체력’을 경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여성을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는 존재로 규정했다. 

경찰관 또한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여성 채

용의 확대는 남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취업난 속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신체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경찰관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일련

의 주장은 이미 경찰조직에 진입한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

49) 국가인권위원회 2005. 12. 5. 04진기2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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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 경찰관의 수가 늘어났고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여성 경찰관은 생물학적 특성을 이유로 그 존

재 필요성을 부정당하면서 입지가 축소되었고, 직무배치에서의 차별 또

한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즉, 경찰청은 성별 구분 모집 관행은 유지한 채,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정책기조에 따라 여성의 채용을 확대하였다. 2005년부터는 여성 경찰관

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경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2006년에는 고

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승진목표제’를 시행하였다. 여경

채용목표제는 2005년 전체 경찰관의 4%에 불과한 여성 경찰관의 비율

을 10년 후인 2014년에 1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경찰청은 이와 

함께 여성 경찰관의 선발 비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2005). 여성승진목표제는 2006년부

터 여성 간부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계급마다 비율을 정해두고, 그 비

율에 따라 여성을 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승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신현기, 2005). 경찰청은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 배경에 대해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인력의 개발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성폭력 및 성매매 등 대여성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여성의 인

권보호의 요구 증대 및 여경 수용의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경

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2005: 24). 여경채용목표제와 여경승진

목표제의 시행 결과 경찰조직 내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여성이 고위직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50)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유정미, 2012). 또한, 여경을 

남성으로 전제되는 ‘경찰’과 구분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진정한’ 경

찰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로 위치시키며, 이를 통한 경찰조직 내 성

차별의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김정혜, 2017).51) 

50) 초기 여경승진목표제의 시행은 고위직 여경의 수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
으나, 고위직 여경의 비율이 일정 정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러한 할당제가 오히려 
승진비율을 제한하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평가(박선영, 2011)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51) 경찰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과는 구분된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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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경찰청은 늘어난 여성 경찰관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여야 했다(이지은, 2003). 여성 경찰관에 대한 경찰조직

의 인식과 여경채용목표제를 시행한 의도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는 “경찰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것”이며,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한 이미지가 필요”하

기 때문이었다고 여성 경찰관들은 말했다.52)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여성 

경찰관들의 채용만을 고려하고, 이후에 이들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들은 같이 근무하기 부담

스러워하는 남성 경찰관들 사이에서 “애물단지”로 남겨졌다. 2004년 

언론 보도에서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내근 부서에만 배치해서는 더 이

상 여경인력을 소화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외근 부서에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53) 여성 경찰관이 외근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근무 부서가 확대된 원인은 여성 경찰관의 위상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여경 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어쩔 수 없

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찰청은 여성 경찰관의 채용을 확대하고, 승진 인원을 늘

리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성별 구분 모집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여성을 온전한 ‘경찰’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성 경찰

관은 경찰의 핵심 업무라고 여겨지는, 기존에 남성 경찰관이 주로 수행

하던 검거와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졌고, 이에 따라 여성 

경찰관의 인력 활용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성 경찰관과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을 예외적

으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배치하거나,54) 해당 부서에서 여성 

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청 주최로 ‘여경의 날’ 기념행사가 이루어졌다
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52) 「일다」. 2006. 6. 14. “여경 외근업무 어려움 ‘노동환경 탓 커’”. 박희정 기
자.

53) 「세계일보」. 2004. 3. 10. “경찰 “여성파워”…민원에서 형사까지”.
54) 2008년 ‘으뜸 여경대상’을 수상한 이경민 경사는 검도와 유도 유단자이며 사격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김해경찰서 최초의 여형사라는 타이틀을 얻었
다(경찰청 보도자료, 2008. 7. 1.). 최초의 여성 조폭전담팀장으로 알려진 김화자 경
위 또한 무도 유단자임이 언급되었고, 동료들로부터 카리스마가 강하고 여자가 아니
라는 평가를 받았다(「여성동아」, 2005. 12. 6.). 2010년 ‘으뜸 여경 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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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나 피해자를 담당하는 업무만을 분리하여 배치하는 경향도 있었

다.55) 여성 경찰관들 대부분은 여성 경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

에 따라,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용하는 직무 혹은 여성 특유의 장점이라

고 여겨지는 특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2) 성폭력 피해자 제도의 확장과 여경 배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여경이 배치되는 부서나 직무 역시 다양해졌다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이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획이나 서무가 아닌 대민부서에서 여경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나 

일부 대여성범죄에 대한 수사로 제한되는 사실상의 직무 분리는 지속되

었다. 2000년대 중반 접어들면서 강화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

구는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여성 대상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

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

행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부터였다. 물론 피해자 보호 업무가 

경찰에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보호라는 개념이 경찰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1980년대에는 범죄피해자

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에 비해56), 1992년 한국피해자

학회가 출범하고, 1994년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거되면

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57).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상한 박수진 경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하사 출신, 경찰 특공대 특채의 경력을 가지
고 대테러요원, 강력팀 형사로 근무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10. 7. 1.).

55) 경기도경찰청은 형사과에 여성 경찰관 5명을 배치한 후, 여성 관련 강력범죄만을 
다루게 하였다(「세계일보」, 2000. 4. 28.). 2005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형사계에 여성 경찰관을 최소 1명씩 배치하여 성폭력 피
해자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매일신문, 2007. 6. 29.).

56) 「동아일보」. 1985. 7. 30. “犯罪피해자 「私生活보호」 治安本部 지시”. 네이
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57) 1994년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이유로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한 7명의 



- 66 -

해서 한겨레 기사58)는 “반항과 성경험 여부를 신문받기도 하며 조직폭

력배에게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꺼리는 등 ‘이중의 피

해’를 겪기도 한다”며 2차 피해의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이를 예방하

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1999년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의한 2차 피해가 다루어지

기 시작했으며,59) 서울시 내 경찰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지시60)가 있었다.

  2000년대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성·아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거나, 제도를 새로 운용하

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경찰서 방범과 여성·청소년반을 운영하였고, 2002년

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경찰청, 2004;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160). 2005년에는 경찰청에 여성·청

소년과가 설치되어 여경 및 청소년선도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대한민

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160-161). 2003년부터 경찰서별로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였고, 일부 경찰서에 진술녹화 전문조사실

을 설치하였다(경찰청, 2004). 2003년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

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진술녹화실을 전국 경

찰서에 확대 설치하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를 반드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던 피해자 보호의 내용이 의무화되고, 전국

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994. 9. 28. “강력사건 증인·
피해자 보호대책 세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2018년 12월 1일 검색).

58) 「한겨레」. 1992. 4. 26.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화 모색”. 이길우 기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59) 「경향신문」. 1999. 2. 25. “성폭행 피해자 조사 비공개로 진행토록”. 박재현 
기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60) 「동아일보」. 1999. 4. 7. “성폭력 피해자조사 女警이 맡는다”. 하종대 기자.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2018년 12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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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부터였고, 이후 성폭력 피해

자 조사 시 여성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거나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원

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1) 경찰청은 2006년 경찰백서에서 ‘밀양 여

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면 국민

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범죄대응 패

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경찰청, 2006: 292). 2004년 

경찰백서에서 등장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평화지킴이(Peace Keeper)로서 역할을 다할 때 더욱 배가(倍

加)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이즈음부터 피해자 보호가 비로

소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당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진술녹화제

도 시행을 위주로 홍보되었다.62) 여경기동수사대에 성매매 전담반을 신

설하여 단속을 펼치고,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117센터)를 개소

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 중 비교적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피해 여성 보

호에 집중하던 경찰은 2004년을 기점으로 성폭력범죄에 더욱 초점을 맞

추게 된다(경찰청, 2005). 이후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004년 

11월 4일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던 것을63), 2006년 10월 27일 「성

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 경찰

서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64) 여성과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4년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매매 피

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를 개설하고, 2005년부터 

61) 경찰청 보도자료. 2004. 12. 16.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추진”.
62) 2004년 경찰백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뿐 아니라 일반 성폭력·가정폭력·아동

학대·청소년사범·성매매·청소년성매매 등의 타범죄의 경우에도 총 445건의 진술
녹화를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경찰청, 
2004). (밑줄은 연구자가)

63) 경찰청 보도자료. 2004. 12. 16.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개정)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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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하였

다. 개설된 각종 센터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24시간 상주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 210-218). 

  즉, 경찰은 늘어난 여경 인원을 다양한 부서에 배치하면서도 이 시기 

증대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에 전종시키며 직무 분리의 관행을 유지

했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은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가 뚜렷하

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이다.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 조사는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거나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

견, 성폭력 사건처리라는 특정 직무의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근거

하고 있다(김예람, 2008)65).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경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검거 업무를 

분리하고 후자를 경찰 ‘본연’의 임무로, 전자를 여성 고유의 업무로 

간주하는 성별화 된 직무 분리는 수사 영역에서 여경들의 참여나 승진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의 정비와 피해자 보호의 강화

: 2010년대 이후

  2000년대에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성폭력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2010년대에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권 

당시 성폭력범죄의 검거와 관련된 지표가 성과에 반영되는 등66) 과거에 

비해 성폭력범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흐름이 계속되었다(장다혜·박학

65) 김예람(2008)은 그의 연구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범죄피해자 여성을 조사하
게 하는 것이 ‘성폭력피해자 = 여성’이라는 가정, ‘성폭력피해자 = 특별한 보호
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가정, ‘여경의 공통적 특성 = 여성성(femininity)’라
는 가정이라는 세 가지 통념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66) 연구참여자 B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련된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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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장응혁, 2015).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위해 2003년 경찰서별 성

폭력 피해아동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작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전담하

여 조사하는 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다가, 팀 단위로 확대되어 ‘원스

톱기동수사대’, ‘성폭력 특별수사대’, ‘아동여성보호1319팀’, ‘성

폭력전담수사팀’을 두어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

다.67) 여러 부서의 설치와 폐지의 변화를 거쳐, 2018년 현재는 2013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폭력특별수사대와, 2015년부터 신설된 여

성청소년수사팀에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즈음 짧은 

시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나 명칭이 계속

해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부서가 창설되었다가 조

직 내부의 인력 현황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정권의 

기조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였으나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시기의 성폭력 수사체계는 2010년에는 경찰청장이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등 초반에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사회악에 성폭력이 포

함되면서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까지도 별도의 기구를 두어 전문성을 갖

추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13년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

항이 삭제68)된 이후, 경찰관들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사건을 인지한 것

이 되기 때문에 접수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범죄를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여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되는 등 성폭력 사건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67) 기존에 피해자 조사 및 보호·지원만 성폭력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수사는 형
사 기능에서 담당하였다면, 2014년 모든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설치되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수사가 통합되었다. 성폭력 수사 기능이 부서 
내에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

68) 2013년 6월 19일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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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치된 이후, 성폭

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69)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24시간 피해자

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은 경찰청에서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발표한 해로, 경

찰청은 이즈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부 인력 채용을 확대하였다. 2006

년 1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초기에 강력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선발하는 데 이어 2018년부터 피

해자 전담경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청문감사관실에서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다.70) 2015년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채용하였고, 2018년 범죄피

해자 위기개입상담관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강력범죄 피해

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졌지만,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내부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외주화하는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러 제도의 신설과 정비와 함께 

2018년에는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가 분명하게 경찰 직무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경

찰청 브리핑, 2018. 4. 17.).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경찰청은 ‘성폭

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모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후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18. 10. 21.). 경찰청은 심리 전

문성에 기반을 둔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으로 한국심리학회로부터 ‘특별

69)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
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 해바라기아동
센터는 성폭력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바
라기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었다. (각 센터의 구체적인 구성과 업무
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미정·장미혜·이인선·이아름·최경숙·박선주
가 2014년 작성한 연구보고서 참조.)

70)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2006년 11명, 2011년 13명, 2016년 8명, 2018년 40명을 
특별채용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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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을 받았을 정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71) 피해자 보호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절차로서, 

효율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도입하는 과도기

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체계의 정비와 피해자 보호의 강화는 분리되어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검거 중심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분리된 채 부서가 

새로 운영되거나 변화하면서, 둘 사이의 단절과 그에 따른 성별화된 직

무 분리가 강화되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가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수사와 피해자 조사 업무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별에 따

라 이원화되었다. 여경은 검거를 위한 수사 영역에 불완전하게 참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형태가 공고해졌다. 이 시기 성폭력 수사

만을 전담하는 체계의 확립은 성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유형과 분리하고 

성폭력 수사를 다른 경찰 업무로부터 고립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계기

가 되기도 한다.

6. 소결

  1980년까지 여경은 경찰조직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마련된 정원

을 통해 채용되었고, 이들의 직무 범위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보호 업무나 남성 경찰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3공화국 시기에는 국가안보를 경찰의 주된 업무로 삼으면서 여경 채용

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경의 지위가 정권의 기조에 따라 그 존폐 여부가 

결정될 만큼 불안정했다는 것은 이들이 맡게 되는 업무가 전체 경찰 업

무 중 필수적이고 지속하여야 할 핵심적인 직무가 아니라 주변적이고 가

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한국 전쟁 시기에는 여경

들이 전투에도 참여하는 등 경찰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남성과의 차이

71) 경찰청 보도자료. 2018. 8. 20. “한국심리학회,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에 기여한 경
찰청에 ‘특별공로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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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성이 돌봄, 섬세함, 친절과 청렴함의 본

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지배적인 젠더 규범으로 인해 이들의 경찰조직 

내 주변화된 직무 배치는 정당화되었다. 

  1948년 여경 채용이 이뤄진 이래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직무 분리 규

정은 1980년 사라지게 되지만, 여경들이 전종해 온 직무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유지된 채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테러 

업무, 성매매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라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여

경기동대와 같이 수사와 검거 업무에 여경의 배치가 이뤄지고 여경의 직

무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 이외에 감식, 검거 등의 

수사 업무에 여경들이 배치되는 것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지만, 그 참여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채용목표제 시행과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여경 인원은 대폭 증가

했고 더 이상 이들을 ‘여성적’ 업무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들은 지구대로 배치되어 남성과 마찬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

치에 놓이게 되었다. 여경들이 배치되는 부서는 확대되기 시작했지만 대

민 업무의 영역에서 보호와 선도의 역할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부과되

는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주

요한 업무로 도입되고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 업무는 여경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72)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여성폭력의 부상은 

성별화된 성별 직무 분리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여경 인원

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무 참여 범위는 크게 확대되지 못했고, 

남성 중심의 직무 평가와 승진 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성별 직무 분리 관행이 경찰조직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물론 성폭력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72) 2004년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청
계 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요청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부서에 여경이 없을 경우 다른 부서의 여경을 입회하도록 하는 
등 여경 배치를 강력히 시행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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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 방식

  제3장에서는 현장에서 성별 직무 분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일어나며, 

조직 내 여경의 위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한다.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는 경찰 업무를 경찰 본연의 임무와 그 외의 업무로 분리하여 

전자에 무게를 두는 인식해 기초해 있다. 전자를 주로 남성이, 후자를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진다.

1. 경찰 본연의 임무로서 ‘검거’

  경찰조직 내에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을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여기는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범죄 소탕 업무를 “진정

한 경찰 업무”로 여기고,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도구로서 경찰 

업무를 이해하는 조직문화는 이미 초기 경찰조직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

적된 바 있다(Young, 2011). 영국 경찰에 관한 연구(Chan, 1996)에서

는 영국의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주요 업무로 포함하고 있었

음에도, 조사에 응답한 경찰관들의 절반 정도가 “진짜 경찰업무는 범죄

자 검거에 관계된 것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고 있었다(Chan, 1996: 

125). 현장 경찰관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훼손되지 않은 증거

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을 수사에 있어 

최우선이자 최종적인 목표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강력I: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런 것[피해자 보호]보다는 대부분.. 그런 것

보다는 범인이 도망갔을 때 추적해서 어떻게 빨리 잡느냐. 사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라고. 

강력J: 피의자 검거가

  이처럼 검거를 중심으로 경찰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던 노태우 정권 당시 주요범죄 단속 및 검

거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경찰청의 유제로도 볼 수 있다.73) 시대 

73) 당시 경찰은 주요 범죄의 검거실적을 점수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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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주요 역할로 기대되고 있지만, 검거

를 중심으로 자리잡힌 경찰활동의 관념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범죄자 검거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여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검거실적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경찰백서는 지난 1년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요범죄의 단속과 검거 현황을 통해 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한다. 승진

을 위해 평가되는 기준은 중요 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한 건수에 따라 점

수를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다.74) 피해 규모가 크고, 언론에 보도되는 주

요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특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자를 검거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일은 경찰 업무

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검거’의 중요성은 ‘검거’ 이외

의 업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범죄자의 검

거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직접 단속과 검거 활동을 수행하는 형사 업무에 

남경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남성들이 주로 수행하

는 일이 중요한 직무로 여겨지면서(Martin, 1996), ‘검거’를 통해 범

죄를 소탕하는 직무와 그 외의 직무 사이에 위계가 형성된다. 피해자 보

호를 경시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태도를 통해 ‘검거’와 그 외의 업무인 

‘피해자 보호’ 사이의 위계가 잘 드러난다. 수사관들은 피해자 보호를 

가해자 검거에 뒤따라 오는 부차적인 결과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는 가해자를 검거할 때에야 피해

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찰서를 문책하였다. 이렇게 경찰서 간 과당경쟁을 부추긴 결과, 서민 생활사범 단속
에 치중하고,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등의 행태로 비판받았다. 
(「부산일보」. 1994. 11. 9. “경찰 범죄소탕 또 점수제 물의”. 이정호 기자.)

7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행정안전부령 제50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별표 1] <개정 2018. 3. 30.>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요소 1. 중요 범죄 등 검거실적 (시 소재지 이상 지역 근무자 기준 1건당 점수)
- 국가안전을 해치는 주모자급검거 (10점)
- 살인·강도·소매치기 등 강력범 검거 (3점)
- 절도범 및 그 밖의 경비사범 검거 (1점)
- 방범사범 단속 (0.2점)
[비교를 위해 첨부] 4. 업무 기획·수립 및 민원업무 등 수행 – 민원업무 처리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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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해야 돼, 피해자한테 빨리 물건[절도 피해품]을 못 찾더라고 

해도 잡아만 줘도 그래도 그사람들은 그래도 고마워해요. 왜냐면 물건도 

못 찾고 범인도 못 잡고 그러면.. ‘나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면 

‘언제 잡을 거예요’ 그런다구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이 됐든 두달이 됐

든 잡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못 찾아도 ‘에이 그래도 그 새끼 잡았

네’ 하고 아쉬움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잡아주면 (강력A)

형사님들이 생각하는 피해자 보호? 저 제가 강력계 처음 들어가서 들었

던 얘기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보호? 제일 큰 피해자 지원이 뭔 줄 알

아? 빨리 잡아주는 거야. 그거가 최고지.’ 다른 뭐 상담해주고 얘기 들

어주고. 그런 거 말짱 못 잡아보라고.. 못 잡아 보라고 (웃음) 다 말짱 소

용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M)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중반 범죄대응에 있어 피해

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강조되었다. 이후 2018년에는 경찰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추가되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역할로 명시되었다. 형사사법절차의 

당사자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흔적이 수사과정에서 검거와 유죄입증

을 위해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강은영 외, 2011). 그러나, 범죄자의 검거

를 기준으로 직무에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

는 검거와 분리되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의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남성성을 바탕으로 경찰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피해

자 보호’는 우선순위가 낮은 일로 여겨진다. 경찰관들은 피해자 보호를 

전체 수사과정과 단절된 것으로서, 단순하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

원 업무를 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들의 업무에 관

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연구참여자 M은 경찰관들로부

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나

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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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피해자심리전문요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요. 알고 싶, 관심이 없어요. ‘쟤네는 뭐하는, 뭐하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

다, 청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똑같은 문서를 계속 만들어요. 우리는 무

슨 목적으로 몇 년도에 뽑았고 어떤 자격적 요건을 가진 애들인데 평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기본 업무는 뭐고 막 그렇게 그걸 계속 매번 똑같은 

내용의 페이퍼를 매번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봐요 과장님은. 

‘그래서 쟤네들이 뭐하는 애들이라고요?’ (웃음) (M)

저희 입장[강력팀 형사]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범죄사실 사실확인관계

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 쪽[피해자전담경찰관]은 아무 관계도 없

이 그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고 안정적으

로 그런 거잖아요 업무가 좀 틀리잖아요. 제가 강력 형사들 물론 피해자 

보호하지만 당장은 법이 중하고 어떻게 왜 다쳤나 사실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이 있고. 저쪽은 쉽게 말하면 아무 관계 없이 치료해

주고 치료받는 그런 임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고. (강력K)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을 채용하였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형사와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는 목적을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로 분리하며, 피해

자 보호를 형사의 주요 임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강력K에

게 피해자 보호는 부수적인 것이며, 수사과정 외에 별도의 인력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검거를 기준으로 구성된 경찰 업무의 관념

에 따른 직무수행이 반복됨에 따라, 검거는 중요시되고 피해자 보호는 

경시되는 상황이 굳어진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검거와 외부 인력을 통

해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 사이의 단절은 강화되어 나타난다.

2. ‘경찰=남성=검거’와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여경



- 77 -

  경찰조직 내 핵심으로 여겨지는 업무, 즉 검거를 통한 범죄 소탕 업무

를 남성이 많이 수행한다는 사실은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경찰 업무의 

관념을 강화한다. 반대로, 여성은 검거와는 맞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며, 

여기에서 배제된 여경은 ‘경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여경을 불완

전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경찰’을 남성의 신체를 기준으로, ‘경찰 

업무’를 검거를 기준으로 상정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된다.

  연구참여자 B는 ‘여성’ 범주와 ‘경찰’ 범주를 양립할 수 없는 것

으로 전제하고, 여경을 ‘현장’에 맞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B에

게 지구대 경찰관이 근무하는 ‘현장’과 경찰서에서 내근 근무를 하는 

‘본서’는 대립하는 공간이며, 전자는 남성 경찰관에게, 후자는 여성 

경찰관에게 적절한 곳이다.

나는 우리 여직원들 오면은 항상 그런 말들을 해. (네) ‘너희는... 여자

가 아니다. (음) 경찰관이다.’ … [여직원들한테] ‘딱 나올 때 집에다

가 쓸개와 간 딱 떼어놓고 나오고, 제복을 입은 순간은 넌 여자가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잊지 마라’ 난 그런다고. 그럼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래, ‘아 주임님 고맙습니다. 그말 참 이해가 됩니

다’ 이제 그런다고. (음~) 여자라고 사람들이 안 봐주거든. (음 그쵸) 

더 더 더 더 우습게 보고 더 저기 하거든. (네) 그래서 한 일이 년만 지

구대 현장근무하고 본서로 들어가라고 난 종용을 하지 애들한테. (B)

  검거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곳으로, 범죄

자를 제압하기 위해 남성의 신체가 요구되는 곳으로 전제됨으로써 여경

은 현장에서 배제된다. 또한, 검거가 주요 업무인 부서는 야근이나 당직 

근무가 많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경을 선호하지 않는 분

위기가 존재한다. 여경에게 내근 근무를 추천하는 것은 여경 개인에게는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성별에 따른 직무의 위계적 분리를 

정당화한다. 경찰조직 안에서 성별에 따라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직무

를 나누고,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근무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위계

를 내포하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성으



- 78 -

로 전제되며, 이것이 조직 내에서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경찰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여경을 핵심으로부

터 배제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경찰’을 ‘검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남성’과 동일시하는 조

직 내에서 여경은 여러 부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안상수·박선영·구미

영·배호중·박진경, 2014). 경찰업무 자체가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사실은 지워지고, 여성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된다.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여경을 불편해하는 

남경들의 태도는 검거를 중심으로 경찰 업무를 이해하고, 여경을 배제하

는 조직문화와 관련된다. 남경들은 여경의 확대가 현장 인력 감소의 결

과로 이어져, 남경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5) 여경보다 남경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안상수 외, 2014). 이

러한 편견은 여경에게 유리벽으로 작용하며, 여경이 검거 위주의 보직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2014년에 시행된 경찰·소방·교정

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지구대 여경들은 남경

들이 자신을 “동료로서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여경

과 함께 일하는 것을 “짐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안

상수 외, 2014: 371).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검거라는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

다. 검거 업무를 남성과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여경을 배치

하거나,76) 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여경들이 검거 업무를 수

75) 「뉴스1」. 2017. 11. 21. “여경 비율 15% 확대…일선 경찰 ‘찬성’VS‘반
대’”.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장은 “순경으로 기동대에 근무할 때부터 힘들고 궂은 일을 
남경들이 많이 하는데, 집회 등에서 충돌상황 관리가 가장 대표적 (…) 여경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곧 그만큼 기동대 등에서 남경이 줄어든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8. 5. 28. “경찰 일 따로, 여경 일 따로 있나요”.)

76) 동료들로부터 ‘카리스마가 강하고 여자가 아니라’ 평가를 받은 김화자 경위가 조
폭전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여성동아」, 200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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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부서를 만드는 사례가 존재한다.77) 그러나, 이는 남성 중심의 조

직구조를 유지한 채 예외적으로 일부를 허용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

=남성=검거’의 논리가 해체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여성은 남성을 기준

으로 성립된 조건에 들어맞거나,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한 조건적인 

필요 외에, ‘진짜’ 경찰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경찰조직 내 회식문화는 여성들이 마주한 유리벽을 더욱 견고하게 하

며, 여성을 조직 내 핵심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

다.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들만

의 연대로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남자] 직원들한테,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여직원들과] 거리

를 둬라’ 나는. 사심, 뭐 사담도 이야기하지마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썰렁해 그럼 또. 여직원이 그러면 왕따 당하는 기분도 받겠더라고. 

(…) 그니까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여자직원 응? 회식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 말은 이

제 같이 가자곤 하는데, 우리끼리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한다고. 왜냐면 괜

히 또, 휘말려버리면 또. 서로 안 되니까. 여자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B)

  회식문화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승진에 유리한 주요보

직에 배치되는 인사 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남

성적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은 인사에서도 불리한 위치

에 처하게 된다(박기남, 2002; 조선주·문미경·임희정, 2009; 안상수 

외, 2014: 54에서 재인용). 여성들만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역할모델이 되어주는 고위층 여성 또한 부족한 경찰조직 안

에서 여경들은 통합된 존재로 인정받기 더 어려워진다(안상수 외, 

2014). 이는 검거로부터 배제되어 주변화된 여경의 위치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77) 1990년대에 대여성범죄를 담당하였던 여자형사기동대나 여성과 관련된 강력사건을 
맡아서 처리하였던 ‘여경 5인조 강력반’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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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에 적합한 존재로서 여경

  여경은 검거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보호에 더 적합한 존재로 여겨지면

서,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검거 중심의 경

찰 업무에서 배제된 여경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강조되거나, 

업무 능력이 여성성으로 치환되는 직무에 배치되는 경향은 제2장을 통

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검거를 위한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중요하며, 피해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

고 피해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

거와 피해자 보호가 분리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는 자연스럽게 중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피해자 보호 업무는 단순히 

‘여성성을 수행하는 업무’로 치환되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

는 전문성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중요성은 경시되었다. 이는 여성성과 관

련 있다고 여겨지는 업무를 과소평가하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에 의

한 것으로 설명된다(Hunt, 1990; Martin, 1996).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검거’와 분리되어, ‘피해자 보호’

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로 자리 잡았

다(안상수 외, 2014). 여성성을 체현한 존재로서 여경이 피해자 보호 

업무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직무가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났

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여경의날 기념행사에서 여경을 

보호에 적합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의 직

무 분리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역대 경찰청장들이 했던 반복되는 표

현들을 통해서 여경은 섬세한 관찰력, 따뜻한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세

심한 역할, 즉 ‘엄마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06. 6. 30.; 경찰청 보도자료, 2016. 7. 1.). 

이처럼 여경에게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를 부착함에 따라, 

여경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직무에 배치하는 인

사가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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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담조사관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경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경찰청장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세심한 여경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 제60주년 여경의날 기념행사 中에서(경찰청 보도자료, 2006. 6 30.)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의식으로 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

적 약자 보호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특유의 섬세함과 배려심

으로 주민 공감치안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치하 (…)

- 제67주년 여경의날 기념행사 中에서(경찰청 보도자료, 2013. 7. 1.)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무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직무를 분리하고, 

그대로 배치하는 방식은 여성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저평가와 맞물려 

부작용을 낳는다. 피해자 보호 업무는 경찰 본연의 임무로 여겨지는 검

거와 분리되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조직 내에 조건

적인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여성이 계속해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그 가치는 더욱 낮게 평가된다. 이러한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여

경이 조직 내에서 ‘경찰’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는 고착화된다. 상대

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불완전한 존재로 평가되는 여성이 주

로 수행한다는 사실은 조직 내 직무의 위계와 성별의 위계가 동시에 존

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Martin & Jurik, 2006).

4. ‘검거’의 잔여: 상시적 여경 동원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여경은 잔여적인 업무에 상시적으로 동원된다. 

여경이 절대적으로 수가 적다는 점에서 여경이 같은 업무를 더 빈번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업무가 ‘검거’로 환원되

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성의 주변화된 위치를 보여준다. 동원되는 업무가 

‘검거’ 이외의 업무라는 점에서 이는 여경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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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가 발생하거나 여성 피의자를 연행해야 하는 경

우, 여경은 자신의 근무 외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다(안

상수 외, 2014). 여경들은 실제로 여성 피의자 호송, 집회시위 동원 및 

현행범 체포된 여성 피의자 조사, 유치장 여성 피의자 신체수색 등의 업

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여경을 동원하는 관

행은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꼭 필요한 업무 외에도 확대되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경찰관의 성별이 “아무 상관 없는” 일에 여경을 동원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근데 이게[여경조사원칙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여경이 하지 않으

면 민원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성범죄뿐만 아

니라 다른 것도 ‘여자, 여자가 되면 여자가 해야지 민원을 안 맞는다’. 

그래서 오히려 펜스룰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번에 ◆◆서

에서 여자 시위자 체포해 오면 여자가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남자

가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 근데 굳이 (조롱하듯)‘민원 맞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 ‘민원을 맞을지도 몰라 그니

까 여자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점점 막 그게 확대가 되니

까. ‘일단 여자? 그러면 여자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A)

  여경을 선호하지 않는 조직문화로 인해 여경이 없는 팀에서 다른 부서

나 다른 팀의 여경을 순번대로 동원하는 불균형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경찰서별로 여경을 동원하는 ‘순번표’가 존재하며, 여경들은 자

신의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불규칙하고 잦은 동원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이는 검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업무는 남경이 독점하고 있으면

서, 검거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여경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핵

심 보직에서 배제되는 여경의 위치를 드러낸다.

“호송은 원래 지능에서 하는데 지능에서 여자 비선호하고 안 뽑으니까 

경제팀에서 끌어다 씀”

“지구대에 있을 때 여자 주취자, 여자 미친사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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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경을] 보내는 눈치야 남자들이 괜히 터치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런 눈치였음”

“웃긴게 우리는 경제과 지능과 있고 유치는 지능과 소속인데 지능과에 

여자가 전무해서 경제여자들 상대로 돌려”

“여자 피해자 조사할 때 형사과에서 나 데려감 성폭 피해자였거든”

“형사에서는 여자 받기 부담스러워 한대 그래서 지원팀 이런데만 여경

들 가고”

(2018년 12월 21일)78)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여경은 상대적으로 잦은 동원에 불만을 표하

기도 했다. 2018년 5월, 경찰청 내부포털 게시판인 현장활력소에는 

‘여청과는 호구입니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그 내용

은 ‘젠더폭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여성청소년과에서 맡도록 하고, 

여성 경찰관이 없는 형사당직, 강력팀, 교통사고 조사 등의 부서에서는 

“필요할 때만” 여성청소년과의 여성 경찰관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현장활력소 내부 게시판에 그런 글이 ‘여청과는 호구입니까’, 여

청과 여경이 불만을 올린 게 있어. (…) ‘여청에서 잘한다’라는 인식

이 있고, ‘여경이 있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자꾸 이제, 여청에 있는 

여경을 부른대. 일단 여성 피해자가 왔다만 하면 자꾸 여청과 여경을 부

른다는 거야. 형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네 여경을 늘

려라’. (웃음) ‘여경, 여경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불편은 하나도 감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여경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 (E)

  해당 글의 내용과 댓글의 반응을 통해 경찰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남성 경찰관에게 여성 경찰

관은 같은 부서나 같은 팀에서 일하기 불편한 존재이며, 여성 피해자의 

조사 등 “필요한 때만” 조건적으로 요구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여청에서 잘한다’라는 인식은 피해자 보호에 요구되는 능력을 모든 

78) 해당 내용은 연구자가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2018년 12월 21일 여경들의 대
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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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일부 경찰관만 갖추면 되는 능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여경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동원되어 맡게 되는 업무

들은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거나 검거를 통해 실적에 반영되는 일이 아

니라, 번거롭지만 전혀 자신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다. 대체인

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경에 비해 자주 동원되는 여경들은 자신

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경들은 탁아 및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동원이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안상수 외, 2014).

5. ‘여성’을 삭제한 ‘경찰’의 인사관리 정책과 여

경들의 대응전략

  경찰의 인사관리 정책은 남성과 여성 간 생물학적인 차이와 여성이 놓

인 사회적 조건들을 모두 삭제한 채,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경찰업무

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경들은 경찰조직 

내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성을 활용하도록 기대되지만, 동

시에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경찰업무를 남경과 똑같이 수행하도록 기

대되는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다.79)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한해,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하여 조건적으로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경들이 ‘경찰’로 인정받고,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하는 전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검거를 우선시하는 경찰업무는 남성적인 가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경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남성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전략을 

79) 여경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는 여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여경에게 수여하였던 ‘다모
대상’의 기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다모대상은 지난 1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범인검거 실적에서 우수한 여경을 선정하여 수여하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04. 7. 2.; 경찰청 보도자료,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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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기도 한다. 경찰 체력왕 선발대회 여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경력

이 있는 2010년 여경의날 행사의 수상자는 “여경은 강력팀 근무를 못 

한다는 편견을 깨고 훌륭한 강력 형사로 남고 싶다”라는 수상소감을 남

겼다(경찰청 보도자료, 2014. 7. 1.). 그러나, 여경들은 신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원하는 직무에 배치되지 못하고 좌절된 경

험”(안상수 외, 2014: 372)을 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여경들은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인

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2014년에 진행된 제68주

년 여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특진한 여성청소년과 박지연 경사는 “풍속 

업소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 여성 경찰관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

각”80)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경사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

속·검거,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수색 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화자 경위는 ‘조폭전담팀’이라는 남성성이 강

조되는 부서에서도 여성성을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여성 경찰관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직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오히려 남성 경찰관에 비해 뛰어난 능력으로 여겨 적

극적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이렇게 거친 남성들 틈에서 생활하지만 전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피의자를 대할 때나 행정 업무를 할 때 여경들은 남

성들이 갖추지 못한 세심함과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죠. (김화자 경위. 

2009. 7. 2. 「서울신문」.)81)

  한편, 여경들은 성별을 근거로 직무를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모순을 

80) 경찰청 브리핑. 2014. 7. “제68주년 여경의 날 행사 개최 –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김수진 경위, 경감 특진 및 으뜸여경으로 선발 –”.

81) 「서울신문」. 2009. 7. 2. “문 활짝 열렸으니 힘든 일에 더 도전을”. 박건형, 김
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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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지나친 여성성 수행의 기대

는 여경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며, 직무수행에 있어 

갈등을 유발한다.

“업무에 몰두하면 화가 난 것처럼 보여 친절한 미소를 머금고 일하기를 

바라는 주위의 기대가 부담스럽다.”(김수진 경감. 경찰청 브리핑, 

2014. 7. 1.)

그게 사람들이 막 누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경은 세심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치안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마케팅 홍보를 

너무 많이 했더니만 인간들이 여경을 무슨... (화내듯이) 인생 상담관이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A)

 연구참여자 A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성별을 이유

로 직무수행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직무 요구는 계급이나 ‘짬’이라고 표현되는 경험적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직무수행의 요구는 성별에 근거한 것이

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요구에 대해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는 

것에서는 계급 혹은 경험적 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뚜렷한 경찰조직 

내에서 계급이 낮고,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은 여성 경찰관들

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저항하거나 거부하

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그니까 그것도 아니, 여자경찰관이라기보다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걔[피해자]가 여자니까 어린 여자니까 막 가서 여자가 

가봐라는 식으로. 하고 사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 

(그치) 나는 진짜 내가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를 내가 여자라

는 이유만으로 할 때마다, (억울하다는 듯) 나는 진짜 ‘아이씨 내가 

왜’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그리고 나는 내가 어, 짬이 있었으면 내가 

안 했을 것 같애. 근데, 내가 그때 했던 거는 순전히 짬이 낮아서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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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여서가 아니야. 나는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짬이 있었으면 ‘야 니가 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애. (웃음) 

(A)

  이중적인 기대 속에서 여경들은 여러 전략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

지만, 남성 중심적인 경찰조직은 여경이 놓인 사회적인 조건을 해결해주

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경들은 내근 근무를 하는 부서를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있고,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경들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동원이 많은 외

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안상수 외, 2014). 이는 경찰조직이 

충분한 보육시설을 갖추는 등 여경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경찰조직에서 노동 개념은 육

아나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근

무조건이나 근무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 그러나, 여경들이 놓인 

사회적 조건과 여경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조직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여경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여경에 대

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여경들을 “여성인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민폐’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안상수 외, 2014: 376). 근무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여경을 비난하는 조직 분위기는 외근 근무를 주로 하는 보직에서 여경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 직무 분리를 강화시킨다.

  여성으로서 처음 치안정감이라는 계급에 올라간 이금형 전 경찰대학장

은 성별을 이유로 한 보직 배치를 거부한 일화를 소개하였다.82) 이금형 

전 학장이 중복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국장에 발령하려는 지시에 

대해 거부한 이유는 “여경의 한계”로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

혔다. 이금형 전 학장은 여성의 능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업무에 매진하여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극복하려 했다. 

82) 「주간동아」. 2013. 4. 15. ““성차별·보직 차별 오직 실력으로 극복했다” 첫 
여성 치안정감 이금형 경찰대학장”. 조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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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못할 게 없더라. 가장 힘들었던 건 똑같은 간부로 안 봐주고 여성

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었다. …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성차별을 극복했다. (이금형 전 경찰대학장. 2013. 4. 15. 「주

간동아」.)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 경찰 직무

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고 여경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여경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

직 배치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남성 중심의 경찰 직무가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되도록 한다.

6. 소결: 검거-보호 이분법의 문제

  현장에서 성별 직무 분리는 가해자를 검거하는 일과 피해자를 보호하

는 일 사이의 분리에서 출발한다. 검거와 피해자 보호는 둘 모두가 동시

에 강조될 때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둘을 

구분하는 이분법 안에서 각 직무의 성격과 직무를 수행하는 성별을 나누

고 전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찰활

동의 본질을 범죄 소탕 업무로 파악했던 것에서 비롯된다(Young, 

2011). 현장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검거’로 설정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직무는 주변으로 밀려난다. 또한, 검거를 중심으로 하는 경찰

활동은 직무수행의 주체로서 남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검

거’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여성성으로 치환하면서, 경찰청은 여경

을 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였

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거=남성, 피해자 보호=여성”이라는 논리에 

따른 직무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위계

적인 분리로 나타났다. “진정한 경찰 업무”(Rabe-Hem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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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외의 업무에 여경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그에 따라 여경이 수

행하는 업무의 가치가 낮아지는 메커니즘은 여경이 피해자 보호라는 특

정한 업무에 게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검거와 보호의 이분법을 지지

하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요구받는 여경들은 각자 다른 대응전략을 통해 조직 내 스스로

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경찰 업무의 개념이 

유지되는 한, 여경들은 모순된 존재로 남아 있게 된다. 조직 내에서 온

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여성 경찰관들의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

도를 낮추어, 여경이 담당하는 피해자 보호 업무의 질을 낮추게 된다.

  검거와 보호를 나누는 이분법이 성폭력 수사에 적용되면서 여경조사원

칙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성폭력 수사 업무는 전체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 조사가 분리되어 진행된다. 경찰관들은 피해자 보호에 요구되는 전문

성을 갖추려는 노력 없이 민원을 넣는 피해자를 ‘예민하다’라고 치부

하거나, 피해자 보호 자체를 검거와 분리하여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단순하게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혹은 피해자 보호 업무

에 여성이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대부분 유

일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과정은 가해자의 검거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중요하다. 경찰관들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

해자로부터 “민원을 맞기 싫어하는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

한다. 오히려 다른 범죄유형의 사건보다 피해자 보호에 더 초점을 두어

야 하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사건을 수사하는 전문성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직무 분리로 인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며 어

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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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별 직무 분리의 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나고, 성폭력 2차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 

도입된 ‘여경조사원칙’은 2018년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

찰조직 전반의 피해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으며, 여경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여

경조사원칙’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는 

검거와 보호의 이분법에 따른 것으로 직무 간 위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

기서는 이러한 직무 분리의 효과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1. 초동조치

  성폭력 피해자는 처음 만나는 경찰관의 인식이나 태도를 통해 경찰조

직 전체를 평가하게 된다. 112신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접수83)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찰조직에 대한 이미지와 이후 사건 진행에서의 태도는 

지역경찰의 초동조치 단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초동조치 단

계에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이후 단계에서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기 쉽고, 

피해 경험을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찰의 경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형식적으로 대할 때, 전체 사건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83)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폭력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의 수사단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피
해자신고로 약 41.69%를 차지하였다. 현행범 체포나 타인신고를 통한 지역경찰의 출
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이 지역경찰일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초동조치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란 현재 시스템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
는 죄명들을 별도로 분류한 것임. 경찰청 홈페이지, 2019년 2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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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칠 수밖에 없다.

1) 여경 전담 = 피해자에 대한 ‘배려’이자 ‘더 편한 일’

  다른 유형의 사건과 달리, 성폭력범죄 신고 현장에는 여경이 우선으로 

출동하며, 현장에서부터 수사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여경이 전담한다. 남경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하는 ‘검거’에 준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초동

조치 단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별에 따른 분리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

으며, 이는 초동조치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인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의 초동조치 단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질문

했을 때, 여경인 연구참여자 A가 피해자와 관련된 절차를 중심으로 진

술하였던 것에 반해, 남경인 연구참여자 B는 피의자를 인계하는 것을 중

심으로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여성이, 검거 관련 업무를 남경이 수행하는 직무 분리가 조직 내

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내가 가서 피해자 진술 청취하고, 그 뭐 샤워했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고, 초동조치... 피해자 진술 듣고, 원스톱 전화해가지고 지금 인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진술서 받거나, 씨씨티비 같은 거 있

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응. 여성병원이나 그런 데 인계를 하고. 하고 이

게 법적으로 그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인계를 하던가, 여경이 

진술을 받거나 하는데 그거는 조사잖아, 간이진술서만 받는 거지. (A)

딱 이제 신고가 발생되면은 (네) 진술을 딱 들어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 상대방, 그 남자[피의자]를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음~) 현행범 체

포를 하던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인적사항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이 도망가지도 않고 직장이 있고 집

이 있고 하면 우리가 임의동행 한다고. (음 네네) 임의동행 하고 우리가 

이 여자[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냅니다. (…) 거기[해바라기센터

에] 이제 우리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이제 [피해자가] 아가

씨가 됐든 학생이 됐든, (네)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서 일단은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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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씨[피해자]는 그렇게 보내고 남자[피의자]는 우리가 체포를 하던지 임

의동행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B)

  연구참여자 B의 진술에서는 지역경찰이 하는 피의자의 신병처리와 해

바라기센터에 있는 “여직원”이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일이 분리

된다. B는 자신을 포함한 남경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반면, 피해자를 

대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여경을 “여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B의 인식 속에서 성폭력 초동조치 업무는 부서에 따라서 뿐 아니라, 해

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성별

에 따른 직무의 분리가 반복될수록 분리가 근거하고 있는 관념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남경과 여경이 분리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시되기 쉽다. 이러한 분리는 통합되어

야 할 사건처리 업무가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넘어, 이들 직무 사이

에 핵심과 주변이라는 위계가 만들어질 위험을 함축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동조치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경

을 배치하는 방식의 직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체로 긍정하고 있었

다. 이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일은 ‘같은 성별의 경찰관

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며, 여성의 젠더 감수성이 남성보

다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여경

인 자신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일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

려”라고 표현하였다. A는 피해 여성이 생물학적 남성을 불편해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동료 남경의 젠더 감수성이 낮은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

에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 그거를 여경이, 피해자를 상대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한 배려지. 근데 그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응응) 왜냐면 물론 우리는[경찰은] 남자나 여자

나 아무나 하면 편하지. 그거는 실무진 입장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

지 않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피해자를 배려해줄 만하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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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여경이 남경보다 젠더감수성이 높을 것 같

고.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그리고 피해자도 그냥 같은 성이기 때문에 말

하는 게 편한 게 있을 테고. 그래서 여경조사원칙을 하고 있지. (E)

  한편,“배려”라는 표현은 해당 행위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이 아

니라, 규정되어 있는 업무 범위 밖의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경찰조

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피해자 보호 자체가 ‘업무’의 일종으로, 

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생물학적 여성

으로서 여경이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고

민하는 전문성의 차원으로 논해지지 않는다. 경찰활동의 핵심은 ‘검

거’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Rabe-Hemp, 2009; Young, 2011) 

피해자 보호는 이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이며, 조직 내에서 중요하게 인정

되지 않는 일이다. 경찰조직 내에서 피해자 보호는 공식적인 업무, 피해

자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피해자의 편리를 위

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검거중심주의에 따라 설정된 직무 사이의 위

계는 ‘폭행 현장에 출동하는 일’과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

는 일’ 사이의 구분에서 나타난다. 남경이 주로 수행하는 ‘검거’에 

준하는 업무는 ‘경찰다운’ 일로 여겨지지만(Rabe-Hemp, 2009), 여

경이 주로 수행하는 피해자 관련 업무는 주변부로 밀려난다.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는 등 남성적인 업무 수행을 보이는 검거 중심의 업무에 비

해, 후자의 업무는 업무 강도가 낮은 일, ‘더 편한 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다른 사건의 초동조치를 하던 중이라도, 성폭력 신고

가 접수되면 성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한다고 진술하였다. 성폭력 사건에 

여경을 우선 투입하는 지역경찰의 관행에 따라 여경은 다른 유형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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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빈도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 신

고 현장에 우선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

운 일로 여겨지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업무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

자 보호 업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성격의 위험 부담에 대한 고려 없

이, 다른 사건의 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검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경찰활동

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여경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외의 부정적

인 시각으로 인해 여경의 업무 능력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맥락은 삭제된다. “신체적인 위험”을 피한 것만으로 여

경은 조직 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상정되며, 남경에 비해 ‘더 

편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초동조치하고. 그리고 그런 

거[성폭력 신고] 있으면 내가 진짜 그때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면 사람들

이 나를 부르지. 아니면 다른 순마[순찰차]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넣고 나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A)

어차피 그 여성 그런 데[성폭력 신고 현장에] 안 가면은 또 다른 신고를 

뛰어야 되니까 여직원들도. (아)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사무실에서 대

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일상적인, 자기 뭐 예를 들어 주취자 

신고 나가서 처리할 때도 있을 거고 폭행도 다 처리할 거 있을 텐데, 오

히려 성폭 같은 거 진술받으라 그러면 더 편할 수도 있지. (음) 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위험 부담도 없고. (네) 남직원, 남자 직원 하

고 같이 차를 타가지고서 폭행 현장 나가면은,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건 좀 조금 신체적인 위험도 따르잖아.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성폭

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달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B)

  여경이 수행하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이는 일임에도 조직 내에서 경시된다. 남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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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에서 이처럼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에 여경을 배치하는 

관행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핵심 업무 바깥에 있는 일을 반복적으

로 수행해야 하는 여경들에게 성폭력 피해자 전담 업무는 또 하나의 

‘동원’이 되어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주변화된 업무에 계속해서 여경이 배치되는 방식의 직무 분리는 여경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어떠

한 동기도 부여해주지 못한다.

2) 피해자 관점과 연동되지 않는 지역경찰활동

  경찰조직 외부에서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관점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하여, 조직 내부에서는 피해자 관점이 성폭력 사건의 

초동조치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피해자 관점은 

피해자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여경에게만 요구된다. 

그러나, 여경에게 피해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하는 것조차 여경에게 

피해자 관점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경이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또한, 피해자 관점에 대한 강조는 조직 외부로부

터 비롯된 것으로,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피해자 관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받지 않는다.

  지역경찰은 초동조치를 하는 부서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접수된 

사건을 다른 부서에 인계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

여 있다. 지역경찰의 초동조치는 처음 경찰을 접하는 피해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계이지만, 정작 지역경찰에게 특정한 범죄의 사

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가끔씩 왜 나는 나의 당위성을 내가 쟤[피해자]한테 설명해주는지 모르

겠을 때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나의 뜻을 곡해하는 나중에 나만 민원 맞

는 거니까. (…) ‘일단 피해진술서를 쓰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피

해자]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무턱대고 뭐 내가 괜찮은

지 물어보지도 않고 진술서부터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나는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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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힘드신 건 알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가장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현실적

으로 되게 범인을 잡기 힘들다,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웃음)

하면서 ‘내가 매일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이야. (A)

  젠더 감수성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

폭력 사건처리 업무에서 강조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처럼 여경이 성

폭력 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직무의 분리는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동조치 단계

부터 이후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사건처리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자 관점을 갖추지 않은 사건

처리는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직무의 분리는 남경을 성폭력 사건처리에 필요한 젠더 감수성을 훈련

할 기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앞서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방

식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여경은 성폭력 사건을 높은 빈도로 경

험하게 된다. 이에 반해, 남경은 성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피해 

여성을 접할 기회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성폭력 사건을 경험할 기회에서 

남경이 누락되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남경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

해도와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미 경찰

조직 내에서도 여경에 비해 남경의 젠더 감수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의 분리가 반복될 때 남경의 감수성 문제는 악

화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2차 피해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

는 경향을 보였다. B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100% 믿고” 피의자

를 입건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젠더폭력

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의 사건처리가 남성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 장애자, 여자, 아이들 말을 우선적으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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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우리가. (웃으면서) 그니까 좀 남자들한테 좀 불리해~ (…) 또 

그게 남자들한테 좀 불리해도, 뭐 나중에 이제 재판 가가지고서 그 남자

가 그 무혐의로 나올지언정? 우리는 여자 진술을 100프로 믿고 처리한

다고. (…) 설사 그게 합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 무조건 처벌을, 처

리를 하죠. 아가씨가, 상대방이, 피해자가, 여자가 뭐 2년을 사귀었든 3

년을 사귀었든, 뭐 그냥 ‘폭행 당했다’, ‘성폭 당했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처벌해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형사계 가서, 여청과에 가가

지고서 그걸 뭘 털든지84), 뭐 진실이 나오든지 둘째 치고. 일단은 우리

[지구대 경찰관]가 그 남자[피의자] 우리가 입건시켜버려요 우선은. (B)

  경찰조직의 인력 구조상 여경이 항상 모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여경의 공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남경들의 낮은 

젠더 감수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유발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를 대할 때,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며, 전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신

뢰를 주기 어렵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파악하거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사건을 인계하는 과정, 간이진술서 작성을 위해 안내받는 과정 등 피해

자가 지역 경찰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다.85) 경찰조직 내 성폭

력 사건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도, 지역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직무의 분리는 검거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단절을 정당화하고, 그에 따

라 피해자 관점을 전자의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피해자 

관점이 초기 상담 과정, 간이진술서 작성 업무를 맡은 여경에게만 요구

되는 것이며, 이외의 절차나 남경에게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조직 내부의 

이해를 고착시킨다.

84) 사건을 ‘턴다’라는 표현은, 연구참여자 B에 따르면 “사건이 안 될 것 같은 건을 
발생보고를 띄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훈방조치를 하는 것도 포함된
다.

85)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사건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 된 바 있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다(이승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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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대한 업무 전가

  수사 단계와 달리,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임의적인 형태의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여성 인력 부

족의 문제와 지역경찰 업무에는 남성의 신체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인

식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경찰의 성별 분포상 모든 성폭력 사건을 여성

이 전담하도록 할 수 없으며, 모든 성폭력 신고 현장에 여경이 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성폭력 신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고 있는 현재 성폭력 초동조치 업무분장

은 지역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성별에 상관없이 지역경

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 초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경찰로 근무하는 경찰관 수가 상당히 많으며86) 

경찰 인사에 따라 근무부서가 자주 바뀌다 보니 이들의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도 혹은 젠더 감수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신고 접수되는 

전체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의 빈도가 많지 않다. 이러한 조직구조에서 지

역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상 확보되기 어렵다. 경

찰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 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같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지

역경찰을 출동하도록 코드를 지령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 코드 번호를 

지정함에 따라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출동 여부가 결정된다. 112종합상황

실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성폭력 사

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을 

현장에 함께 출동하도록 지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사건을 무책임한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86) 2017년 말 기준으로, 지역경찰의 수는 47, 186명으로 전체 경찰관 수의 약 40%
에 이른다. 경무(홍보), 감사, 정보화장비, 생활안전, 지역경찰, 수사, 교통, 경비, 정
보, 보안, 외사, 부속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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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청수사팀은 중요 사건에 대한 현장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아~) 112 신고에 대한. (네네) 그 이유는 당연히 지역경찰이 젠더 감

수성을 담보할 수 없는 체계니까. (…) 이제 112 신고를 접수를 하면은 

코드 0, 1, 2, 3 중 하나를 찍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한 1, 2, 뭐 0, 1, 2, 

3이면, 1까지는 출동을 해야 되고. 그거는 전화 코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넘는 게 한 80퍼 이상이다. 왜냐면은 그냥 판

단이 어려우니까. 지역경찰에서 판단을. 그래서 이거를 사실, 다 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니까 무책임하게 찍는다. 이렇게 여청에서 얘기가 나오

는 거야. (E)

  이러한 구조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요구되

는 전문성을 외면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는 수사뿐 아니라 전체 사

건처리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 관점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감수성을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서 근무하는 경찰관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찰관에게 미

루는 무책임한 태도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근무하

는 경찰관들은 업무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여청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높은 비율로 성폭력 신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하

고 있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다.

2. 조사 시기 및 방법 결정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 조사는 전 사건처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87) 피해

87)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조사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질뿐 아니라 
인적 증거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중 후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소 유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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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시기를 조정하고, 

조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술의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잘 준비된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줄이고 더 풍

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조직 외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조

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지침들이 뒤따라 등장하고 

있다.88) 그러나 검거가 피해자 보호에 우선하여 강조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현

장 경찰관들은 피해자 관점을 요구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긍정하기도 하

고,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 피해자 전담 업무와 여경의 전문화 노력

  : 반복진술 최소화 및 증거능력 제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여경들은 피해자 관점을 갖

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초동조치 이후부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만 개입

할 뿐 사건 전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끝나는 재

판단계까지 고려하는 전문성이 나타난다. 조사 시기와 함께 조사 방법이

나 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관점을 갖추고 피해자 보호와 양

질의 진술증거 확보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주요 내용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소재, 사건의 심
각성 등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신주호, 2010; 허선주·
조은경, 2012: 389에서 재인용).

88) 경찰청은 「피해자보호 표준교안」을 통해 수사관들에게 ‘피해자에게 질문할 때는 
why형 질문이 아니라 how형 질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대상범죄 근
절 추진단은 2018년 9월 중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조사 과정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할 것, 피해자를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 줄 것, 피해
자를 탓하는 태도 등을 삼갈 것, ‘피해자다움’의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의심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당부하였다.



- 101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참여자 I는 성폭력 피해자

의 진술을 최소화하고 최초 진술을 통해 증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조정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기존에는 상담사를 통한 상담 

이후에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문제 때문

에 전문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는 방식으

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

는 것인 동시에,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초기 면담 자

체도 상담사를 안 거치고. 처음에는 상담사를 거쳤어요. 처음에 초기 정

착 단계에서까지는. 그니까 두 번 말하잖아요. 상담사한테 말하고 또 우

리한테 말하고. 그니까 아이[피해 아동]는 다 말한 거 여기서 또 물어보

니까 우리는 빠지는 내용들이 생겨요, 정작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그

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특히 진술 또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가 또 이게 좀 하기도 싫어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바로 그건 경찰관

이 거의 먼저.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경찰관이 다 진술조력인, 속기사, 

국선변호사 다 조정을 하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

요, 지속상담이. (I)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I는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

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자 진술 시 조사실에 

들어가는 전문가들의 수를 조정하였다. 또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

이고 재차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

면서 어떤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지 검토하고, 굳이 필요한 서류

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에게 요구하여 첨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자 조사에 집중할 때 더욱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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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수사에도 긍정적이며, 나아가 공소 유지에 유리하

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I의 사례는 피해자 보호와 검거를 위한 증거 

확보가 단절되어 있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이 통합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검거’ 담당 형사와 피해자 보호 여경 사이의 권력 위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경들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수사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

지만,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여경들의 의견에 따라 조사 시

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검거와 보호 사이의 위계

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여경 사

이에 권력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처리에서는 피해자 보

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의 의견이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건 담당 형사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여경은 각각 피의자 검거

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다른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무를 수행

하는데(정웅, 2015), 권력 위계에 따라 후자의 중요성은 무시된다. 정웅

(2015)의 연구에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수사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여경

들은 피해자 보호 전문 인력과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나 지역경찰과의 업무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응

답하였다.

  다음의 사례들은 성폭력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만, 검거우선주의에 따른 사건처리가 반복될 

때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심

리전문요원인 연구참여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형사

들로 인해 갈등하게 되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수사관들이 자신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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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술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연

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수사관들에게서는 스스로 진술을 받기 어려운 피해

자들에 한해서, 피해자 전담 인력을 통해 쉽게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

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저는 이용당하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딱 정말 미검된 사건. 피해자 말 

들어야 되는 사건. 피해자 설득해야 되는 사건.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 

그런 데에서는 갑자기 되게 막 친근하게. 뭐 사건, 제가 사건반이었을 때

는 사건반장이었을 때는 ‘아 이 형사 좀 빌려줘요. 꼭 필요해서 빌려가

야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하고 (…) 야밤에 피해자 집 앞에

서 잠복하는 거예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자꾸 피하니까 

형사들이 잠복을 가는데 같이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 (M)

  수사관들은 피해자 진술을 받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피해자심리전문요

원에게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사건을 맡기면서도,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조직 내에는 계급이나 수사부서에

서의 경험적 자본을 근거로 한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수사 업무에서는 

검거를 최우선의 목표로 여기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다. 때문에, 전문 

인력으로 채용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의견보다 사건 담당 형사의 의견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들은 피해자

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우선시하거나 

사건 담당 형사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는 현장의 분위기로 인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험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게 어떤 신뢰성도 떨어지고 판타지기 때문에 어떤 도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저희 조직 자체는 경사 얘기를 듣지 않고, 경감 얘기

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라면 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 그때 정말 이주동안 7키로가 빠졌더라고요. 너무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상담가인지 경찰관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

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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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시킬 수 없, 시킬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좀 더 충격을 덜하게 이해를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거라

면, 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 (N)

사실 지금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는. 그런데 영장 쳐야 한다고 [피해자 진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계속 

재촉해가지고 받았죠. 담당자로서 민원을 넣고 싶었지만 이게 피해자한

테 영향이 갈까 봐 안 된다고 말을 못 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하기에는 

빨리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아마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해자를 빨리 잡는 게 피해자한테는 좋다고 생각

했겠죠. (J)

  강력팀 형사들은 적절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거

를 중시하는 기존의 관행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검거를 중심으로 한 수사 업무를 경찰 고유의 업무이자 

핵심 업무로 여기는 조직문화에 익숙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강력

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검거의 부차적인 결과로 왜곡되거나, 

현장에서 강조되는 기존의 가치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존재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이분들[피해자들]의 심리상태나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없어요. (…) 

그분들은 고려를 안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 피의자를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강력G)

  검거가 경찰활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경찰조직에서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진술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형사로서 해야 하는 ‘검거’와 그 결과로서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고려 대상에서 벗어난다. 피해자 보호 및 지

원은 경찰의 역할이 아니고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기관에서 담당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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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태도에 따라 피해자를 무책임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저평가하는 젠더 위계가 작동

하면서 형사의 의견에 따라 조사 시기 및 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은 굳어

진다. 피해자 관점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 좌절되는 경험은 통합지원센터 

근무 여경들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검거를 우선시하는 태도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무리해서 피해

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피의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으로 작용

한다. 또한,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관의 태도는 피해자가 

이후 사건처리 과정에 형사사법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를 진술하는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관점에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

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사실이 경찰조직 내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 조사

  성폭력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피해자 조사 담당자와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를 위한 수사 담당자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89)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여경조사원칙’에 

따라 피해자 조사는 여경이 하지만 사건 담당 형사는 남경인 경우가 많

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경은 성폭력특별수사대

에서 맡은 대부분의 사건과 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하는 일부 사건의 피해

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여성

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며, 경찰조직 

89)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여경이 배당받은 경우 혹은 여성 피해자가 남경의 피해자 조사
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사 전체를 한 사람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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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의 위치에 따라 피해자 조사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평가가 

문제가 된다.

1) 여경들의 ‘동원’과 직무 몰입도 저하

  성폭력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

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여경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법정형이 중한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조사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90)의 여경,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여경 혹은 남경이 분리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직무 분리 결과, 한 사건의 수사를 위

해 두 명의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에 걸림돌이 된다. 

여경의 절대적인 수가 적고, 특히 수사 부서에서 여경 비율이 낮은 편이

기 때문에 여경 인력의 운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

합지원센터에서조차 피해자 조사를 담당할 여경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선 경

찰서 여청수사팀에 여경이 부족하다 보니 통합지원센터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리면 성폭력 피해자가 통합지원센터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진술한 연구

참여자 I는 센터 인력이 부족하여 한 번에 많은 사건이 들어오면, 피해

자를 인계하러 온 지역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대기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혼자 있을 때 사건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건이) 응. 응. 다른 

경찰서에서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경찰서에서 또 발생이 돼서 또 와요. 

신기한 게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이게 야간에 계속 사건이 발생되니까 

제가 새벽 1시쯤에 나왔는데 대기가 또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은 아닌데 

90)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모두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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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건인데. 어쨌든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은 상담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조사하러 앉아 

있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응대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간호사는 또 간호

사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니까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파출소 직원들을 좀 대기를 좀 해달라고. (I)

그리고 근데 원스톱[원스톱지원센터]이 하나로 다 이게, 그 감당이 안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여성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어쩔 수 없어 한계가 있어 가지고. (…) 그리고 막 관계자들 많이 불러야 

돼가지고. 보호자도 불러야 되고. 변호사도 불러야 되고. 녹화도 해야 되

고. (A)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점에서, 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피해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피해자 조사가 신속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

킬 수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도 여경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

자 조사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2018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46개 팀에 여경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다.91) 여경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대근무를 통한 24시간 

근무체제에서 여경조사원칙을 100%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여경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수사부서는 ‘검거’를 주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경

찰조직의 남성적인 문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이다. 이러

한 조직문화가 강한 수사부서에서 ‘진정한’ 경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경은 환영받지 못한다. 유사한 이유로 외근 부서에서 일하는 남경들은 

한 팀에 여경을 두 명 이상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보편적으

로 나타난다. 여경 스스로도 외근이 많고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를 선호

91) 「이데일리」. 2018. 10. 11. “[2018국감]여경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전국에 
46곳”. 최정훈 기자. (2018년 12월 19일 검색).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80866193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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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체로 여성이 육아나 가사노동의 비중

을 더 크게 맡게 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보육시설의 제공 등 복지가 

부족한 경찰조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경조사원

칙 적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여경이 여청수사팀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여청수사팀, 성폭력특별수사대,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여경조사원칙으로 인해 여경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여경 스스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와 별도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 조사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여청수사팀 여경의 지

나친 동원에 불만을 표하는 글에 따르면, 여청수사팀 여경들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외에도 여경들은 여러 가지 일에 동원되고 있다. 여경이 없

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근데 여기[성폭력특별수사대]는 특성이 여경들이 사실은 좀더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피해자가 대부분 다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될 때 사건 담당자가 남성이면, 남자경찰

관이면, 여자경찰관이 (네) 진술을 받아요. 그니까 남자들보다는 실질적

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F)

현재 경찰인원 중 여경의 비율이 10퍼센트가 넘었음에도 형사당직, 강력

팀, 교통사고조사에는 여경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필요시 여청수사팀 

여경을 찾습니다. 우스개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 112신고에 

“여자가...”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떨어지면 여청수사팀 직원을 현장

에 내보냅니다. 자살하고 싶다며 여경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구대 파출

소에 여경이 없다며 여청수사팀 여경을 내보냅니다.

(2018년 5월 17일 “여청과는 호구입니까”92) 중에서)

  업무 과중으로 여경들의 직무 만족도가 하락하는 문제는 조사를 받는 

피해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동원으로 인해 여

92)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경찰관이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현장활력소〉에 작성한 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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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사팀 여경이 느끼는 불만은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서 2018년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

한 결과,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받겠다고 하자 여성 경찰관이 업무량이 

많음을 호소하며 짜증을 내거나, 남성 경찰관에게 받아도 될 사안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하여 이야기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아지면, 정작 자신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성폭력 피해 진술을 듣는 여경은 피해 사

실의 간접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해자 조사는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여청수사팀 여경에게 배당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신

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된다.

  또한, 여경의 지나친 동원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 수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잘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여경은 주로 피해자 진술을, 남경은 피의자 진술을 듣게 되면

서, 사건처리 과정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각각 다른 성별의 경찰관이 하

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통의 어려움

이 발생하는 것이다. 남경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한 

여경은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떤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

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이 센터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여러 사건들 다 하기 때

문에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서 자기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줄 수

가 없고,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피드백도 못 받고. 그래서 역량들이 좀 엇박자가 나가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거든. (G)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로 인해 성폭력 

사건처리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 여경들은 피해자 조사 경험이 많아져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는 높아질지는 몰라도, 피의자 진술을 듣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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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통합적인 수사능력을 키울 기회가 줄어든다. 피

해자 조사 이외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능력의 향상

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수사 전체를 담당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피

해자 조사만을 하는 모든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자와의 관계와 추가로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조직은 여경이 부가적으로 하게 되는 피해자 조사 업무에 별다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는 여경은 

피해자 조사 이후에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 결과를 책임질 권한이 없

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의 질은 조사를 진행하는 여경 개인의 의

지나 수사 경험 등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성별에 따라 수사 인력

이 이원화되는 현재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구조는 여경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역량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수사부서 외 다른 부서의 여경에게까지 확대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여청수사팀의 여경이 팀에 배당된 모든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통합지원센터와 협조하는 것 외

에, 다른 부서의 여경을 동원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여청수사팀의 

남경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다른 부서의 여경들

은 수사 경험이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피해자 관점 등의 

전문성 유무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원된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경험이 없는 여경이 당직 중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

는 등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경이 동원되기도 한다. 피

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어 부적

절한 태도가 문제되거나 양질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생물학적 성별을 근거로 업무 외의 일, 잘 모

르는 일을 해야만 하는 여경들은 형식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

다.

2) 형사의 피해 감수성 결여와 ‘민원’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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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피해자보호 표준교안」을 통해 수사관들에게 ‘피해자에게 

질문할 때는 why형 질문이 아니라 how형 질문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서 이러한 질문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들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 외부

의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구

참여자 A와 D는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조심하고, 질문하는 이유

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

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A는 피해자를 고려하여 질문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민원을 불러오는 일이 되

지는 않을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거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지, 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그때 무

슨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업무상 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망을 못 갔을 수도, 저항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왜 못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 (C: 맞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그게 이 이차, 요즘에 미투 하

고 하면서 (네네) 이차피해 뭐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솔직히 뭐가 잘못된 

거냐.’ (…) 그런 걸 알아야지 수사를 하는데 이제 좀 일률적으로, 요즘

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D)

  연구참여자 D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말 잘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미투 운

동’을 비롯해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격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 최

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 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조

사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민원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대

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해 남경들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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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남성 형사들의 피해자 관점 이해는 더더

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 관점을 갖추는 일은 피해자 보호가 중

요한 성폭력 사건처리에서 강조되어야 하지만, 경찰조직 내에서 꼭 필요

한 핵심 업무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조직 내 성폭력 수사 업무의 위상은 여경이 피해자 조사를 하여 

2차 피해 발생 등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친다. 직

접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문 남경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감수성

을 향상하고 피해자 관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비판받지 않는

다. 그러나, 여경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담당 남자 형사가 피해

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 D는 사건의 피

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자 조사

를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남성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접해본 경

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오해하거나, 피

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기존의 편견이나 예단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 사건이 민감한 사건이고, 피해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태도는 민원을 맞기 쉽다는 사실을 

그만큼 사건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피해자

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가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을 접수하는 경

우, 이를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돌리지 않고 피해자가 예민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 사건처리에 힘썼는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가해자화’하는 데까지 이르

기도 한다. 경찰서별로 고객치안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 경찰서 내 한 

명의 경찰관이 민원을 접수받는 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모두

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민원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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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사건처리의 목적에서 피해자 보호

보다는 민원을 받지 않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주객전도의 상황

이 발생한다.

형사 분들은 처음에 열정을 내서 피해자 업무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 경

찰 특성상. 또 이제 민원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정이 뚝 

떨어져서 아예.. 약간 피해자를 가해자화. 안에서는. 이렇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N)

개인적으로 각 형사들이 하는 경험이 민원을 맞는 그런 피해자들. 형사

들 말로 진상을 자꾸 만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상인지 아닌지 내가 가

려내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진

상 같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M)

  경찰관들은 ‘성폭력 피해자는 예민하다’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사건

을 대할 뿐,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사

건을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를 ‘예

민한’ 사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들춰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경

험’으로 여기는 것은 순결한 피해자를 전제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

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 여경들은 이렇게 피해 감수성

이 없는 남성 수사관들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센터 여

경들은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남성 수사관은 

형식적으로 민원에 집중한 채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남성 수사관들

이 예단에 따라 피해 사실을 판단하거나 성폭력 통념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는 센터 

여경들의 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 또한 담당 수사관을 신

뢰하기 어렵고, 자신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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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와 ‘기피부서’

  앞서 제2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 사건처

리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성폭력과 관련된 많은 변화가 생겨났

다. 성폭력 수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수사체계가 정

비되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조항과 이에 따른 경찰조직 

내부의 규칙이나 매뉴얼이 갖추어졌다.

  ‘미투 운동’이 최근 몇 년간의 사회현상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정

도로, ‘성폭력’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

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됨에 따라 경찰조직에서는 적용되는 법률이나 

매뉴얼을 숙지하고, 해당 절차를 지키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성

폭력 사건처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사회 한편에서는 존재하며, 경찰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성이 중요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은 검거

우선주의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업무를 경시하는 조직문화와도 관련된다. 

남성이 주로 하는 업무를 ‘핵심’ 업무로 여기는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

면, 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 보호는 주변적인 업무로 위치

지어진다(Rabe-Hemp, 2009). 이에 더해, 전체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는 중요한 업무로 여겨지지 않고, 수사관들이 느끼는 어려움

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피해는 주로 아

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 큰 

비중이 있지 않다.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검거우선주의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

은 수사 경력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저평가하고 경찰 업무에 꼭 필요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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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은 스스로 피해자 보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여청수사팀 여경을 동원하는 왜곡된 

상황이 일어난다.

피해자보호는 여청과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즘 중요한 이슈라면 각 부서에서도 

스스로 피해자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성 피해

자를 상담하고 조사하는 일을 여경이 해야 한다면 지구대, 파출소, 형사

당직, 강력팀, 교통사고조사 등 각 부서에 일정비율 당연히 여경을 배치

해야 할 것입니다! (…) 각 부서에서는 여경과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단

점은 떠안고 싶지 않아 인원은 뽑지 않으면서 여경이 필요할 때면 여청

수사팀 여경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여청과는 호구입니까” 중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여경을 선호하지 않지만, 여성과 관

련된 사건에서만 여경을 찾는다는 사실은 경찰조직 내 ‘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많은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경찰의 남성적인 조직문화는 

경찰조직 내 여성의 필요성을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거나 여경을 여성

성을 체현한 존재로 보는 제한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있는 기제임이 드러

난다. 경찰의 핵심 업무로서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역량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나타난다. 

전문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전에 여성에게만 당연하게 기대되었던 속

성, 즉 감수성, 돌봄, 섬세함, 친절, 청렴함 등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감수성이 사실은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청수사팀 여경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청수사팀에서 다루

고 있는 범죄유형의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

이 필수적이며, 여청수사팀 여경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

대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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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성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성폭력 수사 업무

를 담당하는 여청수사팀은 ‘기피부서’로 여겨진다. 업무량이 많고 사

건 하나하나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많아

지고 있으며,93)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켜야 하는 절차

가 추가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 외부의 주목을 받는 사건

일수록 작은 허점에 대해서도 높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

루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도 다른 부서의 업무에 비해 큰 편이다.

여청 파트는 [애로사항이] 좀 있어. 이제 신생 보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 다 인원도 부족하고,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음...) 점점점점 늘어나고 안 하던 일들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이 많지. (…) 지금 제일 기피

부서야. (웃음) (G)

여청 업무도, ‘여청이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여청으로 오기 싫어

하는 이유는, 업무가 일단 다 형사나 강력이나 이런 데보다도 업무량이 

적은 업무량이 아니고, (음, 네) 업무량을 떠나서 굉장히 예민하기 민감

하기 때문에. 가폭 사건, 아동학대 사건, 실종 사건 이거 잘못하면 어떻

게 돼요. 이게 한 큐에 다 가버리는 거야. 성폭력 사건? 이거 내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나 스스로 조심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고민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피해자한테 뭔가 실수를 했을 경우, 또는 법률적

인 절차를 제대로 (네네) 이행하지 않았고 거기서 어떤 허점이 발견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직의 (네) 조직의, 그리고 우리 부서의 존폐의 문제인 거죠. (F)

또 여청수사가 문제가 뭐냐면, 여청수사가 신생, 신설 부서고. 되게 민감

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인정, 뭔가 다른 중요한 부

93)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실제로 성폭력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암수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성폭력 피해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
니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정착하고, 피해자들 간 연대의 의미가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김보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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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여겨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민감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선호 부서가 아니야. (E)

업무량이 많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청

수사팀에서 오래 근무하여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

을 가진 경찰관을 찾기가 어렵다. 기존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거나,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여 여청수사팀

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처리 경험은 

물론 수사 경험조차 부족한 신임 경찰관들이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여경들이 대부분 초임이야. 신임 

일, 이삼년 신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근데 물론 또 이런 얘기도 

해. 이게 성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보다 백지인 사람들을 높이는 게 쉽다는 거지. 근데 

이제 수사 역량이 부족하지. (그렇겠네요.) 수사 능력이. 감수성은 금방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수사 역량은 부족한 거지. (E)

  신임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것이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나 피해 감수

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거꾸로 여청수사팀 업무를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평가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 여

청수사팀이 ‘기피부서’로 남아 있는 한, 경찰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성

폭력 수사 역량이나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지 못하는 상태

가 반복된다.

  수사 인력의 이원화는 조직 내에서 여경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건 담당 남성 수사관이 여경이 작성한 피해자진

술조서를 접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

요한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여경의 능력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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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종합적으로 사건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조서를 토대로 여경의 수사능력을 낮게 평

가하는 남성 수사관들의 태도는 여경이 피해자 조사를 위해 노력할 동인

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며, 조직 내 여경의 위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잦은 동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되는 경험은 여경들의 낮은 직무만족도를 심화시킨다.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경찰관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의 진

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찰관들에 비해 성

폭력특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서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H는 경찰조직이 조직 외부의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근무하

는 연구참여자들은 성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직 내 부서 개편의 역

사와 그 배경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 수사 업무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F는 “일하는 건 재밌죠”라고 진술하

는 등 직무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은 경찰처럼 이런 성폭이나 피해자 보호나 아니면은 성폭에 대한 수

사 자체를 같이 맞물려서 막 그 흐름을 타고 변화가 되는 거는 경찰조직 

밖에는 없어요. (H)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직무의 중요도 인식은 경찰관 개인에게는 직무 몰입도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가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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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

무가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성격의 직무인지 아닌지는 해당 부

서의 경찰관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다루고, 업무능력이 저

평가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서 직무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신임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연구참여자 F는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

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자원하는 편이며, 다른 부서에서 근무

하다가도 다시 전입하여 돌아온다고 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인력이 분리되는 구조와 그에 따른 권한 

부여 또한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 간의 차이를 불러온다. 

연구참여자 F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비해 인원수와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

능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속한 팀에서는 사건을 한 사람씩 배당받아 담

당하지만,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팀원들이 함께 참

여하고 있다. 사건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팀원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

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피의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도 한 명이 배당받나

요?)

한 명이 배당받아요. 한 명이 배당받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 투입

이 되죠. 주 수사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조 서브로 해가지고 쫙

쫙쫙쫙 다같이. (…) 여기[성폭력특별수사대]니까 가능한 거야 일선 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만큼의 역량이 되는 사람도 없지. 근데 여기

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F)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도 피해자 조사는 여경이 담당하고 있지만, 여경

이 피해자 조사 외의 수사 전 단계에 참여하면서 협조하는 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해 ‘사건



- 120 -

을 만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피해자 조사에서부터 사건 송

치까지 성별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구조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사건 담당 남성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만을 위해 여경을 ‘동원’하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업

무와 역할의 경계가 뚜렷이 나누어져 있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위계적이

지 않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을 수사하는 일에 더 

열의를 보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능력 또한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키우고자 하는 동

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4. 피의자 조사 및 사건 송치를 위한 수사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증거를 수집하

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 과정을 말한다. 여청수사팀

에서 근무하는 남경의 경우 센터 혹은 여청수사팀 기타 부서의 여경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파악

해야 한다. 여기서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1)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 접근 제한

  피해자 조사를 여경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 인력의 이

원화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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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정보권”이라고 명명한다(이재

상·이호중, 1993: 166; 장필화, 2003에서 재인용). 경찰은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94),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보권

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자신이 피해를 진술한 경찰관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르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거나, 신뢰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G는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를 얻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자 피해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음... 불편하기도 하고 신

뢰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건을 이쪽으로[담당 

수사관에게] 아예 넘겨버리니까 내가 처음 마음을 열어놓고 조사를 했

던,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조사관[여성 경찰관]은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맥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내 사건을 물어보기도 껄끄럽고. (G)

  형식적인 절차 진행 외의 정보에 대해 피해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사건 담당 형사가 남성인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담당자가 아닌 여경을 통

해 피해 경험을 진술하며 자신의 사건 담당자를 접하는 경험이 거의 없

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경찰관에게 연

락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

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피

해자들은 정보권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외되는 느

낌을 받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장필화 외, 2003).

94) 범죄수사규칙(훈령 제719호, 2013. 12. 16. 개정)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통지 제도를 운영하여 범죄피해자, 신고·고소·고
발·진정·탄원인을 대상으로 사건 송치, 타관서 이송 등 수사 종결 시 3일 이내, 사
건 접수 때부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3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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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흐름’ 없는 수사와 사건 담당 형사의 성폭력 통념 지속

  수사 인력의 이원화는 피해자가 재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피해자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 사

건을 수사하는 남경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조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는 피해자의 비

언어적 표현을 접하지 못하며, 남경이 전달받은 피해자진술조서에는 조

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정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 

수사관은 불가피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의자 조사 

이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칙과 어긋

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C: 근데 할 수 있으면 수사하는 사람이 진술받는 게 더 좋긴 하지.

D: 마무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의자 조사도, 그 사람이 하니까. 

여경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여경한테 피의자까지 조사시키지

는 않으니까. (네) 그럼 내가 또 하잖아. 근데, 아무리 내가 진술을 읽어

보고 해도 내가 직접 거기서 들은 거랑 읽어보고 하는 거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C: 그리고 수사관은 딱, 사건을 딱 받고 (네) 내용을 대충 읽고, ‘그러

면은 이때 여기서 뭘 했는지 확인하고, 이걸 짚고 넘어가고 또 다음에 그 

다음날에 뭐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다’ 딱 머릿속에 있어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팀한테 물

어봐달라고, 그 진술을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전달이 어렵잖

아. (음...)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진술받는 게 더 좋긴 하지.

이 연계구조도 보면은 굉장히 현장 조사관들이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

나가, 자기 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음~) 심증이 생기고 

(네네) 뭔가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그 심리적인 연결고리가 생

기는데, 조사는 딴 사람이 받고 그 서류를 넘겨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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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조사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접하지 못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남경은 피해자 여성의 진

술을 들을 기회에서 배제됨으로써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남경들은 여성 피해자를 직접 조사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 I는 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표정을 보고 피해자 

진술을 직접 들으면서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

다. I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신빙성을 갖게 되는 과정 없이 피의

자의 진술만을 접하는 남성 수사관이 피의자 입장에 더 공감할지도 모르

겠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피해자를 

접하지를 못해요. 근데 피해자를 직접 본 사람하고 서류만 본 사람하고 

그건 사실 느끼는 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동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사관들이 거의 입회를 다 해요. 경찰서에서 조사과정도 다 체

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덜한데 피해자 따로 가해자 따로 이렇

게 하다 보니까 가해자를 조사하는 최종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만 접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 입장에서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센터 근무자

가] 보는 입장은 또 달라요. 피해자를 직접 본 사람은. 설사 피해자가 정

확하게 진술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게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정갈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술은 못 했더라도 그런 심증

을 갖고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오히려 막 가해자

가 막 읍소하는 것만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 피해자에 대한 

그런 감을 잘.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수사적인 입

장에서 봤을 때는. 따로따로 보니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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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의무를 면제받을 때, 남경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넓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다. 실제로 I가 진술한 것처럼,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남성 수사관들

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조사를 참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2018년 7월 16

일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경찰조직 내 피

해자 보호를 경찰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하였다(경찰청, 2018. 7. 16.). 남경을 피해자 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남경의 무책임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수사 관행과는 다른 조사기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타 부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몰이

해가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C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받은 피해자진술조서에 대해 ‘흐

름이 없다’라고 진술하며, 수사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의 근무 경력이 짧은 C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듣거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참관한 경

험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대

한 이해 없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나는 해바라기센터가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이 가니까, 너무 수사랑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거기는 임의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아~) 그냥, 진짜, 진짜 약간 흐름이 없어. 흐름이 없고, 그냥 이거 물어

봤다가, 또 저거 물어봤다가, 그 사람이 대답하면 거기에 또 끌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목소리 높임) 얘기가 거의 대부분일 때도 

있었어. (…) 거기서도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막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필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기에는 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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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C)

  여경은 전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조서를 전달받은 남경은 피해자의 진술

에서 누락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해 각자 

접하는 정보가 다르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전체 수사의 비효율이 초래된다.

  피해자 조사 경험의 누락으로 피해자 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여

청수사팀 남경과 달리,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피해자 조사 경험의 부

족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근

무하는 경찰관들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중심으

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특별수사대 수사관들은 성폭

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통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

자 조사를 참관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을 보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을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다. 

이처럼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글로 작성된 

피해자진술조서만을 접하는 경찰관과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

타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성폭력특별수사대 수사관이] 진술

분석전문가가 필요하고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

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 이 아이의 어떤 태도,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얘가 진짜로 피해를 입어서 진술 자체가 

어디서 훅훅 들어가도 일관되게 자기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느냐, 그래

서 그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H)

우리가[성폭력특별수사대 담당 형사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녹화

를 하더라도 실은 거기다가 해바라기센터 수사관한테 ‘니네가 알아서 

이거 조사받아’ 하는 게 아니라, 담당 형사가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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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F)

3) 피해자 조사 경험의 부재와 조서중심주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언어로 서술되는 것이 중요

하다. 성폭력 사건은 대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의 의견이 배제되고, 

각색되지 않은 상태의 조서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한 틀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압

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강조

되고 있다.95)

  그러나, 경찰관들은 기존의 수사에서 강조되는 조서중심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경찰조직에서는 육하원

칙에 따라 각색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높

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여경들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의 질이 저평

가되는 것에는 이러한 조서중심주의가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가 경찰 수사하는 조사는 딱 육하원칙에 맞게 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 수사의 원칙이다.’ 원칙이라기보다 하튼 잘하는, 수사를 잘하는 사

람. 정확하게 이제 육하원칙에 맞게 조서가 나오는 게 수사를 잘하는 사

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 (E)

  이처럼 각각 다른 방식의 수사를 지향하는 데는 직무 분리의 영향이 

95)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이 모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후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경찰청 브리핑,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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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피해자 조사 경험이 적은 남경은 피의자 중심의 조사 방식에 익숙

해진다. 남경에게 센터에서 강조하는 피해자 관점에서의 수사는 ‘틀린 

수사’, ‘못하는 수사’가 되는 것이다.

  조서중심주의에 따른 수사 관행은 오히려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

성과 상충된다. 특히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지 

않고 피해 경험의 맥락이 담기도록 조사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육하원

칙이라는 틀에 맞춰진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관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공판에서 유리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불리하다. 

연구참여자 G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사건을 둘러싼 피해자의 감정 변화를 구체적으

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의한 강간죄나 이런 거

에 기술돼있는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그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피해자의 심리적 변화라던가 미묘한 변화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

라 (…) (G)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 F는 육하원칙에 맞게 조

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

대로 사건의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능력이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이라

고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G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건 수사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성폭[성폭력] 사건이 고도의 기술 내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

태에서 그 사람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근래에 발생이 돼서 CCTV라던지, (으응 네) 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성폭력 사건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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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뭐냐면 진술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어, 범인을 어찌 됐든 잡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제대로 잘 들여다 보고 그 진술에

서, 진술한 것들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알아

야 되는 거지. (F)

그게 이제, 풀기가 어려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니까 잡는 거, 찾는 거, 

그니까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

고 범인을 잡는 데 집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폭[가정폭

력]도 그렇고, 성폭[성폭력]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범인과 피해

자는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 관계성에서 그 사이에서 중립

을 잘 지켜나가면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하는 파트다 보니까 (…) (G)

  연구참여자 F에 따르면, 이러한 “고도의 기술 내지는 전문성”을 획

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별 직무 

분리로 인해 성폭력 사건 수사의 일부만을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

청소년수사팀의 경찰관들은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갖게 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경험이 부재한 남경에게 이러한 전문

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5. 소결

  이상에서 검토해본바, 성별 직무 분리는 성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성별 직무 분리를 

통해 수사와 피해자 조사가 분리되고 있는데,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임의

적 분리, 수사 단계에서는 제도적 분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피해자 보

호에 비해 검거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는 이러한 분리를 지지하는 기반

이 되는 동시에, 남경이 주로 수행하는 검거와 여경이 주로 수행하고 있

는 피해자 보호 사이에 위계를 부여한다. 이들 직무 사이의 위계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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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건처리의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 내 여성의 위

치를 구조화한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는 경찰조

직 내에서 ‘핵심과 주변’ 사이의, ‘남경과 여경’ 사이의 위계를 유

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의 위계적 분리는 남경의 피해자 조

사 기회 배제로 인한 전문성 약화, 그리고 여경의 전문성 불인정과 주변

화를 낳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2

차 피해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남경의 낮은 젠더 감수성이나 여경의 

전문성 불인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는 남경에 비해 여

경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여경은 많은 업무량과 피해 사실의 간

접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

레스장애(PTSD)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A는 지구대에서 근

무할 때,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별도로 마련된 진술

실에서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해자의 위험방지까지 부담

하고 있었다. 수사부서의 여성 경찰관은 자신의 담당 사건이 아닌데도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난다.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팀 안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남성 경찰관

과 비교할 때 여성 경찰관의 업무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서 

2018년 피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받겠다

고 하자 여성 경찰관이 업무량이 많음을 호소하며 짜증을 내거나, 남성 

경찰관에게 받아도 될 사안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하여 이야기한 사례

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문제뿐 아니라, 여성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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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여경은 피해자 진술을 들으면서 피해자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경

험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발

견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부정적인 경험이 된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쌓이면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감정에 이입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사건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태도에 피해자가 서운한 감

정을 느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경시하는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여경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보상받지 못한다. 여성 경찰관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남

성 경찰관들은 예상하지 못하거나 축소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경찰

관은 성별 직무 분리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겪어내게 된다. 조직 

차원에서도 여경이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보상체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이렇게 여경이 수행하게 되는 직무가 주변화된 업무라는 

점은 여경의 조직 내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초동조치 단계

에서 여경을 성폭력 사건에 우선 투입하는 관행은 여경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 빠지고,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는 사건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는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는 

여경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

해지고 가해자 조사를 포함한 통합된 수사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다. 

분리로 인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나 수사의 전 과정을 경험할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여경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

며, 여성의 주변화된 위치를 고착시킨다. 통합된 수사 경험이 부족한 여

경이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될 때 수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재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여경의 배제를 당연시하게 하고, 여경들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임에도, 조직 내에서 경시되는 모순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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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여경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어떠한 동기도 부여해주지 

못한다. 또한,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도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를 위

해 노력하는 구성원의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검거중심주의로 인해 피

해자 보호가 경시되는 조직문화가 극복되지 않는 한, 성폭력 사건을 대

하는 경찰관들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며, 조직 안에서 전문성과 

경력이 인정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비교된

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는 앞서 언급한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사건의 신속성을 

위해 팀원들이 협조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을 수사하는 부서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정도나, 직무에 대

한 이해도와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일정한 

정도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부서 구분은 조직 전체

에서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특수하고 고립된 범주

로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성폭력특별수사

대’라는 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경찰업무 전체에서 성폭력 사

건은 특수한 것으로, 성폭력 수사는 별도의 부서를 통해서 분리하여 다

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범죄유형에 따라 부서를 구분함으로써 성

폭력 사건의 수사는 특수한 영역으로 고립된다. 사실, 성폭력범죄뿐 아

니라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젠더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성폭

력 이외의 형사 사건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젠더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인정되는 수사의 전문성

은 다른 범죄유형의 수사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폭력적인 현장에서 남성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경력을 쌓은 

여경이라고 해도, 남성적이라고 대표되는 강력팀에 진입하는 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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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경찰조직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에 따른 부서 구분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배타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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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성폭력 수사부서에 여성 경찰관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방식의 경찰청의 대응은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

리와 관련한 기존 논의는 성폭력 사건처리의 문제를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2차 피해와 그것의 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법·제도의 변화와 경찰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한 2차 

피해의 방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관점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경찰관 개인과 성폭력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달리, 조직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접근하였다. 조직 내의 문화와 관행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구조화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경찰조직 내의 성별 

직무 분리가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을 조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

를 청취하여 성별 직무 분리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적용되어 나타

나는 효과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경찰조직 내에서는 경찰 업무의 내용이 검거와 피해자 보호로 분리되

고 있으며, 이들 직무 사이의 위계를 따라 성별 직무 분리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분리는 성폭력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수행

에 영향을 미치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인해 올바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성별 직무 분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논리는 조직 내 여성을 주변화하는 근거가 되며, 분리가 반복

되면서 여성의 주변화된 위치가 공고화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경찰의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모색하고, 이후 분석의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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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찰조직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성폭력 

2차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법·

제도의 변화와 경찰관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시행을 제언하

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접근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표면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조직의 문화와 관행이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을 구조화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강화한다는 페미니스트 조직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확보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별 직무 분리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경찰조직 내 제도화된 성별 직무 분

리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여경 역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경찰조직 

내 직무는 위계가 포함된 방식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중 주변화된 직

무에 여경이 배치되는 방식의 직무 분리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찰조

직 내 여성의 필요성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그에 따라 성격이 

주로 배치되는 직무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

별 직무 분리는 조직 내 여성의 필요성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보여주며, 

여경의 주변화된 위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과의 심층 면

접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직무 분리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하

였다. 제3장에서는 경찰조직 내 검거 중심의 직무 이해가 검거와 보호 

사이의 이분법을 통해 성별 직무 분리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

다. 검거와 관련된 직무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성별 

직무 분리는 직무의 위계와 성별 위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조직 내에

서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는 여경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게토화된다. ‘경찰’ 역할과 ‘여

성’ 역할에 대한 조직의 모순된 기대 속에서 여경의 대응전략이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성별 직무 분리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적용

되어 사건처리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토

하였다. 수사와 피해자 조사로 이원화된 수사구조는 수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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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시하는 방식의 직무 분리는 남경의 전문성 약화와 여경의 전문성 

불인정을 통해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경조사원칙’을 

비롯한 성별 직무 분리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자체에 문

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여경의 조직 내 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

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분리가 계속되는 방식으로는 경찰관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앞서 언급한 수사 인력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으나, 별도의 부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성폭

력 수사 전문성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인의 인식

을 개선하고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현

장의 관행과 조직의 문화를 검토하는 조직 차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을 주장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강조하는 잘 갖춰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

도록 하는 것은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개선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혜화역 시위’를 통해 극단적 형태의 불신이 나타나

는 최근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제도의 변화와 개인의 인

식 개선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의 개선

을 이루기 위해서는 젠더의 동학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수

행을 구조화하는 조직적·관행적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성별 직무 분리 방식을 통해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조직 내 성별 직무 분리는 검거와 보

호 사이의 위계화된 분리에 기초해 있다. 검거와 보호 사이의 이분법은 

검거를 우선시하는 경찰 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전자에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직무에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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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핵심 업무를 남성이, 주변화된 업무를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방식으로 성별 직무 분리가 이루어진다. 조직 내 중요하다고 여겨

지는 이처럼 직무를 검거와 피해자 보호로 분리하는 인식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이 개선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성폭력 사건처리 과

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의 분리가 기초하고 있는 검거우선주의를 해

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거를 중요시하는 데 반해, 피해자 보호를 경시하는 방식의 직무 이

해는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분리하는 

관점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전체 수사과

정 안에 통합되어야 하는 피해자 보호를, 수사와 분리된 잔여적인 서비

스로 인식하게 만든다. 주변화된 업무에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의 직무 

분리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성별만

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러한 방식의 분리가 계속될 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수사 과정 안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될 때, 성폭력 

수사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성별로 환원하

지 않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경찰관의 성별에 상관없이 제공되

어야 한다.

  셋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는 현장에 여성 경찰관을 확대 배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

타날 수 있지만,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직 내 젠더 위계가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

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계속되는 한, 여성 

경찰관의 수적 증가는 조직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성 경찰관들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떨

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직 내 뿌리박혀 있는 남성적 문화를 변

화시키지 않고는 여성 경찰관의 수적 증가가 경찰조직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Young, 2011). 여자경찰관 숫자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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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는 것만으로는 경찰조직 내에서 지배적인 집단의 우세한 가치와 

행위들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연구자들을 통해 주장

된 바 있다(김성언, 2006: 142).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에

서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젠더 위계와 

검거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직무 위계에 대한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을 수사하는 부서를 구분하여 두고 있는 현재의 체계는 

성폭력범죄 이외의 업무에 젠더 관점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최

근 폭행 사건이나 사이버 공간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여러 사건

에서 젠더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 외

에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성폭력범죄만을 수사하

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있는 현재의 부서체계 하에서는 모든 사건의 수

사에서 젠더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찰 

업무에서 젠더 관점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에 따른 부서 구분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배타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성별 직무 분리의 효과를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직무 분리를 통해서도 성폭력 사건처

리 과정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의 직무수

행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

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성별 직무 분리 외에도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적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경찰조직 

외부의 사회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직무 분리

를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분석하였다는 것이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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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한계와 연결하여, 본 논문은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숫자의 심층 면접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양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지역이나 연구참여자의 총 근무 경력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 계급 등에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계급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고, 근무 부서에 따라 하위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본을 

통해 분석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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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e Procedures on Sexual Assault Case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Job Segregation by Gender

Beehyun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aises questions agains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s procedural response to sexual assault cases, 

in which police duties are divided by the gender of the police 

officer. The practice is widespread and KNPA currently seeks to 

strengthen such practice. However,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police procedures regarding sexual assault cases; 

that they arise due to the job segregation by gender within 

police organization and the surrounding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ultimately hope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general distrust toward Korean police with sexual assault case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secondary 

damage and have approached at the individual interaction stage. 

In contrast, this study focuse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based on feminist organization studies. This paper 

have used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he 



- 161 -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NPA has hired and deployed limited number of the 

policewomen based on gender, from 1946 – the first time a 

female police officer was employed – to 2018. Social and 

governmental trends often provided the context of the necessity 

of women within police organization. However, separating police 

duties according to the gender norm functioned to justify the 

marginalized position of policewomen. This was realized through 

placing women in non-arrest duties, including protection of the 

victims. Contrarily men were placed in arrest-centered duties, 

which are considered the core task of the police. By far job 

segregation by gender has been consolidated in the field of 

sexual assault cases.

    Practices of gender segregation are being applied in a way 

that disconnects the arrest and victim protection in processing 

sexual assault cases. Consequently police officers often lack 

victim perspective and gender sensitivity throughout the 

procedure. Not only the issue of secondary damage, but delayed 

and inaccurate case processing have become recurring problems. 

Within arrest-centered, masculine organizational culture, the 

police are apt to understand victim protection as concerning only 

the welfare of the victim, and easily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victim protection to the investigation. Such 

tendencies were actually detrimental to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which is the goal of any police 

investigation.

    Policewomen are often placed in counseling or investigating 

female victims on account of their biological gender,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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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d in victim protection because they are seen as who 

embrace femininity and are suitable for protection. Such 

practices, combined with the devalu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duties, contributes to lower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women. 

This reinforces/reproduces marginalization of women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hinders police procedure of sexual 

assault cases from being improv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cent 

response of KNPA to increase female police officer assigned to 

the departments concerning sexual assault cases is problematic, 

and will not be an improvement to the case processing. Job 

segregation by gender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is 

strengthening the hierarchy between arrest and victim protection,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preexisting gender hierarch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olidifies arrest-centered investigation practices. The quality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s can be improved when the 

importance of victim protection is recognized, and the required 

professionality not attributed to gender.

keywords: police organization, gendered organization, job 

segregation by gender, police procedure on sexual assault cases, 

policewomen, gender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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