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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들은 치안현장에서 공권력

의 집행을 책임지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일선경찰관이 나태하거나 복지부동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거나 법집행 권한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경찰관 중에서도 시민들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지역경찰관은

자신의 권한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지구

대, 파출소 경찰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재량(discretion)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문제인 셈이다.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의 강화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본 연구는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를 억제할

것이라고 보아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정

책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더라도, 집행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일선

경찰관이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량 행사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처벌을 집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선경찰관이 체감할 수 없는 경

우 처벌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선경찰

관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

와 무관하게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 행사가 억제되는 점도 발견되

었다.



본 연구는 일선경찰관에게 ‘처벌 수위의 강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더라도 반드시 이들의 재량 행사가 강화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일선경찰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

용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판

단하는 개별적인 의사결정 주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요어 : 일선경찰, 지역경찰, 재량 행사, 처벌 수위 강화, 관공서 주

취소란, 주취자 정책

학 번 : 201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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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점령한다. 길가

에 쓰러져 집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파렴치한, 술

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주폭 등 음주로 인

한 무질서와 범죄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

한 사람들이 만취상태에서 괴물로 돌변한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선경찰관에게 주취자는 치안현장을

더욱 위험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야간시간의 지구대와 파출소

는 주취자의 소란과 난동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경찰관은 주취자들이

퍼붓는 온갖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야만 한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경

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도

‘폭력 경찰’, ‘인권침해 경찰’을 소리치며 거세게 저항한다. 사건을 원만하

게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

이다.

주취자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일선경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중한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매년마다 주취자

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술에 취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

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9

월에는 길가에 쓰러진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난

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불명이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경찰조직이 고질적인 주취자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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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이 아니다. 형법상 적용이 가능한 처벌 규정으로는 재물손괴죄(형법 제

366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모욕죄(형법 제366조) 등이 있다.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제3조 20호), 인근소란(제3조 21호)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 2010년부터 시작된 주폭척결 프로그램은 주취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강조한 형사정책으로 경찰조직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

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 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

란 조항이 도입되었다.

최근 ‘주폭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신설은 처

벌수위 강화를 통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러한 강성 정책을 도입하는 이면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록 일선경찰관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처벌수위가 높아지거나 강력한 정책수단이 도입되는 것은 정책집행자의

손에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는 것으로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 커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일변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

찰조직 내에서 주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나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

다. 일선경찰관은 무사안일하고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도 인천 조직 폭력배 사건과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으로 일선경찰관에 대한 불신의 벽

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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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 폭력배들의 난투극이 발생한지 2시간

이 지나서야 사태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장에 경찰관이 처음

부터 임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폭력배의 난동에 적극적인 대

응을 하지 못한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리고 수원의 오원춘 사건은 경찰의 112 신고체계의 부실함을 전국에 적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범죄 자체도 상당히 참혹하였지만, 범죄현장의 위

치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의 허술한 초동조치에 국민들은 분노

를 참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었던 것일까? 일선경찰관은 분명히 위의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폭력배 사건의 경우 총기를 사용할 근거가 충분하였

다. 오원춘 사건에서도 112 종합상황실의 담당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신고지역의 모든 가택에 대한 수색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총기나 가택수색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기존 일선관료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선관료가 민원인에 대하여 상

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선경찰관의 주장은

이와 다르게 업무상 재량이 전혀 없다고 토로한다. 자신에게 재량이 있

는지 없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일부 경찰

관의 경우는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

진 재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도 나타낸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선경찰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일선경찰관은 치안상황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

율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왜 재량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어떠한 요인이 일선경찰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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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재량을 제약하게 만드는가?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자율적인 의사결정(decision making)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재

량 행사를 억제해야 된다거나 허용해야 된다는 기존의 규범적인 논의를

통해서는 일선경찰관에서 나타나는 재량의 수축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설

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까지 규제기관에서는 어떠한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기준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도 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하거나 양형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성폭력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전자발찌, 약물치료,

보호관찰, 신상공개 등의 강력한 처벌수단이 계속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는 정책목표에 따라 일선관료가 정책집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일선관료는 불명확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 정책집행을 위한 한정된 자원 등 무수한 제약 조건 속에

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을 해야 하는 일선관료는 본질적으로 위험회피(risk-averse)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선경찰관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규정 그대로

법집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서 집행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형

성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처벌수위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은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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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도입하면서 주취자

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음으로 경찰의 주취자 대응 문제는 본 연

구목적에 적합한 정책사례라고 판단한다. 일선경찰관에게 있어서 주취자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처벌 수위의 강화에 따른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 강화에 대

한 인식 변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일선경찰관이 처

벌수준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본인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인 파

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처벌의 강화는 사소한 경범죄마저도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고, 결국 규제의 불합리성을 키우는 결과가 발생한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 규제 회피와 반발을 나타내며, 이로 인

하여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가 위축된다.

일선관료의 재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

었으나 재량행사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 수위의 강화라는 정책집행 변수에 초점을 두

고 의사결정자로서 일선경찰관의 유인과 제약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일

선경찰관의 재량의 다양한 형상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재량의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처벌 수위

와 재량의 관계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의 사례인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도입’ 배경과 경과, 주취자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재량 범위

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죄 도입 이후 발생되는

재량 수축 현상을 조사한다. 그리고 처벌 수위 강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일선경찰관의 재량수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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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일선관료를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한다면 경찰

조직은 대표적인 일선관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

관에 비하여 시민들과 마주칠 상황이 빈번하다. 하지만 모든 경찰업무가

시민들과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기능 중에서 경무, 보

안, 정보, 홍보 등의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선관료의 성격

이 약하다. 지구대·파출소 등의 지역경찰이나 교통경찰은 시민들의 생활

공간(street)에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

업무가 필요한 수사기능이나 집회·시위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유

지해야 하는 경비기능도 시민들과의 접촉이 업무과정에서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일선경찰관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분석의 초점을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지역경찰로 한정

한다. 지역경찰은 몇 가지 업무 특성 측면에서 일선관료의 성격이 분명

하게 나타난다. 첫째,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주요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역주민

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둘째, 지역경찰관은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에서 초동 조치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또는

목격자 등 시민들과의 일차적인 접촉이 수반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

은 범죄예방활동, 현장초동조치 외에도 교통, 경비, 수사 등 다른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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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서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은 전반

적인 경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선관료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지역경찰관은 조직적 특성을 고려해보아도 일선관료의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 경찰조직은 경찰청 본청, 16개 지방경찰청, 249개 경찰서를 설

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27개의 지구대와 1,524개의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총 102,386명의 경찰관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42,661명(41.7%)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한다. 지역경찰이

전체 경찰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계급 구성에서도 일선관료

의 특징이 나타난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지구대장은 주로 경

감(또는 경정)이며 파출소장이나 치안센터장은 경위이다. 일반적으로 순

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위(순찰팀장) 이하인 경사, 경장, 그리

고 순경으로 구성된다. 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 과거에는

간부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위 근속승진 등으로 인해 경위 계급의 비

중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도 순찰요원으로 배치된다.

즉, 지역경찰은 하위계급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대민접점조직으로 표현할

수 있다. Wilson(1978)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계급이 낮을수록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여

지가 많은 지역경찰관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구대, 파출소로 한정

한다. 경찰관의 재량은 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다. 치안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배

정된 경찰관의 수가 다르다. 실질적으로 치안수요가 적은 지역은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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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량이 다르게 나타날 소지도

분명해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관의 재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경제력이나 인구수 등에 따라 치안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따른 편차도 일정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선경찰관이 자신의 재량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행사하는

재량이 단순히 현재 시점의 근무상황에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선경찰관의 행태는 현재까지 경찰조직에서 추진해온 정책에 지

속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각자 학습과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찰제를 중점으로

경찰조직에서 추진해온 정책변화의 추이에 주목하여, 경찰조직의 정책과

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개별 일선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

찰의 근무실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책집행에서 느꼈던 경험도 함께 수

집한다. 이처럼 시간적 분석범위를 하나의 시점에 한정하지 않고 과거부

터 이어져온 제도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정책과

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경찰조직의 실제 정책과정에 근접한 설명

이 이루어져야만 그 맥락에서 일선경찰관이 자신의 재량과 권한을 어떻

게 행사하고 대응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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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일선관료의 재량에 대한 논의

1. 일선관료의 재량의 의의

시민들은 살아가면서 경찰관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될까? 일반

적으로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로 경찰관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범인을 체포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업무가 경찰활동의 전부가 아니

다. 오히려 시민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찰관을 경험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았

을 것이다. 또한 동네를 순찰하거나 층간소음, 주정차문제 등의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경찰관의 모습도 우리의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

다.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상대해야하는 공무원

을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라고 지칭한다. 일선경찰관은 지역

사회에 안전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치안서비스의 주 고객인 시민들을

상대하게 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술적 편의나 정보 제공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패턴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시민들

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에게 있어서 일선경찰

관과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citizen-official interaction)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는 상당한 중요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일선관료의 행태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은 여타 정책결정자나 관리자

와 달리 집행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관리자의 수는

일선관료의 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집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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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매순간 개입하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관료는 시민

들과 인간적 대면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집행현장에서 주관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일선관료의 재량은 일선관료가 집행현장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관료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집행현장

에서 업무처리를 손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대응기제를 만들어낸

다. 즉, 기존에 설계된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새롭게 정책을 해석하고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관

료의 재량행위를 분석할 때는 일선공무원들이 집행현장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Nickels(2007)의 재량 개념에 착안하여 일선 공무원

의 재량을 ‘일선관료가 인식하는 직업상 자율성’으로 정의한다. 즉, 일선

관료의 재량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이창길, 2012). 일선관료의 재량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의 실행 여부만을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재량행위의 여러 가지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선관료가

어떠한 맥락에서 재량 행사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는 곧 일선관료의 인식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관료는 기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어떠한 집행수단의 사

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일선관료는 그에 대한 재량을 행

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권한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일선관

료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재량이 없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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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개념을 ‘직업상 자율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재량을 ‘일선관료의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으로 규정한다면 일

선관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재량 연구는 행정법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입법단계에서 미래에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과 요건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추상적이

고 다의적인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행정기관은 법집행의 세부적인 절

차나 규칙의 권한을 결정한다. 일선관료는 법률에서 규정된 요건을 실현

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법학적 관점에서 재량이란 ‘법집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한의 범위’이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상 구체적인 집행 요건이 명시된

경우 재량은 없는 것이며 법적 제약이 없는 경우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렇게 재량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Nickels, 2007). 일선관료의 자율성은 법률상 요건

외에 조직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선관료

는 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하지만 동시에 법규에 구속받지 않

는다(Maynard-Moody & Musheno 2000, 334). Campbell(1999)은 일선관

료의 재량이 법률상 요건뿐만 아니라 집행조직, 민주사회의 복합 구조에

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되며, 사생활을 근거로 경찰관의

진입을 막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

력에 대한 진입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고 가정폭력 개입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일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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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강하거나 가

정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가정폭력에서 소극적인 개입방법을 사용할 것이다(Saunders, 1995). 가정

폭력 사건에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

우에 법률상 규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권한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

그러므로 Nickels 개념을 도입하여 일선관료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

량을 분석한다면 일선관료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를 도출하고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재량의 개념은 규범적인 의미를 내포해야 된다. Davis(1969)

는 재량을 관료가 실행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의 작위나 부작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유효한 범위(A public officer has discretion wherever

the effective limits on his power leave him free to make a choice

among possible courses of action and inaction.)라고 정의하였다. Davis

의 개념은 법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위를 재량으로 정의

하기 때문에 법규정에 치중되어 있는 행정법적 관점의 재량 개념의 한계

를 보완한다.

하지만 Davis의 재량 개념은 재량행사와 부정부패를 구분할 수 없

다(Kleing, 1996). 일선관료의 부정부패 행위도 실질적인 권한의 범위 내

에 있다면 재량으로 보게 된다. 권한의 일탈, 오남용 또는 일선관료의 부

정부패를 재량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Kleing(1996)은 재량을 “단순히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판단 능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재량을 ‘직업상’ 자율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일선관료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사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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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논의를 한정한

다. 즉, 재량은 권한의 오남용에 관한 부정적 시각에서 통제의 대상이 아

니라 일선관료의 공익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의 노

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Nickels의 정의는 일선관료가 재량을 행사하는 의도와 행동

경로(mechanism)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일선관료의 법집행이나

행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기존의 재량이나 재량행위에 대한 선행연

구, 특히 계량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은 재량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을 고려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일선관료의 법집행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증명하였으나 해당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

선관료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재량을 업

무상 권한에 대한 관료의 자율성으로 정의하여 일선관료의 인식적 차원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선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재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실질적으로 불심검문을 집행할

때 자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2. 일선관료의 재량 행사의 영향요인

일선관료의 재량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단계에서

일선관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일선관료는 정책결정자나 고위 집행자들과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규나 정책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책이

나 서비스를 정책대상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므로 상호작용 과정에

서 업무수행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또한 일선관료는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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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측불가능한 정책환경에서 근무한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일선관료의

재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순양(2002)이

제시한 제량행위의 네 가지 원인변수와 유사하다. 그는 재량행위의 원인

변수로 업무환경 요인, 법규관련 요인, 업무특성 요인, 자체적 요인이라

는 네 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법률상

규정된 권한의 범위, 규제자의 가치관 및 성향, 정책 대상자의 특징, 업

무환경 특성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법률상 규정된 권한의 범위

법률상 규정된 권한의 범위는 법규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이다. 일

선관료의 법집행은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집행수단이나 관료의 의사결

정에 대한 법률상 규정된 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입법기관에서

아무리 법이나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려고 해도 현실세계의 모든 상

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부에서는 집행현장에 대한 한

정된 정보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모호하고 추

상적인 정책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기술된 법조항

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선관료의 재량이

발생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규제정책은 피규제자들 간에 불공평한 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민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선관료의 법집행에 대한 통제가 높다(김윤호,

2013). 피규제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의 시비를 막기 위하여 법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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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일선관료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정

책결정자가 일선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 내

용의 현실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처럼 현실 상황에 비하여 법률 내

용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을 시에 일선관료의 재량은 영향을 받

게 된다.

2) 규제자의 가치관 및 성향

규제자의 개인적 성향 요인이다. 일선관료는 개개인마다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성향이 다르다. 즉,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가치관이나

역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재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업무를 처리할 때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개인

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보다는 고객만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은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비교

적 적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선경찰관의 재량은 경찰활동의 초점을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

회 경찰활동 중에서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전

통적 경찰활동은 범죄 척결에 목표를 설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나 범죄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주요기능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조하는 사

람들은 범죄자 검거보다는 범죄 예방을 경찰활동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

각한다. 즉, 동일한 경찰활동을 수행할 때 경찰관의 인식에 따라 정책대

상자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

다.1)

1)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경찰관이 자신의 역할을 범죄척결자(crime-fighter)로 인식하는

지,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제해결자(problem-solver)로서 보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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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관이 법집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념에 따라 재

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책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초점을 두는지 또는 대응성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경찰관의 행태가

차이가 발생한다. 합법성에 기반을 둔 정책집행은 적법절차(due process)

를 강조하는 반면, 대응성에 초점을 둔 법집행은 시민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관심이 있다. 합법성을 강조하는 경찰관은 일관적인 법집행

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경찰관은

사건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3) 정책 대상자의 특징

정책 대상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일선관료의 재량이 달라질 수 있

다. 일선관료는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시민들을 상대하기 보다

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정서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

찰관은 선량한 사람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행위는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범죄자나 사회적 인물의 경미한 범죄행

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Maynard-Moody &

Musheno 2000, 350).

또한, 일선관료가 대응해야할 고객 집단은 대체로 정형화시키기

어렵다. 일선관료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정책대상자와 관련된 경험을 축적한다. 이렇게 형성된 정책대

상자에 관한 인식에 따라 재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Baumgartner(1992)는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

책대상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 피의자와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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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이의 관계(relational distance)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부부

처럼 친밀한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강간사건의 경우에도 피

의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약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피의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 강력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면식범(intimate

offender)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사건의 경중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권

한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민원인의 도덕적 인격성(moral respectability)에 영향을 받는

다. 사건 관계자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들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에 체포를 비롯한

공격적인 물리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관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거나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과기록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마약중독자, 주취자, 또는 동성애자인 경우에 이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지역사회나 국가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는 사건을 정식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도덕

적 인격성은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노숙

자 우범지역의 거주민이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불행한 사고

(accident by misadventure)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처리한다. 또

한 피해자의 성격이나 평판이 어떤지에 따라 재량 행사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경찰

관의 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지위가 낮을수록

경찰관은 엄격한 법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

도에 따라 경찰관의 태도나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 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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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나 주취자 사

건의 경우 경찰관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4) 업무환경 요인

마지막으로 일선관료의 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업

무환경의 특성이 있다. 일선관료는 다른 관료들과 비교할 때 업무환경에

서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집행자원이 불충분하다.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예산 및 장비가 부족하다. 일선공무원은 시민들과

대면해야 함으로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기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람

에 의해 처리된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는 물리적, 정신적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민원인들의 물리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

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태도로 인한 정신

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2)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업무환경에서 일선관료들은 업무지침을

100% 준수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선관료는 엄밀한 분석보다

는 직관에 의존한 판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선관료들은

집행현장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규칙이나 매뉴얼의 절차 준수

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직관에 의한 판단을 내린 뒤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로 필요한 절차와 규칙을 선택한다

2) 서울신문, 2014.8.18. 27면

‘최근 2년간 악성 민원은 연평균 2만6977건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고충 및 질의, 건의

민원 18만 5114건의 약 14.6%에 해당한다. 특히 폭언·폭행 민원이 1만 4028건으로 전체

악성 민원 가운데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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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nard-Moody & Musheno, 2000).

따라서 일선관료들이 집행현장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없거나 정

책집행에 대한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면 실질적인 재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책 목표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과도한 업

무량으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정책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또는

난해한 업무를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정책결정자가 제공한

업무지침이 아닌 일선관료 개인만의 대응기제를 만들어낸다.

위에서 언급된 업무환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선관료조직

중의 하나가 경찰이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새벽에 신고가 넘

쳐나지만 출동할 수 있는 경찰관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일선경찰관은

물리적, 정신적 위협에 항상 시달린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밤이 되면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주취자들로 넘쳐난다. 형사

들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일촉즉발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일선경찰관의 재량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떠한 경찰관은 어려운 업무의 경우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는 노하우(shortcut)를 개발하여 개별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자원을 절약하거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정신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잠재적 가해자(potential assailant)’를 설정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을 통해 민원인이나 시민이 위험한지를 사전에 판단한다(Lipsky,

1980). 예컨대, 경찰관은 불심검문 하기 이전에 인상착의, 용모 등을 관

찰한 뒤 대상자가 위험한지 여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다.

복지공무원의 재량 행사를 분석한 김순양(2004)의 연구에서는 네

가지 재량 행사의 영향요인 중 ‘업무환경’ 관련 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나타내었다. 재량행위 정도와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업무속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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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값은 나타내었다. 이는 Lipsky(1980)의 일선관

료에 대한 설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책집행자원이 부족한 복지행정 전문관료들이 자신의 업무환경을 대처

하기 위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속성상 고객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고 비자발적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함으로

재량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복지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정을 연구한 이환범&이수창(2007)은 재량행위를 개인의식 성향요

인, 법적요인, 업무특성 요인, 업무환경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재량행위의 원인변수인 네 가지 요인 모두 일선관료의 재량

행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김순양(2002)의 연구와 달리 네 가지

요인 중 법적요인이 재량행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찰업무의 재량행사에 대한 연구로는 허소영&허남순

(2003)과 탁종연&박형민(2012)의 연구가 있다. 허소영&허남순(2003)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태도와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

구자들은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경찰관의 인식, 업무 특성 요인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찰의 역

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

론적 논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선경찰관의 정체성과 정책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경찰관의 재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탁종연&박형민(2012)은 경찰관이 인지한 폭력사건을 정식

형사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피의자를 훈방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법집행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법률적 요인과

비법률적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일선경찰관은 훈방조치

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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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정책대상자들의 특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집행관이 아닌 분쟁

의 해결사로서 역할기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의 두 연구의 한계점은 일선경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구체적인 경찰관의 업무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즉, 재량행사의 변동성을 설

명하였지만 재량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어

떠한 인식적 차원과 맥락에 의하여 발동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일선관료의 재량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요소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일선경찰

관은 정책내용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로보캅(robocop)이 아니다. 경찰

관은 각자 경찰활동이나 시민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판단에 따

라 해석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딪히

게 되는 시민들의 특성, 경찰활동 및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조직의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을 다르게

이해한다.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일선관료는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바대로 정책내용을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적 사고방

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일선관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세

계에서 발견되는 직무 인식 및 집행절차에 관심을 두고 일선관료가 정책

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자에게 전달되는 파급력은 규제수준 또

는 처벌 수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규제수준이 강화되거나 처벌수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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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피규제집단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문

제는 처벌로 인한 비용이 커질수록 규제대상자들은 해당 규제를 맹목적

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집행에 대하여 반발하고 회피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렇듯 규제에 대한 반발과 회피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일선경찰관

의 법집행은 더욱 어려워진다. 강력한 처벌수단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벌

금이나 처벌 수준이 상향된다고 경찰관이 이를 무작정 적용할 것으로 기

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현장 상황에 적합한 물리력 행사인지 또는 적

정 수준의 처벌인지를 고려하고 이러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파급력을 예

측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처벌 수위는

중요한 변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벌수위가 일

선관료의 재량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음 절에서

는 처벌 수위의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제2절 처벌수위와 재량의 역설적 관계

1. 재량행사를 강화한다는 주장

경찰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지역사회의 질서와 안전

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규제한다.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 일선경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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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언론이나 각종 미디어에서는 경찰조직을 무사안일하고 무능력

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판의 주된 내용은 경찰관

이 권한이나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나 시민들은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 수위 강화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의 논

리는 단순하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거나 벌금 수준을 높이게 되면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행

정법에서 재량은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구분한다. 결정재량은 어떠한

행정작용을 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며, 선택재량은 ‘어떻게’ 행

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 수단이 도입

되었을 때 여러 정책수단 중에서 새로운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

한과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적용 수 있는 범

위(range)가 확대된 것으로 재량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조직은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따라서 경찰 고위지도층은 시민들에게 경찰관들

이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즉, 시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충분한 치안 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Mastrofski, Ritti &

Hoffmaster, 1987).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범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신문과

방송에 등장한다. 아동 성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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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각종 사건, 사고들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경찰에서는 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

한 분노와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강구한

다.(김성언, 2014) 즉,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더 이

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3) 언론과 시민들

은 거의 대부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후 조치를 환영한다. 범죄자들

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높아진 처벌 수위가 범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범죄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급한 불을 끄

기 위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하는 것

을 내세운다.

물론 이러한 강성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실제로 범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범죄율의 증가는

강경 정책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 있겠지만 필연적 귀결은 아

니다(김성언,2014). 범죄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자신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이타주의적 두

려움(altruistic fear)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Warr

& Ellison, 2000). 그리고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흉악

하고 자극적인 사건을 위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사건의

심각성 보다 더욱 커지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범죄 보도의

프레임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묘사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도덕

3) Simon(1998)은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나 재활이 아닌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

벌과 통제를 강조하는 최근의 법률과 정책적 변화를 ‘새로운 행형학(new penology)’

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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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황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있다(양정혜, 2010).

결국 정부에서는 범죄 문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엄벌주의와 강경 정책의 노선을 고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시민들은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통제력

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도 범죄에 대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관용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을 강조해왔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를 내버려두면 중범죄로 이어진다. 즉, 무질서한 공간에서 사

람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threshold)이 낮아지는 것이다. 무관

용경찰활동은 이러한 무질서와 위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등장한 전략

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

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훈방조치나 범칙금의 정책수단보다는 정식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을 강조한다.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강경정책이 도입되어야만 일선경찰관이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 행사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벌수위의 강화가 반드시 합리적인 대

응방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록 규제대상자의 반발

이 심해진다. 규제의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록 규제대상자들은 규제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규제의 비합리성(regulatory

unreasonableness)이 높아질수록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에는 피규제자의 규제회

피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일선관료의 업무처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일선관료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벌칙이 강화된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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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질수록 규제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서류작

업과 증거가 필요하다. 고위 지도층은 정책 결정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 상부층에서는 집행단계에서 등

장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 없는 정책집행(full

enforcement)을 가정한다. 즉,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법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현장에서는 강력한 벌칙을 부

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규정대로 일

일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일선경찰관은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선경찰관이 총기를 활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때 고위 지도층에서는 위

험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을 하도록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경

찰관은 사후적인 책임 문제를 이유로 총기 사용을 자제한다. 급박한 상

황에서 범죄자의 허용된 신체 범위 내에 발포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

다. 만약 제대로 사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증명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된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냥

몸으로 부딪히거나 테이저건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기를 선호한다.4)

4대악 척결의 국가적 정책목표가 결정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

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었다. 이전과 달리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무조건 출동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의무

4) SBS. 2014.09.03. 총기남용 논란 "차라리 권총 던져 잡는 게 낫다는 자조도…“

… 실제로 권총을 사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어서 대퇴부 이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생

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어렵다. 또한 여러 가지 과잉 논란이나 비난이 발생하므

로 차라리 권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던져 범인을 맞추려고 한다. 오히려 그렇게 범인

을 검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총기라는 것이 경찰하고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잘 해야 본전

이다, 일단 사용을 하면 ‘이것이 총기 남용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고, 실제 상황에

서 총기 상황을 주춤하게 되면 ‘공권력의 위축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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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선경찰관은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면 가정폭력

으로 신고된 부부에 대하여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

체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부부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이 거의 끝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문서작성에 대하여 신고자가 반항한다. 누가 자

신들을 신고했는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민원인의 반발로 인하여 서류를 받지 못하고 돌아

오는 경우 일선경찰관은 추후에 서류 미비를 문제로 감사과정에서 지적

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수단이 도입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반

드시 일선경찰관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집행방식은 일선경찰관과 정책대상자의 관

계를 비협력적으로 변화시켜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사후적인 책임 문제, 증거자료의 작성 등 부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재량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자율성’으로 살펴본

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경우에 일선경찰관의 재량이 수축되는 현상

을 유추할 수 있다. 처벌의 강화로 인하여 일선관료는 명목상 권한이 확

장되었더라도 이전보다 정책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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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사를 축소한다는 주장

1) 재량 행사의 축소 현상

일선관료의 재량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논

의된다. 일선관료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관점은 재량이 시민에 대

한 대응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것이다. 일률적인 정책집행보다 민

원인이나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유연한 대처방식이

가능하다. 일선관료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의 측면에서 일선관료의 재량

이 정책집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재량행사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재량을 제거 또

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오세홍, 2002). 일선관료의 재량행

사는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부패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이다. 또한 일선관료의 임의적인 정책집행은 피규제자의 인권을 침해하

거나 정책의 본래목표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재량의

부정적인 측면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

제수단을 활용하여 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재량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모두 법률상 위임을 통해서든 환경

적 요인에 의해서든 일선관료가 재량을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또한 일선관료가 시민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선관료의 행태는 이러한 모습과 분

명 차이가 있다. 일선관료들은 본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재량이 없다고

불평한다. 국민들은 일선관료들이 지나친 재량 행사를 문제삼는 경우보

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행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선관료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이 없다



-29-

고 인식하거나 집행현장에서의 재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견

된다. Lipsky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선관료들이 현장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자신만의 대응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막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선관료가 항상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거나 우월한 지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일선관료의 재량이 약화되는 현상에 주목한 김영민&임도빈

(2011)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재량에 대한 인식과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

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신의 재량에 대하여 부정적

인 인식을 나타내며, 재량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량의 축소현상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부조

직 내부의 투명화나 조직 내부 통제의 강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

다. 행정의 정보화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으며 집행과

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일선관료가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재량을 행사하더라도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압박감이 큰 경우 일

선관료는 재량을 행사할 경우가 줄어든다. 일선관료 입장에서는 민원인

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전달된 지시사

항만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일선관료의 행태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민과 임도빈(2011)은 사회복지 전

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량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 다시 말하자

면 재량의 자기구속현상을 발견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기반으

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공문이나 지침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를 처리하려는 속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Lipsky가 말

한 것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일선 현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새

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모습과는 상반된다. 업무처리에 대한 법규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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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화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상급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선경찰관의 재량 축소 현상을 분석한 조원혁(2013)은 과거에 비

하여 일선경찰관이 권위감을 상실하면서 재량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높아진 인권의식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일선경찰관의 권위감 상실의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시민들과 언론에서 만들어낸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찰관의

권위감을 더욱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선 경찰관은 권위감

상실을 공통적으로 겪더라도 그에 대한 적응방식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조원혁(2013)은 소극회피형, 원칙고수형, 탈관료제형, 회귀유발형

으로 권위감 상실에 대한 적응 유형을 구분한다. 여기에서 소극회피형은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

로 생각하는 경찰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축소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조원혁(2013)의 연구는 일선경찰관이 재량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권

위감이나 자부심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재량행사의 원인을 일선관료의 동

기 차원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의 재량행사가 개인이 인

식하는 정책대상자나 가치이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선경찰관의 시민지향성이나 합법성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권위감

상실경험에 대한 대응방식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일선 경

찰관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일선경찰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시에 조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

습에 실망을 느낀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일선경찰관의 재량이 적극

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 유무 또는 일선 현장업무에 대

한 통제 수준에 따라 재량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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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가 집행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재량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권한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재

량이 수축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일선관료의 자율적인 업무

처리가 일선관료에게 자긍심이나 권위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일

선관료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선관료의 재량을 보장 통제해야 된다거나 또는 많

거나 적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실제 일선행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권한이 어떻게 행사하는 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행태, 다시 말하

면 명목상 허가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재량이 수

축되었다고 정의한다. 일선관료들은 규제수단이 부여되었더라도 이를 제

대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규제수단을

집행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 그 수단이 집행현장

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재량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량의 축소 현상을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

로 인하여 자율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수단

들 가운데서 일선관료 자신이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더라도 특정 수단

만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자율성은 없다고 보아

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나 인식 차원에서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였

더라도 그 인식이 계속 일관되도록 만든 요인이 있는 경우도 일선관료의

재량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선경찰관은 어떠한가? 이

들은 거리의 판사라고 불릴 만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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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경찰관은 재량이 위축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선경찰관의 소극적인 정책집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

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휘부에서는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하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일선

경찰관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처벌수위가 강화되더라도 일선경찰관의 재량이 수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처벌수위와의 관계

① 불명확한 권한 범위와 정책 내용

정책집행은 법률상 규정된 절차와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기본적으로 일선관료의 재량은 정책과 관련된 법률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하지만 법률상 권한이나 법적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규정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자는 일선관료에 비하여 정책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

자와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권한 설정에 개입할수록 현실적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규상 권한은 단순히 정책결정자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정

책은 피규제자의 삶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형사법의 경우에

는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은 규제

내용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하여도 일반 시민들의 가치관이나 판단기준과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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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엄청난 갈등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권

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미래의 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 내용을 의도적

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기도 한다(Keiser, 1999).

이처럼 법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의 불명확성이란 ‘업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

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이철주, 2009). 이때 추상적으로 설정된 권한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일선관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발

생한다. 구체적인 상황과 추상적인 권한범위 사이에서 일선관료는 정책

대상자에게 적합한 법적용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순양(2002)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률상 권한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일선공무원들이 법해석이 불가피하여 재량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율성의 측면에서 재량을 정의하면 불명확한 법규상 권한

을 부여받은 일선관료는 오히려 재량이 수축하게 된다. 강력한 정책수단

이 도입되어도 사용가능한 조건이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일선관료를 비롯하여 인간은 의사결정단계에

서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새로운 처벌 수위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게 될 결과가 불확실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

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범위가 확실

한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기를 선호한다. 좋은 의도에서 일선관료

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에 궁극적인 책임문제는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높은 처벌 수준

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권한행사에 필요한 요건이나 상황이 불확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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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하향시킬 것이

다.

법규상 권한이 불명확한 경우에 일선관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벌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일선관료의 의사

결정 결과가 특정한 정책수단만으로 한정되거나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처벌 수준이 일정하게 고착되어 있다면 이는 재량이 수축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② 규제 목표에 대한 공감 부족: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일선관료는 정책결정자가 정해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선관료는 정책집행을 규정대로만 적용하는 로봇이 아

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 목표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사소한 행위까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정책대상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처벌만으로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하게 만든 의식의 변화

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규제대상자에 따라 처벌이 아닌 경고

나 계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자신의 위

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

이다. 악덕 기업처럼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규제대상자가 우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규제기

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이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회

성으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과도한 처벌을 내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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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책대상자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책집행에서 일선관료들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하여 고려할 수밖

에 없다. 이는 규제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책대상자에 대한 인식에 따

라 다를 것이다. 또한 일선관료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규제 업무가 사

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정책결

정자들의 관심 수준이 어떠한지, 처벌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책집행 방향을 결정한다. 예컨대,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중요시하는 일선관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책대상자

의 인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경찰관은 벌칙을 적용하는 기계나 로봇

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하지만

관내 주민이 경범죄와 같은 사소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웃사촌이

라는 생각에 처벌을 하지 않고 계도나 교육에 그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들은 시민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구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강력한 규제수단이나 처벌수위의 상향이 결정되었다고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

거나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 수위가 향

상되면 일선관료의 재량은 오히려 수축하게 된다. 강력한 처벌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과 평가 등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③ 처벌수준에 따른 규제대상자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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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에서는 맹목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규제 준수율을 다소

높일 수 있을지라도 정책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일선경찰관은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견하고 법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선별적 법집행이 피규제자에

대한 동정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과도한 규제를

집행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처벌수준에 따라 규제대상자들의 반발이 달라진다. 정책대상자들

은 대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규제 내용에 대하여는 순응을

한다. 반면, 본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규제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

는다. 규제자의 정책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단속을 회피

하거나 조사활동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5) 처벌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큰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대한 소송이나 민원을 제

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피규제자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일선관료의 정

책집행이 더욱 어려워진다. 피규제자의 회피 행태는 일선관료의 집행비

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강력한 처벌수단이

도입될수록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피규제자는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더욱 유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오히려 처벌 내용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할수록

규제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한다.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각

5) 경찰활동에서 규제대상자의 반발이 심한 업무 중 하나는 음주운전 단속이다. 음주단

속을 발견하면 주취운전자들은 차를 세우지 않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

다. 또한 단속되더라도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고위층임을 내세워서

협박하거나 조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음주 단속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만들어졌다. 과거 단속지점부터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경찰관

의 음주운전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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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상한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행태를 개발하거나 처벌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허점이 있는지를 궁리

한다. 이러한 규제회피로 인하여 일선관료는 정책집행단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또한 처벌 수준이 높은 경우에 피규제자는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

각되더라도 집행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행결과를 그대

로 수용하면 돌아오게 될 피해가 막중하므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규제집

행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결국,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규제기관은 규제 집행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

라 규제대상자와의 법적 공방에 대비해야하는 부담감에 갖게 된다. 또한

엄격한 처벌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은 일선관료와의 대면과정에서 일선관

료의 사소한 태도나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시민

들은 일선관료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 고소 고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특히,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고소하거나, 본인의 민원

을 해결해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선관료가 불친절하고 나태하게 업무

를 수행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대상자의 반발에 일선관료가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선관료 개인은 법률적 송사를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결국, 정책집행 단계에서 고소 및 고발

등의 민원제기가 발생하면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선관료

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위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기관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게다가 민원 내용이 언론에 조명되는 순간 전 국민의 비난으로 확산

되어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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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진상 규명이나 실태파악 보다는 해당 일선관료에게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 민원인의 진정을 우선적으로 취하시키려는 경향이 있

다.

성과 평가 및 내부감찰, 결과 중심의 통제방식으로 인하여 일선

관료는 자율적인 권한 행사보다도 엄격한 규정 준수가 급급하게 된다.

획일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일선관료는 재량행사에 대한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직업상 보람이나 성취감이 어느 정

도 뒤따르겠지만 재량행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선관료에게 넘어가게 된다. 더욱이, 고위 지도층은 일선관료

의 재량행사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하지만 피규제자의 반발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에 이를 일선관료의 능력 부족이나 사적인 일탈 행동으로

치부해버린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올해 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의 짙

은 선팅으로 단속이 어려울뿐더러 운전자들이 적발되더라도 반발이 심하

다는 것이 문제이다. 단속의 대상인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많으

며,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로 인하여 현재 경찰에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경찰관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지라도 집행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부담과 규제대상자들의 저항을 감수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6) 세계일보, 2014.11.01. 09면

단속을 수행하는 경찰관 사이에서는 ‘단속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단

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발뺌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 그 민

원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찰관 사이에서는 ‘차라리 단속하지 말자’는 자조

적인 말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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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종합하면, 재량은 일선관료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경험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최현정·윤여창, 2000; 이철주·한

승주, 2014).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어려움, 정책대상자의 반발, 처벌

이후의 변하지 않는 정책대상자의 행태 등 일선관료가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어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일선관료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이 경험에 비해 의사결정에 더 강한 영향력

을 보여주기 떄문에(김바라·안현의, 2009), 정책집행과정에서 일선경찰관

의 인식과 기억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선경찰관이 대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비상식적이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회피나 책임 전가 등의 재량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일선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권

한을 행사하지 않는 원인을 범죄의 처벌 수위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처벌 수위에 따라 정책대상자인 일반 시민들과 정

책집행자인 일선경찰관의 행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

수위의 강화가 어떻게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축소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의 영향요인을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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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수위의 강화와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변동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한 뒤,

재량의 축소현상을 분석한다.

2. 연구가설 및 분석틀

일선관료의 재량은 정책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

선경찰관의 정책집행단계에서 재량 행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기존 규제 연구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위법행위를 줄이는 전략으

로 크게 두 가지인 ① 적발률을 높이거나 ② 적발 시에 처벌 수준을 높

이는 방법을 활용한다(최병선, 2013). 하지만 규제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

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적발률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

이는 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규제 수준의 강화가 규제 목표 달성

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수준이 강화되더라도 일선관료들은 벌칙 적용이나 부과빈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미한 규제위반 사항을 두고 엄한 처벌을 가

하는 것이 일선관료에게 있어서 불공정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최병선, 2013).

개인의 신체와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에 있어서도 처벌수위와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의 관계가

동일하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주취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의 움직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의 소극적인 재량 행사가 연이어 계속되는 만큼, 주취소란죄에 대

한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일선경찰관이 자유롭게 이를 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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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처벌 수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태

에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발생한다. 처벌 수위의 강

화는 범죄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처벌의 불합리성

이 높아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처벌 수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일선경찰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일선경찰관의 재

량행사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선경찰관은 정책집행 자원(시간, 인력,

장비 등)이 한정된 환경에서 근무한다. 자원의 제약 속에서 강력한 처벌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처벌 수위와 일선관료의 재량행사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가

설을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를 억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취자 정책변화와 일선경찰관의 행태를 연

계하여 조사하고 분석해야 함으로 사례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정한

다. 자료수집을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분석하기에 앞서 Lipsky(1980)를 비롯

한 일선관료제의 행태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실증연구를 조사한다. 이

러한 일선관료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한국적 맥락에도 적용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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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와 정부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지역경찰

제의 제도적 변화와 경찰조직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경찰백서와 실무에서 활용되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활용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 과정 및 단계에서 경찰의 재량행위

를 분석한다. 정책집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일선경찰관의 의

사결정 패턴과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한다. 특히,

일선경찰관의 행태적 측면에서 정책집행 분석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

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선경찰관의 재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심층면접법을

시행한다. 일선현장에서 경찰관이 느끼는 감정, 인식, 경험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는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면접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해석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

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아래 <표 2-1>은 심층면접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계급 성별 근무지역

A경관 경위 남자 서울시 서초구

B경관 경위 남자 서울시 도봉구

C경관 경위 남자 서울시 종로구

D경관 경위 남자 서울시 은평구

E경관 경위 여자 성남시 분당구

F경관 경위 남자 서울시 강서구

<표 2-1> 심층면접 응답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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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선택한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과 치

안 수요가 적은 지역의 편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 내부의

각기 다른 지역의 일선경찰관들을 선별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A

경관, E경관, F경관은 상대적으로 B경관, C경관, D경관에 비하여 112신

고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구체적인 근무지는 비밀보장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E경관은 근무지역은 서울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선발하였으며 여성 면접 대상자이다.

심층면접은 1대1로 진행되었으며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하

여 근무지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소요시

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

하여는 전화면접을 통하여 보완하기도 하였다. 조직에 대한 비판이 자칫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비난으로 보일 수 있어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연구목적 등을 설명한 이후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

기 속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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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공서 주취소란죄 처벌 강화제도의 개요

제1절 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1)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는 주취자 문제

공공기관,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일

선경찰관에게 있어서 주취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들의 행태는 단순히 물리적, 정신적 위협을 넘어서 경찰관의 부상, 더

나아가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충남의 한 지구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처리에 불만을 가

진 주취자가 경찰관을 현장에서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

였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경기도 고양시 화전파출소에서는 노상에

서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귀가시키려던 경찰관 한 명이 난동행위를 저지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일선경찰관

이 경험한 음주소란 행위는 유형을 일일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

고 많다. 주취자의 소란행위로 인한 피해가 조명되지 않았을 뿐 일선경

찰관은 폭력과 위협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국, 주취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일선경찰관의 신고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체력적인 부

담감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난동행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성인

2～3명이 달려들어도 힘든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주취자와 관련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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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고와 귀가조치만 하더라도 80만건에 이를 만큼 단순주취자만 하더라

도 경찰력 소비가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7). 더욱이 주취자를 상대하

는 과정에서 접수된 112 신고를 제시간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이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범죄 예방과 신속

한 초동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취자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야간엔 아예 문을 잠가놓거나 한쪽만 열어

놓는 지구대도 부지기수다. 대학가가 밀집한 서대문구 한 지구대의 B경위는

“떼거리로 들어와 난장판을 만드는 주취자들도 많다.”며 시건장치를 안할래

야 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경찰관이 매일 밀려드는 주취자들의 난

동에 ‘치안의 첫 관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다.’8)

하지만 주취소란 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 위계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죄를 통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일부 경찰관은 큰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주취소란행위가 업무상 지

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여 주취자에 대하여는 형

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법원 판

례(2009도41669))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통한 주취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일선현장에서는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 경범죄 처벌

7) http://news1.kr/articles/?1898629

8) 노컷뉴스, 2010.5.13. ‘동네북’으로 전락한 지구대 … 밤이 두려운 경찰관

9)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

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

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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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에 음주소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음주소란으로 통고처

분(범칙금 5만원)을 하고 나면 그 외의 현장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를 활용하고 싶

어도 주거불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10) 이로 인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

찰관의 업무방해를 초래하는 주취소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필

요성이 확산되었다.

2) 주취자에 대한 처벌 분위기 확산

경찰조직에서 주취자 관련 업무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혀 없던 것은 아니다.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 제지가 필요하다는 내부적

인 여론이 생기면서 주취자 안정실이 설치되었다. 주취자 안정실에 주취

자를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주취자의 행동을 감시해야 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취자 안정실 운영을 위한 인력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

러 보호조치 도중 주취자가 사망하거나 자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

서 일선경찰관은 관리감독의 책임문제로 주취자의 안정실 사용은 도입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다. <표 3-1>은 주취자 안정실 운영이

저조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10)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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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주취자 안정실’을 또 하나의 유치장으로 인식

※ 주취자를 보호하고 주취상태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주취자 안정실을 강제감금으로 인식

○ ‘주취자 안정실’ 내에서의 의료·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 곤란

※ 주취자 자해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관

으로서는 즉시 조치하기가 어려워 안전상 우려 높음

○ 주취자 초동조치시 보호자 인계 및 귀가조치하는 실정으로 이용률 저조

자료: 인천지방경찰청, 201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p.64

<표 3-1> 주취자 안정실 운영이 저조한 이유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자해소동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주취자 안정실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술이 깰 때까지 경

찰이 옆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경찰력도 충분하

지 않다"고 말했다.11)

이후 2009년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상습 주취자 치료·보호 프

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2009.1∼2009.6)

동안 20여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관할 지역

내 주취자의 형사입건 비율,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비율이 감소한 것으

로 발표하였다. 또한 응급실이나 119 구급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용이

해져 지역사회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김영식&김용민,

2011).

시범기간 이후 2009년 11월부터 부산 전역으로 프로그램 적용을 확

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주취자는 93

여명에 그쳤다. 그리고 주취자에 대한 처리 비용의 문제, 프로그램을 도

입한 정책결정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직적 차원의 관심이나 지원이

11) 노컷뉴스, 2007.8.13. ''뭔 일 나면 누가 책임져…'' 무용지물 ''주취자 안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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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그리고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0

년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1명으로 감소하였다. 남아있던 인력

마저 2011년에 완전 철수하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 부산의료원 내

에 주취자의 보호, 치료, 상담을 총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습주취 소

란자 치료·보호센터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무산되

었다.12)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

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주폭’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주취폭력자’를 줄여서 만든 신조어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주폭을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해범’으로 정의한다.

즉, 주폭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주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서 내에 주폭

전담반을 신설하여 주취자의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 수집하고 조

사하도록 하였다. 해당 주취자의 범죄 위험성과 반복성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폭척결 프로그램에는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주취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정책 목표는 ‘주

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주폭척결 프로그램은 경찰청에서 ‘친서민

치안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프로

그램의 성과에 대한 조직 내외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다. 주

취폭력자 검거에 주력함으로써 주취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12) 국제신문, 2012. 7.16 12면 용두사미된 부산경찰 주취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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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의 킹핀효과1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원규&

최인규, 2013). 특히, 주폭 프로그램을 도입한 당시 충북경찰청장은 2012

년도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 이후에도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

울 지역 내에서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주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분위기는 단순히 경찰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서울청장이 ‘주폭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찰 전

체에도 강력한 처벌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또한 주요 언론사에서 주취

폭력과 관련된 연재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는 등 음주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주폭 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취자 문제가 경찰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

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경찰관에게 국

한되었던 위험의 피해대상이 가정이나 동네주민 등 사회적 위해성의 차

원으로 확장되었다. <표 3-2>는 충북청에서 제시한 ‘주폭’과 ‘공무집행방

해사범’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구분 주폭(酒暴) 공무집행방해사범

피해자(대상) 서민 + 국가 국가(경찰관)

보호가치 평온한 생활 + 공권력 확립 공권력 확립

범죄구분 사회적 위해범 국가적 위해범

출처: 충북지방경찰청, 2011, 주폭척결백서

<표 3-2> ‘주폭’과 ‘공무집행방해사범’과의 비교

‘주폭’의 등장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여 새로운

정책으로의 변화의 필요성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

13) 킹핀이란 볼링 용어 중 하나로 10개의 핀 중에서 정 중앙의 1번 핀을 공략하기 보다

는 1번과 3번 사이에 위치한 킹핀(5번 핀)을 향해 공을 굴리면 다른 핀들도 연달아

쓰러트려 모든 핀을 넘어뜨릴 수 있다. 즉, 킹핀 효과란 어떠한 문제 발생의 주요 원

인에 집중한다면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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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렇듯 음주행위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

반 시민들의 주취자 문제에 대한 이타적 두려움이 높아졌다. 특히, 아이

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 집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때 자녀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졌

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음주행위가 ‘전과 xx범의 주폭’, ‘거리의 무법

자’, ‘주(酒)피아’ 등의 수사와 함께 극악무도한 사건처럼 다루어지면서

주취자에 향한 두려움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주취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결합되면서 우

리 사회에서 주취범죄자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주폭 척결’과 같은 강성

정책이 정당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취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조정, 음주행위에 대한 엄벌

주의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무게추가 이동하게 되었다.

2. 제도 도입(경범죄 처벌법 개정) 경과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입

법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에는 특별법 형태의 주

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주취자 문제에 대

한 개별법으로 주취자의 보호주체를 경찰과 소방으로 규정하였으며, 지

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에 주취자 구호 및 인계 의무를 설정하였다.

또한 단순 구호 대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설

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에

서 24시간 이내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진정의 등의 보호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쳤지만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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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시민단체의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주취자를 24시간 격리시키게 되면 영장에 의해서만 격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14) 또한 주취자 책임주체

의 확대 문제도 걸림돌이 되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취객을 병원에 수용시

키게 되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야간근무에 필요한 인력과 주취자 안정실 설치를 위한 예산 부족을 근거

로 반대하였다.15) 결국 주취자 보호법은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폐지되었다.

이후 주취자 대상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

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었다. 2008년

에 발의된 일부개정안(제1800748호, 권경석 의원 등 12인)은 공공장소에

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 후에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009년 발의된 일부개정

안(제1806261호, 안경률 의원 등 10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취소란행

위 등 경미한 범죄라도 그 행위가 지속되어 타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경

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범인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관공서 주취소란죄 처벌규정은 2009년 2월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처음 등장한다. 개정안 제3조 제2

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

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고 명시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수준이 벌금 10만원이었

던 것을 볼 때,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목표를 확인

14) 한겨레, 2004.10.27. ‘술고래 격리’ 법조계 비판 확산

15) 노컷뉴스, 2010.5.18. 취객난동 비용 해마다 440억원 … 답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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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벌금 다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주거가 분명하

여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취난동자에 대하여 현행범체

포가 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처럼 주취문제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지속

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행정

안전위원회의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다. 새로운 경범

죄처벌법 개정안이 2012년 3월에 통과하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2013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

이 2013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제2절 주취자 소란죄의 정의와 처벌 절차

1. 주취자 소란죄의 정의와 유형

1) 주취자의 정의

주취자란 쉽게 말하자면 술에 취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상태의

정도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에서는 주취자를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

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

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취자보호법안 제2조에서는 ‘음주로 인

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법률상 주취자는 단순히 주취상태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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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을 의미한

다.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에서는 주취자가 야기할 수 있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

패를 부리는 자,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

동을 부리는 자,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주

취자안정실의 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장의 경찰관은 주취자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주취자가 어

떠한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주취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주취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가누기 힘들어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폭력성이 나타난다. <표 3-3>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술의 양

(소주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심신의 변화 취하는 기간

2잔 0.02 ~ 0.04
기분이 상쾌해짐, 피부가 빨갛게 됨, 쾌활

해짐, 판단력이 조금 흐려짐
초기

3잔-5잔 0.05 ~ 0.10
얼큰히 취한 기분, 압박에서 탈피하여 정

신이완, 체온상승, 맥박이 빨라짐

중기,

손상가능기

6-7잔 0.11 ~ 0.15
마음이 관대해짐, 상당히 큰 소리를 냄,

화를 자주 냄, 서면 휘청거림
완취기

8-14잔 0.16 ~ 0.30
갈지자 걸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 호

흡이 빨라짐, 매스꺼움을 느낌
구토, 만취기

15-20잔 0.31 ~ 0.40 똑바로 서지 못함,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 혼수상태

21잔 이상 0.41 ~ 0.50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음, 대소변을 무의식

중에 쌈, 호흡도 천천히 깊게 함
사망가능

출처: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2002), 알코올 백과

<표 3-3> 음주량에 따른 심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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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경찰관은 위의 기준이 있더라도 주취자의 건강상태나

성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자의 음주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취자마다 체질이나 성격이 달라 음주량

이 동일하더라도 주취자의 음주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법 상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주취상태로 규정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0% 미만인 자는 면

허정지, 0.1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음주운

전이 적발경력이 없는 자여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인 자는 구

속수사가 이루어진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일선경찰관의 경우 주취자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매뉴얼에서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 8개의

관찰대상 항목(동공, 감각반응, 맥박, 호흡, 냄새, 외상, 안색, 체온)을 제

시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선경찰관이 이러한 항목만으로 주취

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주취소란행위의 유형 분류

주취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렵더라도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의

행태와 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술을 섭취한 사

람이 반드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무질서를 초래하는 경우

도 빈번하다. 문성도(2009)와 하혜영·유규영(2009)는 주취자의 유형을 위

험성을 기준으로 단순주취자와 주취범죄자로 구분하였다.16) 위험성도 타

16) 심희기(2002)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활방해형 주취자와

비생활방해형 주취자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생활방해형 주취자란 타인에게 눈에 띠

는 해악을 가하여 주민생활을 피해를 발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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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끼치는 피해에 따라서 무질서형 주취자, 범죄형 주취자, 공무집행

형 주취자로 구분한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단순주취자는 법규정

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주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단

순주취자를 발견하더라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주취자를 경찰의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음주자가 직접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위 경찰관으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마땅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7) 이는 단순주취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단순주취자도 경찰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것

이다.

무질서형 주취자는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는 않지만 고성방가, 방뇨, 소란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를 의미한다. 반면, 범죄형 주취자는 무질서의 수준을 넘어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다. 공무집행방해형 주취자는 범죄형 주취자 중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

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지구대·파출소에서 노래를 부르

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주취자가 대부분이

다.

주취자의 유형은 주취범죄의 상습성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7)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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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범죄는 주취자가 음주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자신

의 음주행위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주취범죄를 야기하기

도 한다. 예컨대 비만 오면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 와서 아무런 이유 없

이 시비를 거는 주취자가 있는 것(심희기, 2009)이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주취범죄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의 낭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

다.

위에서 논의한 주취행위의 사회적 위해성과 상습성을 기준으로 주

취자의 유형과 각 유형이 일선경찰에게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정리

하면 <표 3-4>와 같다.

이외에 심희기(2004)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계속적 요보호자’와 ‘일시적 요보호자’로 구분하였다. 계속적 요보

호자는 상습적 주취자처럼 지속적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인 처벌보3다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대로 일시적 요보호자는 1회성 주취범죄자를 의미한

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임시로 보호한 뒤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단순주취자

주취범죄자(생활방해형 주취자)

무질서형

주취자

범죄형

주취자

공무집행방해형

주취자

일회성 주취자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 다소 심각

상습성 주취자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 매우 심각 매우 심각

출처: 문성도(2009), 하혜영·유규영(2009)

<표 3-4> 주취자의 유형별 범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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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취자 처벌절차와 처벌수위

1) 주취자 처벌절차

경찰관은 주취자의 상태와 소란행위의 위법 수준을 판단하여 어떠

한 법집행 수단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취자가 응급을 요할 경

우에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응급한 상태가 아닌 경우

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를 발견한 경찰관은 훈방조치하거나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

분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주취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후에 소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주취자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자는 주거

불명이 계속되는 경우 유치장에 수감하였다가 48시간 이내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주취자의 소란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법에 의

거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 폭행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손

괴죄, 퇴거불응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경미한 주취소란을 피우

던 주취자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입건이 된 주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죄행위를 조사한다. 불구속사안의 경우 조사 후

귀가조치를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구속한다.18)

<그림 3-1>은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처벌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18) 김형훈, “주취자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경찰학연구 8호(2005),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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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주취자 실태 및 보호개선방안, 2011, 7면

<그림 3-1>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절차

2)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적용 절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공

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구대 또는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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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수되면 일선경찰관은 ‘주취자 정황진술서’ 및 캠코더 등 녹화, 녹음

기기를 지참한다. 주취자 정황 진술서는 주취자의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

로 문서로 남겨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캠코더나 녹음기,

스마트폰은 관공서 주취소란의 구성요건인 ‘시끄러운’ 행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음성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주취자의 난

동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는 경우, 소

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취소란행위의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주거불명

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취자가 경고에

순응하여 소란행위를 중지하였을 시에는 훈방조치하면 된다. 이 외에 주

취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므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선경찰관의 경고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5분 이상 주취소란 행위가

지속되면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함을 고지한다. 처벌에

대한 고지 이후에도 행위자가 소란을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하여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만약 처벌 고지 후 주취자가 행

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처리한다.

경범죄처벌법 상 경미한 범죄들은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19)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죄는 처벌 수준이 60만원 이하의 벌

금이므로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 절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지구대 복귀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결심판 대상을 처리하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 중에서

그 처벌수준을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부과하는 경우에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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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조치를 시킨다. 이후 작성한

정황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즉결심판을 담당부서인 생활질서계로 인계한

다. 주취소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사

법포털(KICS) 상에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정황진술서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피의자를 경찰서 내 형사과로 인계한다. 형사처벌 대상자 중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주취자를 귀가시킨 후 형사과에 통

보한다.

경찰청 주취소란자 현행범 체포처리 지침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

한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 회부 기준은 주취소란행위의 상습성에 따라 판

단한다. 만약 주취자가 2회 이상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반대로 주취자가 초범

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

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초범의 경

우에도 일선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3) 주취자에 대한 처벌 수위

주취자가 난동 시에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은 <표 3-5>와 같다.

우선 형법상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

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다.

또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모욕

죄(제311조)를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주취

소란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제314조)를 적용하고 지구대 내의 집기를

파손시키거나 던지는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제366조)로 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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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관공서 주취소

란죄(제3조 3항)가 있다. 그리고 경한 처벌 수준으로 음주소란죄(제3조

20항)가 있다.

적용법률 조문 벌칙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6조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조 1항 음주소란20)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표 3-5> 주취소란 시 처벌 가능한 조항

따라서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주취소란행

위에 대한 처벌 수준,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범

죄처벌법상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정식형사절차를 대신하여 벌금이 아닌

20)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

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

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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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이란 행정청에서 일정한 금액 납부를

명하는 금전벌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는 통고처분에 해당한다.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으로

처벌할 경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한다.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

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즉결심판절차로 넘어

가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상 처벌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벌금형보다는 경미한 수단이다. 벌금형이 아닌 통고처

분 절차에 따라 음주소란을 처벌할 시에 처벌 수준은 범칙금 5만원이다.

반면,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조항은 이러한 통고처분 절차가 아닌 즉결심

판이나 형사처분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임이 분

명하다.

3. 경찰관 재량행사의 범위와 한계

경찰관은 앞서 논의한 처벌 절차에 따라 주취자를 처리하면 되지

만, 실무상 일선경찰관이 마주하게 되는 주취자의 행태는 워낙 다양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관의 법집행과정에서 주취

자가 반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의 개별적인 행태를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실무상 기준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의 위법 수준이나 주취 행태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량을 행

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취소란의 유형에 따라 재량행사의 범위를

구분하면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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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순 주취자 무질서형 주취자 범죄형 주취자

정의
단순히 음주로 정신

이 없는 자(만취자)

음주 후 고성방가, 방

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술에 취해 타인 재물

을 손괴,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자

적용 보호조치 통고처분·즉결심판 형사처벌

출처: 김태명, 2012, 주취범죄 대응 및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정책적 제언

<표 3-6> 주취소란 유형별 적용 가능한 권한

즉, 경찰관은 주취자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훈방, 보호조치, 통고처

분, 즉결심판, 형사처벌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상 통고처분과 즉

결심판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형사처벌은

주취범죄를 형법을 통해 처벌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3-7>은 일선경

찰관이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행사하는 재량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2004년 6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152,550건 중 32,103건이 주취자 처

리 사건이었으며, 2010년 6월의 경우 총 사건 404,570건 중 59,362건이

주취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단순 수치로 보더라도 지구대·파출소 경찰

관의 업무 중 약 20% 정도가 주취자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선경찰관의 경찰력 중 많은 부분이 주취자 처리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선경찰관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훈방을 가장 많이 적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방처리율은 2004년 6월의 경우 전체 주취자 발

생건수 중에서 61.5%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의 경우 75.7%가 훈

방으로 처리되었다. 그 다음이 불구속으로 형사입건한 것이며, 통고처분

이나 즉심회부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21)

21)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안 이유

경찰청 주취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단순주취자는 48.1%, 주취소란자는 약 45.4%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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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취자

발생건수

처리결과 미처리

(도주

등)
훈방 통고처분 즉심회부

형사입건

구속 불구속

2004.06
32,103 19,757 2,101 698 129 8,020 1,428

100(%) 61.5 6.5 2.2 0.4 25.0 4.4

2004.12
35,049 16,399 1,582 764 347 15,139 853

100(%) 46.8 4.5 2.2 1 43.1 2.4

2005.08
41,203 17,718 4,457 965 375 16,679 1,009

100(%) 43.0 10.8 2.3 0.9 40.5 2.5

2010.06
59,362 44,953 2,596 867 111 5,490 5,345

100(%) 75.7 4.4 1.5 0.2 9.2 9.0

출처: 이호용(2012, p.15), 문성도(2009, p.16)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3-7>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대상 권한행사 분석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찰은 주취자의 대부분에 대하여 관용적인

제재수단인 훈방처리나 일시적인 보호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물론 경미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통고처분이나 즉심회부조차 많이 사용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형사입건을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

장의 기각률이 높으며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

지 않다.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은 서울에서도 각 구 또는 관할지역의 특징에

따라 훈방처리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3-8>은 서울지역 내

경찰서별 주취자 훈방처리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내

서대문경찰서와 관악경찰서 등 총 14개 경찰서는 훈방처리율이 50% 미

만이었으나, 방배경찰서를 포함한 9개 경찰서는 70% 이상의 훈방처리율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구, 형사입건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여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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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주성진, 2011).

구분 0~50% (14개) 51~70% (8개) 71~100% (9개)

서울

중부, 서대문, 혜화, 용산, 성

북, 영등포, 광진, 서부, 강남,

관악, 강서, 강동, 구로, 노원

종로, 남대문, 동

대문, 마포, 성동,

금천, 송파, 수서

동작, 강북, 중랑,

종암, 서초, 양천,

방배, 은평, 도봉

출처: 주영진(2011, p.268)에서 재구성

<표 3-8> 서울지역 내 경찰서별 주취자 훈방처리율 분포 현황

이를 통해 관할지역의 유흥지역 분포나 지역소득 등의 지역적 요

인에 따라 경찰관의 재량행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1인당 관내 112 사건 처리건수나 경찰서장 및 중간관리자의 가치관

등 조직적 요인의 편차에 따라 주취자 처리 재량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일선경찰관은 주취

자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권한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

하면,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일선경찰관은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커진 것이다. 형사

절차상에서 주취소란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재량 범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일선경찰의 재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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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관 재량행사 축소의 원인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 경찰관의 재량 축소

1. 재량행사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인식

일선경찰관들은 면접 중에 재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나

타내었다. 재량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연구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는 솔직히 재량권 이런거 쓸 때는 있어도 주취자

한테 시달리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고···(중략)··· 바쁜데서 근무하면 별 의미

가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E경관

“재량이 있긴 하지. 근데 위에서는 재량을 행사하는 걸 안 좋아해. 사실상

재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C경관

위의 경찰관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경찰관들 사이에서 재량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일선경찰관이 재량을 완전히 없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량

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경우에는 특히 112 신고 사건들을 처리하

면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 존재한다. 예컨대, 불심검문

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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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반성

의 기미를 보인다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선도 후에 훈방 처리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선경찰관에 따라 자신이 재량을 행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재량 어쩌고 하는 건 학자들이 하는 한가한 소리 같고.. 사람 대하는 스킬

이나 상황판단력이 훨씬 크다” E경관

위의 진술은 일부 일선경찰관의 재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

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재량을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찰관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나 상황판단력’은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선경찰관은 재량을 행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집행현장에서는 재량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주취자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 축소

주취자 처리 상황에서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이 도입되면서 주취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일선경찰관의 재량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일 오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해 인

사불성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만취한

A 씨는 경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고 파출소에 붙들려 와서도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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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웠지만 훈방조치돼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 조항

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하루에도 여러 명의 음주소란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매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

다.’22)

관공서 처벌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일선경찰관은 처벌 수위가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들은 자신들이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위의 기사처럼 도

입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처벌 수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므로

적용이 적었던 것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

진 시기가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이 도입 된지 1년 반이 넘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확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롭게 경범죄 처벌법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신설되었는데 저희 지구대

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A경관

“…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적용은) 아직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 해

도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 B경관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수위의 강화 이후에도 일선경찰관

이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재량의 축소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주취자가 소란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이든 공무집행방해죄로든 처벌할 수

있지.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깐... 무사

22) 문화일보, 2014.4.23. 경범죄 처벌 강화 한달… 경미한 단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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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귀가조치 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그렇다 보니 처벌하기보다는

일단 비위도 맞춰보고 집에 연락도 해주고 택시라도 태워서 보내주는 거지.”

C경관

“폭행죄로 체포된 사람한테 모욕죄를 적용한다거나,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

용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부담이 된다. 폭행죄로 처

벌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나중에 법적 처벌로 힘들어 할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굳이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하지 않는다.” D경관

하지만 이처럼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가 축소되는 현상에 대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기관인 경찰의 공권력이 약화되어야 하는 것

으로 당연시될 문제가 아니다. 위의 두 진술문에서는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가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요인들에 의하여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시민에 대한 보호가치를 우선시한다거나, 피의자가 체감할 처

벌 수위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하면서 재량 행사가 억제된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일선경찰관의 면담을 통하여 도출한 재량행사가 축소되는 원

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제2절 원인1: 소란죄 인정범위의 모호성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대상 권한은 크게 보호조치와 형사처벌로 구

분된다. 보호조치는 응급을 요하거나 범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주취

자를 병원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

이다. 보호조치는 폭력 등 강력범죄의 상황보다는 일반적으로 노숙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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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권한이다.

지구대,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경미한 처벌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명시된 음주소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높은 처벌 수

위로 경범죄처벌법 내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할 수 있다. 관공서

내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적용

이 가능하다. 일선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심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

여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는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취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훈방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처럼 강력한 처벌수단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졌을 경우에 새로운 정책내용이 어떻게 이해되고 수행

되는지가 중요하다(이철주, 2009). 특히, 일선경찰관들의 충분한 경험 축

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조항’의 처벌 대상

이 되는 ‘소란’ 행위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

명확한 소란행위의 인정범위는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를 억제하고 있다.

1) 얼마동안 소란스러워야 ‘소란’으로 인정되는가?

지역경찰관이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원인

으로는 ‘소란’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란’이

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주관적이고 불명

확한 개념이다. 즉, 일선경찰관은 주취자가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난동

을 피워도 이를 소란으로 보아야할지, 단순한 객기로 보아야할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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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주취자의 행동이 난폭할지라도 일선경찰관은 ‘소란’의 인정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취소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례 1 – 15분이 아닌 2시간이 되어버린 소란행위

B씨는 20일 오전 5시경 술에 취해 OO파출소에 들어가 신고처리 업

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2

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음.

경범죄 처벌법 매뉴얼에서는 주취소란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5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15분’이라는 시간은 정

책결정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 일선경찰관에게는 애매모

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소란행위라도 소음이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15분이라는

매뉴얼 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15분의 난동행위 수준이 관공서 주

취소란을 적용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례 1>과 같이 15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주취자의 소란행위

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할 때는 채증하라 그러거든. 객관적으로 한 1,2분

난리치다 나가는 거랑 삼십분 이상 소리지르면서 욕하는 거랑 비교하면 후

자한테나 적용하지, 완전한 재량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적용할 수 있을 정도 선에서 판단하니까...” E경관

이처럼 일선경찰관은 매뉴얼 상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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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나 경험 수준에서 인정될만한 기준으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일선경찰관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난동행위에 대해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기가 애매해지게 된다. 하지만

일선경찰관 입장에서는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소란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 시간 동

안 주변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2) 어떤 행위가 ‘소란’에 해당하는가?

주취자의 행태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주취소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매뉴얼 상에는 주취소란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대하여

<표 4-1>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

몹시 거친 말과 행동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

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불안 등 피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이다.

주정

술에 취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또는 막되게 하는

행위로 모욕에 이르지 않는 비하성 발언 또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지나친 불만·불신 토로, 집기들을

들어서 던질듯한 행위,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끄럽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말소리의 크기 이상으로 지르거나 악을 쓰

거나 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경찰청(2013), 13년 개정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

<표 4-1> ‘소란’ 행위에 대한 정의

하지만 위의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소란’ 행위는 주취소란의 구체적

인 법적 조건으로써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주취자의 행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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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한 내용에 불과하다. 특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모욕에 이르지 않는’, ‘정상적

인 말소리의 크기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행위가 ‘소란’

에 해당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공정한 법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대우받아

야겠지만, 주취자의 상태나 난동 수준이 각기 다른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란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상태에서 주취자의 난동이 소란행위인지 또는 단순히 일선경찰관에게

트집을 잡는 행위로 보아야할지를 판단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내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경찰관은 지구

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규정의 적용을 포기

한다.

이러한 일선경찰관의 처벌 회피가 무사안일하고 판단능력이 없는

무능한 경찰이라고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불확실한 의사결정과정

에서 일선경찰관은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이다.(최종원, 1999) 예컨대,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자가 무죄

로 방면되는 경우보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받는데 따른 위험이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일선경찰관은 주취자가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처벌대상으로 적격한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처벌을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다. 즉, 처벌 이후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일선경찰관은

‘잘못된 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보니 일선경찰관 입장에서는 주취자가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기를 인내하거나 주취자의 난동행위가 범죄로 변질될 때까지 기다려

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의 형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를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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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실제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보다 중범

죄인 공무집행 방해죄를 키워서 취객들에 대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예

취객들을 자극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말로 이해되

는 대목이다.23)

위의 언론보도는 일선경찰관들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초기에 소란행위를 방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선경찰관의 행태는 관공서 주취소란죄에 대한 재량 축소 현상에도 적

용될 것이다. 일선경찰관 입장에서는 주취자의 일시적인 소란이나 난동

에 대한 처벌이 불확실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하여 처벌을 선호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취소란 행위는 개인이

체감하는 법익 침해 수준이 경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란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이 기준 저 기준을 아무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란이라고만 떨어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

소란 상황에서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깐” F경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욕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한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처벌한다.” D경관

따라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주취소란죄 보다는 피해자의 규

23) 노컷뉴스, 2010.5.17. 눈 떠보니 “전과자”… 범죄 양산하는 “과잉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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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명확한 형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결국에는 사소한 주취

행위가 중범죄로 되어버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전과자를 양산시킨다

거나 과잉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제3절 원인2: 처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지구대와 파출소에 소속된 경찰관의 업무는 시민들의 112 신고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른 행정기관이나 경찰 내 다른 부서에 비하

여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다. 이러한 지역경찰관의 업무 특징은 지역경찰

관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업무인식을 형성한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관은 시민들과 대면과정에서 치안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한 시민지향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범죄 척

결을 최우선시하기 보다는 관할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치안서

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목표를 강조한다. 이러한 시민지향성에 따라 지

역주민의 행위에 대하여 악감정보다는 동정심이나 동질감을 나타내는 경

우가 있다.

“지구대 업무는 업무자체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

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과정에서 보여주는 경찰의 모습으로 일반 국민의 경

찰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 이렇듯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대민적 이미

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경찰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D경관

이러한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시민지향성은 주취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주취자와 온갖 언쟁을 해야 하는 일선경

찰관은 이들과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선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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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를 상대하면서도 기계적으로 처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상

황과 주취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의 개별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경찰관의 시민지향성은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자에 대한 처벌

의 실효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더 나아가 치안서비스에 대한 목표

나 가치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된다.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주취자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 옳

은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낸다. 특히, 주취자의 상당수가 영세 상

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이 많다. 이들에

게 관공서 주취소란죄로 부과되는 벌금은 단순히 몇 만원의 수준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숙자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이들에게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고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는 주겠지

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A경관

시민들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선경찰관은 벌금형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나타낸다. 일선경찰관 자신들도 음주 경

험이 없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술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따라서 주취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한

번쯤 눈감아 줄 수 있는 ‘실수’라는 인식이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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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지구대 발령받아서 주취자를 만나면서 화가 많이 났다. 사명감을 가

지고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취자들은 무조건 반발하기 때문이다.

정식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중재하고 시비를 해결해주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화를 내니깐 나도 화가 났었다. 지금은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무뎌졌다. 욕을 먹어도 이제는 경찰은 욕을 먹는 직업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나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이 아니라 술이 문제라는 생각에 술 마신 사람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

다.” D경관

또한 일선경찰관은 처벌로 인해 주취자가 일상생활의 복귀에 지장

을 받게 되고 전과자로 전락시켜버린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즉, 처

벌받은 결과가 올바른 음주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시선을 유발하여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에 대

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는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 경찰관의 법집행에 격렬한 울분과 저항을 드러낸다. 일선경찰관은

형법 상 범죄로 처벌받게 될 주취자가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것을 이

유로 주취소란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폭행죄로 체포된 사람한테 모욕죄를 적용한다거나,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

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부담이 된다. 폭행죄로 처벌되

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나중에 법적 처벌으로 힘들어 할텐데... 그런 생각 때문

에 굳이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하지 않는다.” D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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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취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선경찰관은 지역경찰관으

로서 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리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에 대한 밀착감 등 지역

경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관공서 주취소란의 재량 수축에 영향을 미친

다. 일선경찰관은 집행현장에서 주취행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인내하고 넘어가

거나 훈방, 단순 귀가조치, 중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상황

을 종료시킨다.

하지만 일선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

에서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선경찰관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범죄

에 대한 인식과 주취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정소진(burnout)이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흥지역이 많은 관할구역이나 전반적인 지역소득 수준이 낮은 관

할구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일수록 주취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들은 수많은 주취자와의 접촉 경험으로 인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상관없

이 주취범죄를 하나의 일상적인 범죄(normal crime)로 인식하게 된다.

매일 밤을 주취자를 상대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주취자 문제

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범죄의 일상화’는 결국 처

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주취자에 대하여 처벌 수준

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주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 명의 주취자를 오늘 처벌하더라도 내일이면

새로운 주취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취소란을 몇 명 적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절대적인 (주취자) 숫자가 줄

어들 수가 없는 게,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새로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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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은 안하는 경우도 있겠

지. 그런데 그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찾아오는 애들이 리스트가 있어. 유명인사들...그런 애들이 한

명 사라지잖아? 조금 조용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새로운 주취자가 세,네명

나타나는 거지” F경관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는 술에 관대한 사회적 문

화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더구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권장하기도 한다. 인정주의와 결합된 음주문화 속에서 단순히

범죄자, 사회 취약층만 주취자가 되란 법은 없다. 평범한 직장인에서부터

가정주부까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에

의존된 생활로 인해 주취범죄자로 돌변한다.24) 유흥 문화가 밀집되어 있

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의 야간시간대, 금요일과 토

요일은 주취자로 가득 찬 거리를 보면서 일선경찰관들은 처벌을 제 아무

리 강력하게 하더라도 주취소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다.

또한 주취자와의 대면 중에 발생하는 감정 소모나 직무 스트레스

가 일선경찰관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 수준이 상당하다. 더욱이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게으른 경찰관’의 이미지가 강

하게 남아있다. 일선경찰관에 대한 권위감이 상당히 낮아서 정당한 법집

행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주취자는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협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24) 최근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 알코올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여성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

다.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주부를 지칭하는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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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주취자 업무가 어려운 점은 이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

다고 생각합니다. 20살 여성이 지나가는 가족을 폭행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왔는데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취자는 전에

여기에서 근무하던 여경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결국 모욕죄를 처리하였습니다.” A경관

주취자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반발하고 왜곡된 권리 의식을

표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경

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취 상태에서 법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

되기도 한다. 심지어 길에 쓰러진 주취자를 깨워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주취자는 ‘왜 자신을 깨우느냐?’고 불만을 나타낸

다.

이렇게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경찰관이 심각한 감정소진을 경험한

다. <그림 4-1>25)는 주취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일선경찰관

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일선경찰관은 처벌을 통해 주취자의

행동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대하면서 겪게 될 정서적 고

갈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된다.

25) 조선일보, 2012.6.9. 경찰이 취객에 맞는 나라, G20국가 중 한국 말고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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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취자의 행태에 따른 경찰관의 심리 상태

"악몽 많이 꾸고, 자다가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고...“26)

(조민희/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

또한 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친 요인으로 검찰과 법원의 주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간단하게 형사절차단계를 설명하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

소, 법원은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경찰이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차후에 검찰이

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에 다다르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은

구속영장이 필요할 정도로 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그동안 일선경찰관들의 분노와 달리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

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2014년 1~10월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죄 구속영장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

26) MBCTV, 2014.9.30. "흉악범보다 '악성 민원인'이 더 무섭다" 경찰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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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총 3033건이며 발부된 영장은 1509건으로 기각률이 절반을 넘는 50.2%

였다.27)

이는 지난해 전체 범죄의 구속영장 발부율인 81.8%과 비교해볼 때

기각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검찰과 법원은 범죄 처벌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이 계속 되는 것이

다.

‘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가볍게 본다면 공권력을 무시

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략)…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관도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는 이유로 방청객을 구속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중략)…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발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불구

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라고 해서 법에 없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관 폭행라

고 해서 구속을 당연시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28)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2013노941)도 주취자

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회의감을 낳게 만들었다. 주취자

한 명이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한 명에 대해서만 모욕죄가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찰관 한 명은 민원

27) 2014.11.20. 경향신문. 올 ‘공무집행 방해’ 영장청구 급증

28) 2010.10.09. 조선일보. 경찰폭행범 툭하면 영장기각… “판사 귀 뜯겼어도 그랬겠나”

경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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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없을 때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경찰관 이외의 민원인이 없으면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일선경찰관들은

처벌 수위를 넘어서, 형사절차의 전반에 대한 실효성까지 의심을 갖게

되어 재량 행사가 억제되는 결과가 초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도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일선경찰관은

주취행동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이는 곧 일선경찰관이 지닌 가치관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를 중요시하는 일선경찰관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처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동정적인

모습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주취자에 대한 처벌 자체의 실효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도 발견되었다. 즉, 일선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배

려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우범지역의 경찰관이나 주취범죄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

은 주취행위를 관할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 권한

행사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주취자의 반발과 저항에 대응하면

서 쌓여가는 정신적 피로감은 일선경찰관의 열정과 소명감을 소멸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감정소진으로 인해 주취자에 대한 처

벌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업무로 만들어 재량 수축이 발생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독자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업무간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Davis, 1975. p.48). 경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간 입장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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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절차에 대한 회의감을 야기하여 재량 행사가 약화되는 점도 발

견되었다.

제4절 원인3: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 제지 효과 부족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에게 주취자는 두려운 존재이다. 술에 취한 사

람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사건사고를 일으킨다. 알코올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집행현장을 더욱 급박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존

재이다.

“주취자는 럭비공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언제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기 때

문에 주취자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심적인 대비를 해야 하며, 단순한 주취자

의 경우는 구슬르거나 달래서 귀가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사건에 연루

된 형사사건의 주취자의 경우 상대할 때 불의의 공격에 대비토록 주취자에

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감시해야 하고 말꼬리 잡히는 언행은 항시 조심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p.78)

술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시비와 언쟁에서 끝날 문제가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변질될 수 있다. 물론, 알코올의 섭취가 무조건 폭력

성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적 또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알코올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나 이성적인 판단능력

을 상실하여 공격적인 행태가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력

적인 성향이 강한 주취자는 상대하기 매우 어렵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

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뿐더러 일선경찰관까지 흉기 등으로 위협을

가하게 된다. 이미 흥분한 상태로 돌변한 주취자를 안정시키기란 상당히

어렵다.



-85-

관공서 주취소란을 적용한다고 난동을 부리던 주취자가 한 순간에

소란을 멈추고 조용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난동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고지를 하면 반항을 하거나 이전보다 시비를 거는 행동이

나 욕설, 폭언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처벌수위를 높여서 처벌

하고 싶어도 주취자가 집행절차를 제대로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조서작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경찰관

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용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기 때

문입니다. 관공서에서 난동을 피워서 처벌한다고 주취자가 소란을 멈추는 것

이 아닙니다. 이를 적용하든 안하든 어차피 내가 주취자를 처리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A경관

“넌 경찰 자격이 없는 놈이다. 너 같은 쓰레기는 공무원이 될 수 없어. 반드

시 옷을 벗기겠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최

근 술에 취한 피의자에게 이런 욕설을 들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40여분동

안 이유도 없이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 우상진 가락지구대장은 28일 “주

취자들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난동을 피우고 심한 욕설을 해도 경찰은

다 참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29)

그 결과, 일선경찰관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

가 있겠지만,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주취자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주취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음주상태

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반성하는 경우가 많

29) 국민일보, 2014.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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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심한 난동이나 폭력의 위험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테이저건

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구류를 하거나 신체를 속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은 술 깨고 나서 자기가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거든.” B경관

주취소란죄 도입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체포과정에서

주취자와 신체 접촉이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술에 취

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주취자의 자살이나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 포승 등의 장

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30) 이 때 주취자의 부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고 A씨

의 계속된 난동에 참다못한 경찰이 A씨를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웠다. 문제는 A씨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관 서너 명

이 달려들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며 발생했다. A씨는 얼마 뒤 팔에 극심한 통

증을 호소했고, 급기야 119구급대까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

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A씨는 골절 진단에 따라 응급수술을 받았다.’31)

위의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자체 감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체포과정에서 법적절차상 하자가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31) 뉴시스, 2012.7.17. 수갑 채우기 꺼리는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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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처럼 주취자는 술에 깨어난 뒤에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나 멍을 보고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행을 당했다고 고

소하기도 한다. 여성 주취자는 경찰관이 체포를 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취난동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체포과

정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반발은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을 더욱 어렵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주취자들의 경우 소란

행위을 제지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 ‘무조건적으로 인권’의 가치

를 내세워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경찰관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선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도 법처

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작정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본인들에 대한 법집행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경찰

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처벌 수위를 세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적용했다가 무

죄가 나오면? 이럴 때 역으로 꼬투리 잡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안

하는거지. 경찰 입장에서는 소란이나 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단체에서

보기에는 경찰이 국가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을 꼬장부리는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니깐. 물론 이 사람들(주취자)이 불편한 게 있어서 왔겠지.

그런데 되는 소리를 해야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도 인권단체에서는 국민

이 하는 이야기니깐 모두 받아들여야한다고...” F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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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상황별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민원인의 문제

행동이 4.16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중략) 민원인의 문제 행동을 유형별로

보면 억지중이나 부당한 요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욕설과 음담패설 등 무

례한 언행이 22.8%, 인터넷·국민신문고·SNS에 올리겠다는 엄포가 16.6%, 소

란 및 난동이 13.2%로 뒤를 이었다. (중략) 응답자 의 22.5%는 악성 민원인

인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답해 문제 행동을 하는 대부분 민

원인이 취중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2)

신분증이나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

관하여 법집행을 지연시키는 주취자도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가진 주취자의 경우에 경찰 고위직의 인맥이나 자신의 지위를 내

세워 일선경찰관의 법집행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낸다.

“민원인을 대할 때 술을 안 마신 사람은 대화를 하다보면 공격적인 자세가 수

그러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집행이라는 것이 자기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민

원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일단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반말을 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며 ‘가족이 너 경찰 이따위로 하는 것 아느냐?’며 가족 욕을 하기도 한다.

또 허풍을 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상당히 권위가 있거나 높은 사람이니깐 나

중에 너에게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다.” D경관

여기에서 주목해야될 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나 집행과정에 대

한 불만이나 항의가 제기되었을 때 일선경찰관은 조직적 차원에서 충분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경찰관은 조

직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남아있다.

32) 세계일보, 2014.9.30., 경찰 “흉악범보다 악성민원 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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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민원 제기하면 답변서를 쓰면 되고,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는 거는 약

한 수준이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청문감사관이야. 그

곳에 불려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조직 내부적으로 내가 의심받고 추궁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조직이 진정 날 보호할 생각은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해볼 생각도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F경관

지휘부에서는 일선경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권한 행

사를 장려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강력하게 대처하였다가 민원인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과도

한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

일선경찰관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에서 재량을 행사하고 싶더라도

사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 감찰 조사나 감사에 대한 압박감이 크기 때문

에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쉽지 않다. 권한을 소극적으로만 행사하다보니

법규정 준수에만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처지는 외면

될 수밖에 없다.

“술먹고 경찰에게 시비거는 사람들... 말 대답을 안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바로 불친절하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청문감사에 신고해버려. 그

러면 1,2달동안 고생하게 되는거지. 그 사람이 실제 민원을 안 냈더라도 스

트레스는 계속 받는거야. 적어도 그 날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도 조심스

럽게 하게 되더라고” F경관

그리고 경찰조직은 상급부서에서 정책집행과 관련하여서 매뉴얼이

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은 표준적인 정책집행절차를 제시할 뿐이므로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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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장 매뉴얼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일단 현실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

다. 교육용으로는 괜찮지만 현장에서 결국 경험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 같다.

매뉴얼과 달리 현장에는 가변성이 엄청 많다.” D경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집행절차의 효율성

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더라도 일선경찰관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집행과정 상에 문제가 제기되면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의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

대하여 일선경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전달한다. 하지만

막상 사건, 사고가 불거지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내용에 벗어난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의 내부 통제가 이루어진다. 결국, 규정의 해석이 애매하

거나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문이 내려오거나 상급기관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경찰관이 상부에서 결정된 업무처리 지침을 벗어나서 정책을 집행하기에

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재량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다.

왜곡된 성과평가 기준도 이러한 피해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건수가 경찰서의 성과평가

기준 중에 하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의 정책집행

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진정이 취

하되지 않으면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일선경찰

관은 정책집행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접수한 진정을

취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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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지휘부의 내부통제방식 속에서 일선경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구대·파출소 일선경찰관에게 재량 행사에 대한 유인이 거

의 없다. 재량 행사로 인하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

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일선경찰관이 현장상

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더라도 민원인의 불

만이 제기되면 해당 경찰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무평가에서

불리한 성적을 받게 되거나, 징계 등으로 승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결

국, 민원인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사람이나 민원인의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

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임도빈, 2007). 특히, 승진 적체로 민감한 경찰

조직에서 인사권은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조직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행태가 변하게 된다.

종합하자면 일선경찰관들은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과정에서 일반적

인 민원인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한다. 주취

자들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인하여 기초적인 신상기록부터 조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 더욱 크

다. 또한 일반인들은 형사절차에 대개 순응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불필요한 민원이나 소송

으로 압박한다. 이로 인해 일선경찰관은 주취자를 상대할 때 더 많은 시

간과 자원이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집행비용(enforcement cost)이 추

가적으로 발생한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일반적인 민원 해결에 소요

되는 자원과 비교할 때 주취자와의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일선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재량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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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원인4: 주취자 처벌업무의 우선순위와 비중

일선경찰관은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지역경찰로서 수행해야 할 다른

업무가 지연된다고 생각한다. 즉, 주취자 문제로 인하여 지역경찰 업무의

우선순위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먼저, 주취자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고 싶어도 주취자 개인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예컨대, 주취자의 상태에 따라 알코올 상담기관과

연결해주거나 주취자 보호센터에 인계하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

다. 밀려들어오는 신고처리가 급급한 상태에서 주취자 개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취객들이 범죄자로 변모하는 그 순간, 조서를 쓰고 싸움을 해야 하는 등 “하

지 않아도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둘러도 그냥 돌려보내는 일

도 적지 않다. 그 순간만 인내하고 넘기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 경찰관은 "우리에

게 달려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며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달래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

다.33)

주취자를 상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 소비하다보니

지역경찰 본연의 업무인 순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범죄 발생위험이 높은 저녁이나 새벽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필수적이다.34) 그러나 치안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 순찰

33) 노컷뉴스 2010.5.17. 눈 떠보니 ''전과자''…범죄 양산하는 ''과잉잣대''

34) “행인들, 특히 술취한 사람이 많아 위험하지만 이렇게 순찰차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심리적 압박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잖이 도움이 된다.”(파이낸셜 뉴스, 2014.1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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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

일선경찰관에게 있어서 주취자 업무는 지역경찰의 정책집행을 방해

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 업무의 90%가 주취자 문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작 잡아야

할 도둑 다 놓치게 생겼어요. 술취한 사람들 잠재우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단 생각도 든다니까요.” (잠실지구대 이모 경감)

주취자 10여명이 행패를 부려 지구대가 난장판이 되자, “하루 이틀도 아니

고, 시장판도 아니고…, 차라리 고사라도 지내야겠어요.” (홍익지구대 모 경

관)35)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일선관료는 정보의 부족이나 집행자원의 제

약되어 있기 현장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다.36) 범죄와 무질서의 예측 불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의 일선경찰관에게 완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적이고 심사숙고하는 의사결

정보다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즉각적인 판단능력이 자리잡게 된다.

과거의 경험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다. 근무 중에 쌓

아온 경험들은 축적되어서 업무에 대한 인식 또는 직업관에 영향을 미치

거나, 정책대상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metaphor)를 발달시킨다. 경찰관들

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주취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는 ‘유명인사’,

‘쓰레기’, ‘상전’, ‘(처벌해도) 답이 없는 사람들’, ‘진상’ 등이 발견되었다.

35) 조선일보 2012.5.31., 행인 320명 중 23명 만취… 500M 거리에 38명 널브러져

36)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최병선, 1995). 일선경찰관

에게 치안현장의 불확실성은 범죄의 발생확률, 발생 시기, 범죄의 규모와 피해범위,

범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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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취자와 관련된 메타포 형성은 일선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법

집행에서 위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고안한 것이다.

주취자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대라

는 점에서 일선경찰관의 처벌이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

만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선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재량행사를

억제시키고, 처벌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목전에 있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징적인 이미지는 지구대나 파출소처럼 팀 단위로 운영되

는 부서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근무교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일과를 공유하고, 팀원들의 경험이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메타포가 혼

자만의 생각이 아닌 동료의 이야기, 더 나아가 지역경찰관의 이야기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또한 주취자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는 우리나라에 존재

하는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술을 마

시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현실이다. 이러한 음주문화나 술에

관한 인식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주취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

게 된다. 즉, 주취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집행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주취자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주취자에 대하여 많이 관대한 것 같다. 주취자를 위

해서 너무나 많은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지. 요즘에는 명정상태도 감경사

유에서 제외되는 추세인 것 같던데.. 확실하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인력

낭비하지 않고 다른 순찰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거니깐.” C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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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가 결여된 상태에서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술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저질렀던 범죄행위를 술이 다 깬

이후에야 처벌하는 것은 주취범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주취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취자 문제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문제의식은 주취자 업무

에 대한 책임문제로 확장된다. 지구대, 파출소 일선경찰관의 자신의 업무

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된 점은 ‘업무경계의 불명확성’이다. 지역경찰관은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만능 해결사가 된 것처럼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지역경찰과 관련하여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업무범위가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 … (중략) … ‘모든 신고는 112’

라는 지휘부의 생각이 이렇게 만든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

하면 무조건 112로 신고해야 된다고 인식한다. 그렇다보니 어떤 사건을 해결

하지 못하면 경찰에 대하여 사람들은 ‘경찰이 이런 일도 처리 못하느냐.’고

욕을 하게 된다. 다른 행정청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처리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D경관

“ 경찰이 해야될 일이라는 경계선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신고사건이 들어오

면 커트 안하고 웬만하면 다 지령이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경찰이 해야하는

가 싶은 것들이 있다. 업무선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C경관

범죄 신고처리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원이나 장난 전화까지 끊임없

이 신고가 들어온다. 심지어 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이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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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취자 업무에 대한 인식에서도 책임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주취자를 처리하는 업무가 단순히 경찰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

식이 강하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병원이나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주취자에 대한 치료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일선경찰관은 비응급 보호조치

업무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노상에 쓰러진 주취자나 노숙자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에 시민들은 술 취한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단순 주취자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길바닥에 누워서 가고 있는 사람을 처

리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인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그 자리에서 깨워서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술에 취하여 잠든 사람들을 깨우면 왜 깨우냐고 시비걸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정신을 잃어 불만을 표

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경관

실제 집행단계에서 병원·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경찰 사이의 협조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취자 문제는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서 참여하지 않

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병원에서는 국민 보건 차원에

서 주취난동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수용할 시

에 발생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피해를 걱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로 인한 가정폭력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경

찰이 주취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의 투입

할 유인이 없어 발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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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선경찰관들은 주취자 문제를 단순히 ‘단속과 처벌의 문제’

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취자의 보호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이다. 주취범죄를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프레임 속에 한정

지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시작한 ‘상습주취자 치료·보호 프로그램’과 현

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센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

된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정책의 효과

성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취폭력자의 치료, 보호

및 예방 시스템이 일정부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홍보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

하게 나타날 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주취자 업무에 대한 책임 전가는 주취자를 일일이 처벌할 만큼

지역경찰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인 오후 6시

부터 오전 2시까지 8시간 동안 112 신고의 46.3%가 집중되는데 신고

내용은 대부분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거나 주취범죄와 관련된 것

이다. 하지만 현재 배정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구대, 파출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이 전혀 충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관할 내에 일선경찰관이 모두 신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인근 지

역의 경찰관에게까지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지구대·파출소에서) 인력은 특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정 야간 시간대에

신고가 많이 몰리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신고가 밀리다보면 사건을 빨리 처

리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처리에 소홀히 하는 것

도 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교육이나 휴가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

른 팀에서 인원이 지원되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팀원

들에게 미안해진다.” D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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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12 신고나 처리해야할 업무량에 비하여 지역경찰관의 숫

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건을 빨

리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일선경찰관의 인력 충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지

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인가? 최근 몇 년간 경찰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대, 파출소 정원은 증가하는데 현원은 그대로 머

물러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정기조가 바뀔 때마다, 또는 경찰 고위정책결정자가 교

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나 부서에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치

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

서에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원을 빼가면서 까지 인력이 확보되는 반

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대한 인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청장(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가 2000개가

량 되는데 한 곳당 경찰 인원을 1∼2명씩 늘리고 경찰서에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먹기식 인력 배분을 하다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관을 증원한 효과

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전담팀, 아동안전보호인력 등

시급한 민생치안 분야에 최우선적, 집중적으로 경찰을 배치하고 인력 증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 치안시스템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37)

37) 문화일보, 2014.3.19. ‘불법 집회·시위 땐 무관용 원칙 적용’ 임기내 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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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서가 생기게 되면 그 부서의 일을 기존에 담당하는 부서는 자연스

럽게 업무가 줄게 되고 그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경찰은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부서마다 업무가 상

당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독에 물을 끝없이 부어 넣어도 일선에서

는 그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부서를 창설하실 때 그에

수반되어 다른 부서와의 인력 조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지구대에서 인원을 빼가는 현실에 저희

현장 직원들은 좌절감과 한편으로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

찰 내부포털에 올라온 글)

위의 첫 번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 지도층에서는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시키

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어떠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

어 자원을 투입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위의 내부망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업무를

분업화하더라도 업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정책결정자와 달

리 일선경찰관들에게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태

이다.

더욱이 경찰관은 의료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였다가 사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

적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주

취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경찰서 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주취자를 지구대에 보호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간근무의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 내 근무

자는 3∼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취자를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 보

호조치하면 주취자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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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해야 할 뿐더러 난동을 부릴 경우에 제지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

가 있다.

주취범죄는 상습적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알코올 성

분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중독의 위험 때문이다. 주취 상태

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처벌되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

지를 당한다.38) 잘못된 음주 습관이 몸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들

은 술이 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알코올에 중독된다. 이

들은 알코올을 섭취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술을 찾는다. 이렇게 알코올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선경찰관 입장에서는 주취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차원의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 범죄에 대한 치료적 관점이 무시된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취문제의 해결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한다. 강력한 처벌은 주취범죄의 일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겠

지만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취범죄의 절대적인 발생건수를

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일선경찰관은 주취자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과 해

38) 한국경제, 2014월 10월 9일, 10면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년~2012년) 간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한 21만

1645명 중 30.2%인 6만 3818명은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정지나 취소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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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종결하려는 행태가 만연하게 된다. 주취자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을

내뱉어도 ‘이들은 처벌을 통해서 개선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또는 ‘내

가 고생해서 술취한 사람 한 명 처벌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

는 생각에 처벌을 회피하게 되고 자율적인 정책집행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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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한계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지구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

취자들의 행패는 수년째 계속되어 왔다. 경찰은 고질적인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취자 안정실 운영, 주폭 프로그램의 실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취자의 난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경범죄 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주취자에 대한 처

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주취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일선경찰

관의 업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

전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매맞는 경찰관’이 속출하며 주취자에 대한

소극적인 법집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조항은 여타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조항에 비

하여 상당히 높은 처벌 수준으로 규정되었다. 주취자에 대한 엄정한 대

응과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는 주폭척결 프로그램은 음주범죄에 대한 사

회적 이목을 끌었고, 결국 지구대나 파출소의 난동행위 대한 처벌 수위

가 강화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

장하는 강성 정책은 처벌 수위를 높일수록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처럼 처벌의 엄격성(severity)에 근거한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정

책은 잠재적 주취범죄자의 비용을 극대화하여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억제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처벌일변도의 정책적 변화는 처벌의 확실성

(certainty)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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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따른 법집행을 담당하는 일선경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 행태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 정책집행자인 일선경찰관이

완전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처벌 수

위의 변화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경험과 행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일선경찰관의 인식이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 즉 일선경찰관의 재량행

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처벌 수위를 높일수록 일선경찰관의 재량이 수

축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처벌 수위 강화에 의존하는 주취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일선경찰관들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강제력의 사용이 절실하지만 처벌 수위

가 높아지더라도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일선경찰관들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처벌 수위가 높

아질수록 정책대상자인 주취자의 반발이 거세고, 이러한 반발이 징계나

민원 등의 사후 책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장이 범죄 통제에 있어서 처벌 수위 강화가 효과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처벌 수위의 타당성이나 처벌에 대

한 시민들의 순응 여부에 따라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가 억제될 수 있다

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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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민원인에 대한 우월한 권한 행사를 가정하는 일

선관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가 축소

되는 형상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선관료가 집행현장에

서 자유롭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서 일

선관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경찰관이나 법집행기관의 관용적인 처벌이나 소극

적인 권한 행사에 대하여 ‘처벌 수위의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도입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집행자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경찰관의 주취자 상대 재량행사를

분석하는 가운데 처벌 일변도의 정책변화가 오히려 일선경찰관의 재량을

수축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일선관료가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결정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관료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따라 정

책을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별적인 의사결정자로서 행동하기 때문이

다.

정책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만이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수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선경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본인을

둘러싼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법집행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은 일선현

장에서 매순간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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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는 집행과정에서 일선관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경찰관이 설정한 직무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가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달라진다. 일선경찰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처벌대상의 범위나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선경찰관의 업무행태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일률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는 주장은 집행현장에서 일선경찰관의 판단능력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

과 같다. 정책집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선경찰관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주는 유인과 제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구체적인 주취자 처벌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단순히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의 기술적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재량 행사에 대한 이분법적인 관점

에서 탈피하여 재량 행사의 다양한 행동경로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집행현장에서 재량을 완전하게 제거해야한

다는 주장은 무모한 도전이며, 일선경찰관에게 있어서 재량이 어떠한 의

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법적 테두리에

서 한정되었던 재량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재량 행사와 얽매어있는 개

인적, 조직적,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첫째,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일선경찰관은 지역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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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는 얼굴과 같다. 현재까지 경찰 고위층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조직적 변화를 꾀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에서 일선경찰관의 역할(street-level leadership)에 인식을 확장시킬 필

요가 있다.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권한 행

사가 어떻게 적법한 법집행(legitimacy)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은 다른 조직에 비해 계급의 수가 많으며, 수직

적 의사결정이 강하다. 이는 곧 일선경찰관이 시민들과 상호작용 과정에

서 쌓아온 현장 정보와 지식이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통로 사이에 수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현장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 내부의 수많은 워크

숍이나 간담회가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의 장소나 구색 맞추기

식의 운영이 아닌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언로

로서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경찰관의 주취자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주취자 책임 문제에 대한 ‘폭탄 돌리기’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는 보호조치의 역할 주체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한정된 논

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관기관

간 공유하고 상호협력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경찰 이외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참여도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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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역경찰관에서 발견되는 재량 수축 현상을 관공서 주취소

란 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나

타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의 경우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

는 일선경찰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역경찰 근무자들이 제공

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찰관의 재

량행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일선경찰관들이 자신의 법집행에 대

하여 왜곡,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과의 정

보도 수집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찰을 총괄적으로 관리

하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지방청·경찰청 생활안전과 등 상급기관의 담

당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한다면 수집된 면접 자료의 객관성이 더욱 제

고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현재 경찰조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면접과정에

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점도 있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불

만이나 주취자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표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재량 축소 현상의 경우 자신의 법집행에 대한 잘못

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

다. 참여관찰방식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일선경찰관들의

재량 행사를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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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Punishment and Police Discretion

Kang, Young Ju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treet-level and community police officers in a law

enforcement agency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and

maintaining order in close proximity to the general public. Their

responsibilities include implementing the rule of law and serving

citizens. However, the public’s image of officers in Korea has been

tainted with police corruption, red tape, and dereliction of their

duties; it stems from the belief that officers’ decision-making

process is hampered by status-quo bias and unwillingness to punish

criminals, thereby leading to a delay in the law enforcement

process.

Among street-level police officers, community police officers

come in most direct contact with the general public and have more

leeway in exerting their discretionary power. The decisions that

these officers make are crucial in implementing societal policies.

Meanwhile, numerous governmental policy-makers, politicians

and the citizens have focused on increasing the level of punishment

in order to encourage the discretion employed by the officers.

Rather, We present that officers’ discretion is hampered with a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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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evel of punishment through studying public intoxication in

Korea.

Regardless of the fluctuation in the level of punishment, street

level police officers have avoided to take action in the situations

they faced. The exercise of police discretion has also dwindled in

certain cases in which officers either fail to reach an acceptable

level of confidence in the consequences of law enforcement, or

expect no immediate ramification from their actions. With the

scarcity of resources and limited time, the officers prioritize their

duties and are not able to appropriately exert their law-enforcement

power.

We conclude that a greater level of punishment has negligible

effect on improving the decision-making power of street-level

officers. They do not unduly follow orders from their management,

but rather exercise their discretionary power in the context of

individuals making cost-and benefit analysis on their individual

situations.

Key Word: Police Discretion, Community Police, Street-level

Police, Level of Punishment, Public Intox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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