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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이 격발하는 경찰 조직에 주목

하고, 청년들의 유입 이후 조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했

다. 여성 경찰관의 직무 역량을 평가절하하는 담론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두한 가운데 오늘날의 경찰 조직에서 청년 여성 경찰관은 어떻게 직무

를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남성중심적인 경찰 조직은 과연 변화하였

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청년 여성들의 성평

등에 대한 이해와 상이한 현실 대응 전략들에 주목했다. 조직 내부의 젠

더 역동을 살핌으로써 경찰은 새로운 전환점이자 변형의 가능성을 담지

한 조직으로서 검토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신자유주의 시대 경찰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치안의 서비스

화와 예방 치안이라는 두 가지 틀 위에서 직무 모델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인력 충원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찰 조직으

로 진입했고 특히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요구는 여성 경찰관의 확대 채용을 견인했다. 더하여 페미니즘이 확산되

고 성평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성별

분리 채용 제도가 폐지되는 등 경찰 조직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젠더를 둘러싸고 격화된 청년들의 갈등은 경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몰성적(gender-blind)인 능력주의와 경찰 직무에 있어 성별

화된 역량 평가에 따라 청년 여성 경찰관들은 남성중심적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았고, 조직의 성별직무분리는 지속되고 있었다. 여성들은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 따라 이질적인 

전략들을 취하고 있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대를 안고 경찰이 된 여성들

은 문제의식을 축소하고 조직의 남성중심성에 순응하여 문제제기보다는 

안전하게 조직에 남기를 선택했고, 성별화된 평가를 거부하는 여성들은 

성차를 제거함으로써 같음으로서의 평등을 획득하고자 했다. 다만 이들

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직무 가치와 조응하고 있었다. 한편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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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청년 여성들의 경우 남성

중심적 직무 관행에 질문을 던지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조직으로의 

변형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 경찰관의 경찰되기로부터 젠더화

된 조직의 균열이 감지되었다.

경찰 조직에서 젠더 질서의 지속과 균열이 교차하고 있음을 드러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조직의 작동원리는 단순한 남성성의  

편재를 넘어 사회 맥락에 따라 변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읽혀져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누적된 적극적 조치가 성평등 증진에 있어 변

형의 전략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제도 도입에 앞서 직

무 가치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나아가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경찰관으로서의 법 집행 

현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형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남성성을 협상하고 있는 청년 남성들의 에너

지를 젠더화된 조직의 균열과 그 재구조화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이 요청된다.  

주요어 : 경찰, 젠더화된 조직(gendered organization), 성별직무분리, 

청년, 여성 경찰관, 성평등

학  번 : 2018-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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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경찰 조직으로 진입한 청년 경찰관들의 직무 인식과 경험을 

통해 남성중심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젠더 역동과 그 균열을 탐구한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과 함께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

동 증가 등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 불확실성과 불안은 ‘여성혐오’의 형태로 표

출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저항은 젠더 폭력에 대한 문

제제기와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경찰은 치안 인력 증원을 통해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에게는 경찰공무

원이라는 일자리가 확대되었고, 경찰은 여성안전 확보를 기치로 여성 경

찰관 채용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여경무용론은 청년들이 

놓여 있는 이와 같은 복합적 상황을 반영한다.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증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찰청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

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되어 이슈가 된 2018년 중순 무렵, 경찰 채

용 과정에서의 체력시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대두했다.1)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통사고 신고 현장에서의 ‘오또케 여경’2)이 논란

이 되었고, 2019년 봄 ‘대림동 여경’3), ‘뺑소니 여경’4) 등을 거치며 여

1)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여성 경찰관

의 체력시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단순한 의미로 잘못 이해되어 경찰 직무를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인물을 해임하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약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던 사건이다. 

2) 네이버 카페<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경꿈사)>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들이 현장에서 무능하게 “어떡해(오또케)”만 되뇌는 동안 시민 남성이 현장을 처리했

다는 요지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3) 취객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남성 경찰관이 뺨을 맞았고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담은 14초짜리 영상이 온라인

에 게시되었고, 무능력한 여성 경찰이 남성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도움을 받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4) 통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여경이 문제

가 되어 또 비난 여론이 일었다. 통영경찰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여경을 도

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밝혔음에도, 해당 여경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를 요구

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약 6천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 2 -

성이 경찰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여성 경찰의 직무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청년 

남성들의 위기의식 혹은 여성혐오의 표출로만 진단하는 것은 불충분하

다. 물론 악화되는 청년 취업시장,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일상화와 온라

인상에서 나타난 2030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청

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상황과 맞물렸다. 페미니즘

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청년 여성들과 부

딪힌 청년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정서는 ‘젠더 갈등’이라는 시대 진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이 이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경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격전이 

법 집행 현장과 경찰 조직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내근직에 뼈 묻는 여경’ 때문에 ‘현장직으로 밀려나는 남경’, 

‘취객을 상대하는 남경’ 옆에서 ‘무전만 치는 여경’ 등의 여경무용론이 

비단 경찰 조직 외부에서만 작동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5) 청년

의 유입 이후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때 조직 내 여성

들의 위치는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남성중심적이라 평가받아 온 경찰 조직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

면 오래된 젠더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경찰 직무에 대한 상(像)과 

가치, 직무의 기회와 직무 이해,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자원의 배

분 등을 통해 구성되고 또 구성하는 젠더는 지금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청년 경찰들의 직무 경험을 통해 젠더화된 경찰 

조직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이 젠더 관계의 

변화를 제약 혹은 추동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 구조와 삶

의 조건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양식으로서 청년들의 세대성에 주목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의 문제화 방식

  (1)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생존주의

5)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모니터. 2019.7.18. “여경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 혐오 수준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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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청년’은 과연 무엇을 지시하는가? 청년은 어느 

시기에나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집단이었지만, 청년을 이해하고 이를 통

해 당대를 진단하는 방식은 상이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경제 위기

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 주목하며 청년 세대를 설명하고 있다. 우

석훈·박권일은『88만원 세대』(2007)를 통해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둘러싸인 불안정하고, 무언가를 포기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는 현재와 같은 청년세대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 이후 3포, 5포, N

포세대 등 수많은 세대 명칭이 등장했다.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청

년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러한 명명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사회와 청년들의 모습을 강조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동진(2009)은 시장원리에 최적화된 청년들이 신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체화하고 기업가적 자아를 가진 자기계발 주체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시대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낳은 새로

운 계급 프레카리아트(precariat)6)로서도 주목받았다. Guy 

Standing(2014:33)은 프레카리아트를 사회안전망이 결여된 사회에서 직

업 안정성을 잃은 불안정 노동자, 저임금·저숙련 노동을 수행하며 직업

정체성이 결여된 노동계급이라 설명했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이래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청년들에게 노동은 살기위한 불확실한 방편이 

되었고, 한국의 청년 프레카리아트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증가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이승윤 외, 2016). 이광석·윤자형(2018) 역시 염세주의

적 뉘앙스의 최근 출판도서 제목과 청년 신조어가 청년의 힘든 삶과 불

평등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같은 물적 지형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논

의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 역시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김홍중(2015)은 이들 청년이 성공의 쟁취보다 평범함을 유

지하고 낙오되지 않기 위한 ‘생존주의’에 따른 마음가짐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사회적 사실인 마음(心)을 통해 강박, 불안, 의지에 

6) 프레카리아트는 불안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조합한 신조어이

다.  스탠딩(2014)은 프레카리아트를 “노동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와 구분했고, 대

자적 집단이라기보다 스스로와 교전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문

적 개념으로서 ‘불안정 노동(precarious labour)’은 유럽 좌파 진영 연구의 발전과 그 

선진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된 노동의 

유연화 및 복지체계 축소와 관련하여 사회적 아젠다로 정립된 바 있다(신경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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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려 경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포착한 그에 따르면 청년들이 

목표하는 생존은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상태 그 자체다. 생존주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질적 청년 존재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최종렬

(2017)은 청년에 대한 연구가 서울권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지적하며, 

‘지방대생’에게는 생존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

쟁구도에 선 이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동

시에 “성찰적 겸연쩍음”을 내보이는 그들은 지방대생만의 독특한 하위문

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이라는 집단이 균질하지 않으며, 그 

내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안정 사회에서 주목받은 것이 오직 남성의 위기뿐

이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개진되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청년 연구들이 젠더가 구성해내는 불평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을 지적

하기 시작했다. 배은경(2009)은 여성들의 삶이 청년문제가 아닌 ‘여성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여성들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파장

과 사회의 위기를 오롯이 스스로 소화해내고 있음을 주장했다. 여성들은 

실업, 고용불안 등을 오롯이 부담하며 한국사회가 지나온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왔다는 것이다. 신경아(2019)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등장

한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불안정 노동 심

화가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다. 

  (2) 공정성 인식과 젠더를 둘러싼 갈등

위와 같이 젠더 관점을 통해 청년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위기를 맞은 

이 시대 남성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남성 생계부

양자의식이 대변하는 근대사회의 남성성이 차츰 약화되면서 성별분업의 

규범과 역할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했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

범적 지배력은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신경아, 

2014; 마경희, 2019a). 배은경(2015)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얼굴이 

여전히 여성을 배제한 채 그려짐에 따라 달라진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

성을 새로이 협상해야 하는 청년들의 젠더 관계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배은경(2019)은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젠더갈등7)이 단순한 성대결이 아니라 이러한 젠더를 매개로 한 

갈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이 갈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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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젠더 관계가 이미 공평해졌다고 주장하는 남성들과 평등을 요구하

는 여성들을 통해 형성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공평, 평등인가? 기존 논의들은 주로 기회의 평

등, 능력에 따른 보상을 중심으로 불공정과 부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

다.8)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이며, 청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정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요구하는 ‘공정세대’라는 것이다(박원익·조윤호, 

2018).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특히 교육과 취업의 영역과 

관련하여 분석되었다.9) 오찬호(2013)는 20대 청년들이 자기계발서의 

개인화된 자수성가 논리를 수용하는 반면 승자독식의 사회 구도에는 눈

을 감은 채 학력위계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90년생이 온다』(2019:111)에

서는 청년들의 공무원 열풍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 때

문이라 설명되었다. 특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면접, 추천제도와 달리 

시험은 객관적인 점수로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성 이해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능력에 따른 

보상만을 유일한 공정의 의미로 이해하는 이들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시정 조치를 무임승차로 간주하고 나섰기 때문이

다.10) 이는 이미 평등한 사회를 진단하는 포스트-페미니즘11)과도 연결

7) 2019년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20대는 가장 심각해질 한국사회 갈등 영역

으로 ‘젠더갈등’을 지목했다. 한국일보. 2019.1.2. “계층ㆍ젠더 갈등, 폭발력 더 커졌

다”. 김혜영 기자. 

8) 성시영·정용덕(2012)은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 정의로

운 기준으로서의 공정 그리고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담론이 전개

된 데에 소득불균형과 경제 침체 등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조한혜정 외(2016)는 청년세대가 공유하는 공정에 대한 열망과 그들만의 

감각이 결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위에서 주조된 것이라며, 기약 없는 미래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노오력의 배신”으로 이를 분석했다. 정정훈(2016)은 노력한 자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자는 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청년들의 정의

‘감’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며, 정의에 대한 청년들의 정서적 태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9) 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하

는 등의 모습은 청년들의 공정 감각을 설명하는 한 예다.  경향신문. 2017.12.4. ““취

업전쟁 이겼는데”…‘정규직 전환’ 불편한 시험만능사회”. 송윤경·김상범 기자.  

10) 김홍중 외(2019:103)는 가장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그 노력의 대가를 보상해

주는 시험을 공정하다고 여기는 청년들의 모습이 능력주의1)보다 오히려 ‘노력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혜정(2019)은 특히 교육 불평등에 주목하여 능력주의

에 기반 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추구가 경쟁의 결과를 오롯이 개인이 책임져야할 



- 6 -

되어 있었다. 천정환(2016)은 능력주의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 청년 남

성들이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의 

절반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는 반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a), 20대 남성의 25.9%는 페미니즘에 강한 반대를 표하며 “반-페

미니즘(anti-feminism) 전사”,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 집단”으로 분석

되기도 했다(천관율·정한울, 2019:63).12)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외려 평등을 저해하는 반칙이라며 이른바 이

퀄리즘13)을 외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이 능력과 무관하게 여성의 일방

적 이득을 요구한다는 이해, 평등과 페미니즘이 상충된다는 이러한 태도

는 반-페미니즘 정서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김수아

는 “같은 것은 같아야 한다”(안상수·김금미, 2008; 김수아, 2017:29에서 

재인용)는 청년들의 인식 구조 속에서 결국 페미니즘이 반칙이자 부당한 

권력으로 규정되고, 남성은 오히려 역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해석

했다. 여성혐오14) 정서가 지배적인 온라인상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 

것으로만 여기게 만들며,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김도영·최율(2019)의 실증 연구는 공정을 담보한다고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조차 그 기회구조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며 계층 재생산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11) 조선정(2014)는 ‘어떤’ 페미니즘과 관계 맺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화된 포스트

페미니즘‘들’을 추적하며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들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그 둘째 정의, “여성해방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페미니즘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는 입장”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페미니즘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낡은’ 기획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포스

트페미니즘은 한국에서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공적 영역으로 여성 진입이 증가했던 

1990년대 후반 이래 나타나, 여성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서 ‘더’ 요구한다는 주장

으로 이어졌다.

12) 천관율·정한울(2019:93)의 조사에서 나타난 이 25.9%의 남성 마이너리티 집단은 

젠더 권력에 대해 ‘진심’으로 부정했다.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 95.7%가 동의하지 않았고(88), ‘성차별이 ‘없다’, 나아가 ‘남성차별

이 더 심각하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100%의 동의를 보였다.

13) 2016년 8월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등록된 ‘젠더 이퀄리즘(성 평등주의)’이라는 문서

를 통해 ‘이퀄리즘(Equalism)’이라는 허구의 사회운동 내지 철학사상이 날조되는 사

건이 있었다. 해당 문서에서는 페미니즘의 역차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 서구권에서 이퀄리즘 사상이 등장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공론화되면서 2017년 나무위키 내에서 기존 내용은 대폭 수정되

었고, 문서의 제목도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남성들

은 ‘이퀄리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모

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이퀄리즘’은 반-페미니즘의 테제로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

로 나타냈다.

14) 여성혐오(misogyny)란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2012)가 설명한 바 개인 여

성이 아닌 여성성의 기호로 구성되며, 여성을 타자화하고 동성 남성의 인정과 연대를 

통해 남성이 ‘남성’이 되는 비대칭적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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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에서는 젠더를 간과하려는 모습이 능력주의로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기도 했다(김수아·이예슬, 2017). 김성윤(2018)은 차별하지 않는

다며 차별하는 청년 남성들의 모습과 반-페미니즘 정서가 실상 헤게모

니적 남성성에 이르지 못한 남성들의 일면이라 주장했고, 김보명(2019) 

역시 이퀄리즘을 비롯한 청년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문법이 결국 성차

를 제거한 개인을 상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3)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의 부상

위에서 검토한 바 청년들은 기회의 균등과 능력주의에 따른 성과 분

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성 감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남성 생계부양자로서의 삶이 어려워진 일각의 청년 남성들을 통해 여성

혐오가 분출되자, 많은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젠더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대 들어 청년의 고단한 

얼굴은 일그러진 형태의 극우 ‘일베(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

소)’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김학준(2014)은 2030 남성으로 가정되는 일

베 사용자들의 혐오문화가 신자유주의 현실과 사회 불안 가운데 주조된 

하나의 변종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윤보라(2013)는 일베가 예외적 집단

으로 분석되는 경향을 비판하며, 그들은 특별한 괴물이 아닌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여성혐오는 일베의 일탈행위 

중 하나의 양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벌이는 문제적 실천의 기

초이며(35), 현실에서 젊은 여성들을 노력 없이 이득만 취하는 존재로 

규정해낸다는 것이다. 엄진(2016) 또한 개인적 차원의 양성평등을 내세

우는 일베의 전략적 여성혐오가 자기정당화의 시도일 뿐이라 주장했다. 

청년 여성들은 성별 권력의 실재를 외면하는 남성들의 납작한 평등을 

통해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달았고, 페미니즘은 이들을 중심

으로 2010년대 중반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15) 여성들의 움직임은 2015

15)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은 학계 일부의 용어였을 뿐 사회적 낙인이 씌

워져 있었다. 2000년대 당시 유행했던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증후군”(이경, 

2007)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이 두

려워 표현하기를 꺼려했던 당대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페미니스트로서 공론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손희정(2015)은 페미니즘의 ‘리부트’를 선언했고 윤김지영(2017)은 페미니즘이 ‘새로

운 사회적 감수성’이 되었다고 정의했으며, 김주희(2017)는 ‘열풍’, 김보명(2018a)은 

‘재부상’, 정희진(2018)은 ‘대중화’, 천정환(2016)은 ‘페미니즘 봉기’라고 표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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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메갈(메갈리아)’과 그들의 발화 전략을 중심

으로 가시화되었고, 연구자들은 여성 경험을 배제한 청년들의 공정 감각

과 누적된 여성혐오,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으로부터 그 맥락을 

찾았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불현듯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

적된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 대응이자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해석되었다(유민석, 2015; 이나영, 2016; 윤지영, 2016; 장민지, 2016; 

조혜영, 2016; 천정환, 2016; 장민지, 2016; 이나영·정용림, 2018).16)

그러나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은  피해자 정체성과 강하게 결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했다.17) 이는 지금의 페미니즘이 신자

유주의적 가치관과 반-피해자 담론에 대해 일견 동조하고 있다며 이를 

‘피해자 페미니즘’이라 명명한 Stringer(2014)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혐

오의 정동 속에서 페미니즘이 규범화 되었다는 주장(김주희, 2016; 김보

명, 2018a), 신자유주의 가운데 자라난 이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합리

성의 언어로 변주되어버렸다는 분석도 있었다(김애라, 2019). 이는 결국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이 여성들 또한 청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

주의의 자장 안에 있는 청년임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청년 여성 또한 하

나의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는 문제의식 하에,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여성들의 이질적인 페미니즘 실천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등

장하고 있다(강예원, 2019; 추지현, 2019a; 오혜진, 2019). 

했다.   

16) 일각에서는 메갈이 일베와 같은 일탈적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여성주의자들

은 메갈리아와 일베를 같은 것으로 치부하여 도출하는 간단한 결론(혐오하지 말자!)

에 반대했다. 윤지영(2015)은 여성들이 남성 커뮤니티의 해학과 조롱의 문법을 전유

하여 온라인 공론장을 기반으로 전복적인 액티비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고, 류진희

(2015)는 메갈리아가 2000년대 이래 이어진 여성혐오 가운데 등장했다며 그들의 미

러링을 단순한 조롱이 아닌 평등을 위한 탄력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박무늬(2016)는 

여성들의 모습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대응이라 분석했다. 

김리나(2017)는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여

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혐오를 ‘활용’하는 이들의 전략적 유효

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다(유민석, 2015; 윤지영, 2015; 장민

지, 2016; 김선희, 2018). 일각에서는 이들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었

으나, 조주현(2019)은 이러한 여성 발화와 온라인 액티비즘이 기존 여성운동의 판도

를 바꾼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17) 연구자들은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신자유주의와 접합하여 피해자 정체성으로 

이어졌고, 여성을 피해자로 재현하는 데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현재, 

2017; 권김현영, 2018). 정희진(2018)은 피해자 페미니즘은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며, 분노의 감정과 피해 경험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페미니즘이 도구화되었다고 주장

했고, 이효민(2019)은 소위 래디컬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우린 여자만 챙긴다”는 구

호가 득세하면서 생물학적 성별을 중심으로 본질화된 여성 범주를 비판했다. 



- 9 -

정리하면, 기존 연구들의 청년 집단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장의 신자

유주의적 재편이 미친 영향과 남성성의 위기,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공정 감각과 ‘젠더갈등’, 여성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과 페미니즘

의 부상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부

상이라는 사회적 흐름 가운데 개인 간의 상호작용, 특히 조직 내에서는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경찰 조직과 젠더

  (1) 남성중심적 직무 모델과 성별직무분리

경찰이 남성중심적 조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젠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직에 대한 연구들 중 다수는 직무에 부여되는 

의미와 가치에 주목해 왔다.18) 경찰 직무의 핵심인 사회통제 역할은 젠

더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Heidensohn, 1992:99), 사회적으로 경찰 직무

가 그 위험성과 권력, 사회통제적 측면에 따라 남성적인 일로 평가됨에 

따라 경찰의 직무 모델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Martin & Jurik, 2007). 

많은 경우 경찰의 남성적 이데올로기 내지 그를 뒷받침하는 상징과 이미

지가 분석의 초점이 되었고, 연구자들은 개인과 내부 집단 나아가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언어, 행동 나아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양상들을 보고했다(Belknap, 2007; Shelley et al., 2011:354). 

범죄투사(crime-fighter)의 직무 모델은 경찰 조직의 남성성을 증명,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가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idensohn, 1992). 보호하고, 제압하며 처벌하는 남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경찰의 상(像)이 신체적인 힘을 중심으로 신체성

(physicality)19)을 통해 구성된다는 진단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20) 범죄

18) 한국에서 대략 2000년대부터 이루어진 경찰 조직에 관한 기존 연구들(신인봉, 

2001; 이은정, 2002; 신현기, 2005; 전정환, 2006; 박영주, 2010; 김상호, 2013; 장

기현, 2015)은 많은 경우 경찰 직무에서 전제되는 남성적 모델 자체에 대해 문제제

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섬세함과 부드러운 여성적 특질 혹은 대민 친화적 이미

지를 통해 여성 경찰을 인식하는 한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조직 내 성차별이 여성 스

스로의 소극적 태도 혹은 신체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이해가 저변에 깔려있기도 했

다. 

19) 여성주의 학계에서는 체현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신체, 몸을 사유하기 위한 용어로서 

‘corporeality'를 사용해왔으며, 이는 ’육체성‘ 혹은 ’신체성‘으로 번역되곤 한다(심선

희, 2016). 다만 여기서는 노동자로서 경찰관의 상이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신체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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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로서의 경찰관에 부여되는 남성성 때문에 경찰의 내부 문화에서는 

남성성이 숭배된다고(cult of masculinity) 분석되기도 했다(Smith & 

Gray, 1985; Herbert, 2001:57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비공식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경찰 직무에 대한 남성적 정의를 유지함과 동시에 여성

들의 주변화된 지위를 강화시키는 차별적인 표현들이 공유되기도 했

다.21) 경찰에 대한 남성화된 상징과 논리는 남성성을 선호하는 경찰 직

업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기제였다(Martin, 1999). 한국의 경

찰 조직을 분석한 전지혜(2007)는 이러한 관념이 성별에 따른 분리채용

의 관행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혜

(2017)는 성별이 진정직업자격(BFOQ)2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하

며 그와 같은 관행이 성차별임을 주장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마찬가지

의 동학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체적 힘을 중심으로 경찰 직무 역량을 평

가하는 기제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여성 교육생들은 직무 능력이 인정

받지 못했고(Charles, 1981), 경찰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통해 여성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Padavic & Prokos, 

2002).23) 한편 연구자들에 따르면 경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강한 남성

력, 힘을 전면에 동원하여 몸을 사유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physicality‘로 설

명했다. 

20) 실제 경찰관들로부터 경찰의 업무가 예방(preventive)보다 처벌(punitive)에 가깝다

는 믿음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Bell, 1982: Garcia, 2003:334에

서 재인용). 경찰 조직에서 통용되는 성차별적 논리를 분석한 Hunt(1990) 또한 결국 

진정한(real) 경찰 업무가 범죄와 싸우고 범인을 제압하는 일로 상상되어 왔다는 점

이 그와 같은 논리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21) 가령 미국 LA 경찰국의 경찰관에 대한 현장연구를 수행한 Herbert(2001)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주변 동료들을 hard charger(험한 일을 맡는 사람)와 station queen(경찰

서의 여왕)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구분하여 묘사했는데, 힘든 일을 꺼리는 동료 경찰

에 대한 비난은 여성화된 표현을 통해 나타났다.

22) 미국의 민권법제 7편에는 고용상  성차별의 예외로 진정 직업 자격이 차별의 예외

로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종교, 성별 또는 출신 민족이 해당 특정 사업 또는 

기업의 통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진정 직업 자격(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인 경우 그를 근거로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자를 채용, 공

고하는 것은 불법적 고용관행이 아니다(김정혜, 2017:85). 

23) 경찰교육기관 내 여성 교육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분석한 Charles(1981)는 남

성 교육생들이 여성들의 역량과 실제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했으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힘의 차이가 그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한 경

찰교육기관에 대해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한 Padavic & Prokos(2002)는 교육 커리큘

럼과 교육자들의 수업 가운데 경찰 직무에서 남성성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전달되고 있었고 실제 남성 교육생들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여성을 배제하고 성차를 강조하며 그들만의 남성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적 직무 모델을 강화시키는 교육기관 내부의 모습은 미 해군에서 구

성되는 남성성들을 비교분석한 Barrett(199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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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반하여 상상되는 군 조직24) 혹은 중립적으로 간주되는 공직25)의 

직무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남성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남성 중심의 표상이 경찰 직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로 이어지

고 있음을 드러내는 연구들도 개진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남성성

이 보편, 여성성은 잔여가 되는 위계가 성별직무분리26)라는 현상을 초

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Heidensohn(2008:256)에 따르면 여성 경찰들

은 남성에 비해 덜 위협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아동학대 피해

자 관련 업무를 맡았고,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비하하여 묘사하는 ‘가디건

부대(cardigan squad)’와 같은 표현이 존재했다. 직무분리는 또한 성별

에 따라 분리된 채용 관행을 통해서도 강화된다. Schulz(1989)은 여성

들이 돌봄 역할의 전문성을 통해 여성 교도관(police matron)으로서 법 

집행 분야로의 초기 진입을 허락받았으며, 이후 경찰 조직 내 서비스 역

할과 예방 치안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여성 경찰관 고용

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Heidensohn(1992)은 여성의 경찰활동 분야 

진입을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각 단계는 여성이 어떠한 직무 역

할을 허락받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성별직무분리는 직무의 구성 

이외에도 관리자 직급에서의 낮은 여성 대표성 등 승진 구조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유리천장(glass 

ceiling)27), 유리벽(glass wall)28), 풀칠된 바닥(sticky floor) 등의 메타

24) Runyan(1990)은 국가의 군사주의(militarism)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지키는 자’로서의 남성과 ‘보호받는 자’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젠더 관계를 구성한다

고 분석했다. ‘지키는 자’가 될 수 없는 여성들은 젠더 규범에 따라 기대되는 세심함, 

친절함을 수행하거나 혹은 젠더의 무게를 덜어주는 기술 발전에 기대어 조직으로 편

입되었다. 경찰이 젠더화된 조직으로 검토되는 동안 군대는 극도로(extremely) 젠더

화된 조직이라 평가되었다(Sasson-Levy, 2011). 그에 따르면 여성의 유리천장 현상

은 군 조직 내에서 유리가 아닌 ‘시멘트’ 천장으로 나타나며, 여성 군인은 법적으로는 

조직에 통합되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조직에 ‘제한적으로’ 포섭되었다(2011:393). 

25) 한국에서는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공직에서조차 여성이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

을 지적하며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했고(홍미영, 2004; 박

혜영·정재명, 2010), 여성주의적 조직연구에 집중한 원숙연(2015)은 행정조직 전반

에서 젠더 중립성이 실상 ‘신화’라고 주장했다. 

26) 원숙연(2004)에 따르면 성별직무분리는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물리적 공간을 포함

하여 직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젠더유형화에 기반한다. 

27) 유리천장은 여성이 조직 내에서 특정 직위 이상 승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이 장벽은 명시적인 법제도가 아니라 조직문화 및 통념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이

지 않는다(Morrison et al, 1987:13).

28) 유리벽은 승진이 가능한 조직의 핵심부서나 주요 직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다(홍미영, 2004). 여성이 요직을 맡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벽은 결국 유리천장

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유리천장의 전단계로 설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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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통해 표현되었다. 성별고정관념은 채용이나 배치뿐만 아니라 법 집

행 과정에서도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신주호, 2010; 

장기현, 2014). 김예람(2008)은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가 제도와 통

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2차 가해가 되는 모습을 분석했고, 이비현

(2019)은 대여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

찰이 내놓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의 개선 방안이 여전히 기존의 관행 

속에서 성폭력수사 업무를 여성의 역할로 환원시켰다고 비판했다. 

  (2) 조직 내 여성의 주변화와 그 효과

여성 경찰관이 조직 내에서 주변화되는 데에는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

와 성별고정관념만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수적 열세는 성별고

정관념에 기반한 분리채용 제도에서 초래된 것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환원되지는 않았다. 조직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여성 경찰은 별다른 자

원 없이 게토화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Rosabeth M. Kanter(1977)는 

기회, 권력, 구성비(가령 동성 집단이 30% 미만)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조건이 조직에서 위계적 질서와 차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집단 내에 소수로 존재하는 여성들은 명목상의 지위

(token)만을 가진 채 주변화된다. 여성을 배제하는 경찰 하위문화에 주

목한 연구자들은 조직에서 공유되는 여성혐오와 여성성의 저평가가 여성

의 소외와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29)

조직 내부의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된 여성 경찰들이 노출되는 성희롱 

피해는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 만드는 또 다른 기제였다. 많은 연구자들

이 성차별의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로 경찰 조직 내의 성희롱 문제를 다

뤘다(Marin, 1980; Lafontaine & Tredeau, 1986; Morash & Haarr, 

1995; Segrave, 1995; Brown, 1998). Dodge & Pogrebin(2001)는 주

29) 미국 중서부 경찰국에 대한 Haarr(1997)의 연구에 따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

하려는 적극적 조치 등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관은 남성들에게 동료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Dick & Jankowicz(2001:182)

은 짓궂은 남성 문화를 중심으로 경찰 직업의 특성을 강조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무시

하는 조직의 지배적인 하위문화를 ‘canteen culture’라 표현하기도 했다. 

Franklin(2007)은 남성동성사회의 연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사회의 가부장제

가 집단 내부에서 여성 경찰에 대한 억압과 배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기도 했

다. 강간 신화와 피해자 비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의 여성혐오가 이 과정을 

매개하고 있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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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여성이 당하는 성희롱 등의 피해는 그들이 점하는 주변화된 지위 

때문에 오랜 기간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남녀 경찰관이 겪는 애로

에 대한 Morash & Haarr(1995)의 연구에서 여성 경찰은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요인 곧 편견과 성희롱 발언 등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영

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여성들에게 ‘여긴 네 자리가 아니라(not 

their place)’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신호였다(132). Wexler & 

Logan(1983)은 동료들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가십거리 혹은 성적인 

대상이 되는 상황을 겪은 여성 경찰들이 조직이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

(the department doesn’t want women)며 호소했다고 밝혔다. 

주변화된 여성 경찰들은 그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

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아웃 현상을 호소하는 경찰관들로부터 나타나

는 성차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McCarthy et al(2007)는, 비율 

자체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여성 경찰의 스트레스 지수에 여

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

다. 심리적 해악 외에 여성이 점하는 취약한 지위는 직무 의지를 저해하

고 있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 남성에 비해 개인적인 신뢰감과 격려, 멘

토링 등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성 경찰들은 승진에 대한 낮은 의지, 직무 

몰입도 및 성취감의 저하 등을 보고했다(Holdaway & Parker, 1998). 

이상과 같이 연구의 초점이 조직의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주변화에 맞

춰지는 동안, 권력과 남성성의 연결 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구조

적 억압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개인을 무력한 피해자로만 재현하며 그 

행위성과 변화 가능성을 가렸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Martin, 1987; Billing, 1994). Shelley et al(2011)는 기존 연구들이 

억압과 분리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여성들이 실제 놓여있는 젠더 질서가 

변화하는 모습은 읽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찰 직무에 대한 남성적 기대를 강조한 Loftus(2010)와 같은 연

구 결과는 실제 현실에 개입할 지점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조직 차원의 직무 가치 변화와 함께 남성중심적 조

직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3) 여성들의 대응 방식과 경찰 직무 가치의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경찰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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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초기 연구들은 여성의 자

기이해와 행동전략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화된 구조 안에서 한 가지

를 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Martin(1980)은 남성

적인 조직으로 진입한 여성 경찰들이 스스로의 직업정체성 및 역할과 관

련하여 딜레마 가운데 있으며 그에 따라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고 주장

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은 남성적 직무 기대를 수용하고 탈여성

화(defeminization)의 전략을 선택하는 여성 경찰과, 직무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젠더 규범에 따라 행동하며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의 전

략을 선택하는 여성 경찰 가운데에서 갈등한다(1980:186). 실제 여성 

경찰이 남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다른 여성들과의 거리두기

(othering)를 시도하거나 남성 문화에 동화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연

구 결과도 있었다(Martin, 1979; Remmington, 1983). Wexler(1985)의 

경우 여성 경찰의 대응이 전통적인 여성성, 약간의 남성성

(semi-masculine),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합된 경우 혹은 아예 중립적인 

스타일을 취하는 네 가지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30)

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사회적·법적 변화, 치안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분야 내 여성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Martin &　Jurik, 2007:215) 조직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경찰의 

직무 가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이어졌다. 직무 모델의 변화 이후 여

성 경찰의 자기이해 방식을 탐구한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 연구에서 제

시된 것 같이 ‘여성’과 ‘경찰’ 가운데 택일하는 단순한 딜레마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한다(West & Zimmerman, 1987; Martin, 2003; Martin & Jurik, 

2007). Martin(1999)은 시민을 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여성 경찰

이 대개 여성됨에 따른 불이익을 인지하고 성별과 무관하게 단호히 대처

할 것임을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단서들을 활용한다고 보고했다.31)

30) Wexler(1985)에 따르면 이러한 각각의 대응은 조직에 포섭되는 정도, 직무 스트레

스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후자의 두 경우-중립적인 스타일 혹은 남성성과 여성

성이 혼합되어 있는 스타일-의 여성 경찰들은 동료들로부터 받는 저항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비슷했다. 여성적인 스타일을 취하는 경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좌절감을 보였다. 반면 약간의 남성성을 취하는 여성들은 마치 부하 직원(junior 

partner)과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조직에 수용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31) 반면 남성 경찰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호작용의 자원으로서 자신의 남성성을 활용했

다.



- 15 -

연구자들은 여성 경찰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하나의 성별 범주에 얽

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32)

범죄자 제압에 국한된 고전적 범죄투사 모델을 벗어나 치안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경찰과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적 관계와 소통을 과제로 삼는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으로 확장된 이후, 경찰 직무의 가치는 

기존 남성성에서 나아가 여성적 특성을 포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Miller, 1999; Davies & Thomas, 2003). 이에 따라 사교성, 대화의 능

력 등 여성적 자질을 활용하는 부드러운(soft) 치안의 등장은 경찰의 남

성적 모델 자체를 전환시킬 것이라 기대되기도 했다.33) 영국 신임 경찰

관들에 대해 실증 연구를 수행한 Charman(2017:253)에 따르면 젊은 경

찰관들은 경찰 직무를 서비스이자 시민을 ‘돕는’ 역할로서 기대하고 희

망했고, 이들에게 경찰은 더 이상 마초적인 일로 이해되고 있지 않았다. 

범죄투사 모델에 대한 남성 경찰들의 지향 혹은 조직에 만연한 남성적 

문화가 협력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경찰 역할이 확장

되는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방해하며 여성들을 여전히 치안 역할의 주변

부에 머무르게 했다는 분석도 있었다(Loftus, 2010; Hervert, 2010; 

Silvestri et al, 2013). Silvestri(2007:53)는 조직이 여성성을 거래하여 

남성중심성을 중화시켰으며, ‘macho’에서 ‘smart macho’로 발전한 것뿐

이라 진단했다. 다만 더 이상 조직은 이전과 같이 남성성을 숭배하는 문

화(cult of masculinity)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기에, 시간에 따라 변화한 

양상들을 포착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Silvestri, 2017). 경찰 직무에서 

여성적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실제 현장의 모습에 비해 

과장되어, 아직 취약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Silvestri & 

Brown, 2019). 한국의 지역경찰에 서비스 지향적 경찰모델이 도입되며 

32) Moore(1999)는 여성들이 애초 경찰의 상을 여성성과 대립하는 관계로 두지 않고 

성별을 떠나 요구되는 직무 자질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여성 경찰의 여성적 특성 활용 여부를 관찰한 Rabe-Hemp(2008)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과 위협 등 제압의 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상

담과 조언 등 여성적 방식의 직무 행동을 유의미한 정도로 보이는 것 또한 아니라 주

장했다. Morash &　Haarr(2011) 또한 여성들이 경찰 직무에 대한 기대를 젠더와 무

관하게 인식함으로써 성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성별고정관념에 저항하고 있음을 포착

하기도 했다. 

33) 공동체 치안의 법 집행 과정과 젠더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추적한 Miller(1999)는 

공동체 치안 모델로의 전환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체적 능력보다 사교성과 대화의 능

력이 필요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McCarty(2013)은 이러한 부드러운 치안

(soft policing)의 등장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화된 구도를 벗어나, 경찰 활동 전

략의 ‘대안적’ 모델로서 확장되어 여성들에게 긍정적 가능성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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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양상을 분석한 김은지(2019) 또한 경찰의 서비스 역할과 인권 

감수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젠더화된 업무로 축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의 변화에 주목한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 등과 같은 사회적 기대에 충분히 부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으나(박봉진, 2013; 윤덕경, 2014; 홍정연, 

2018; 권혜림, 2019), 조직 자체로부터 젠더가 재생산되는 동적인 과정

을 다루지 못했기에 대부분의 논의는 구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한 문

제가 유지, 재생산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사회적 위험과 안전의 감각이 

확장된 가운데 특히 안전(safety), 안보(security)와 관련된 군인과 경찰

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Lutterbeck, 

2004; Kraska, 2007). 직무 가치의 전면에서 드러났던 젠더화된 신체성

(physicality)에서 나아가 효과적 치안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을 요하

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가령 사회적 변이가 여성의 군 조직 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엘리(2015)는, 현대전이 물리적 힘이 아닌 정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다는 담론 가운데 여성 고유의 특성이 전문적 능

력으로 조정되어 여성이 우수 인력으로서 군에 포섭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직무의 가치가 서비스 지향적 모습을 띠는 동시에 보수화되어 

경찰력의 강화가 나타났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젠더는 하나의 질서로서 존재하며 행위를 제약하는 주권적 형상을 띤

다. 조직의 변화 가운데 그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성들이 어떠한 한

계를 마주하고 어떻게 그에 대응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젠더 질서의 양

상을 살피는 작업임과 동시에 페미니즘의 개입을 위한 접근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조직의 젠더화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청년 여성의 대응, 그

에 따른 조직의 균열을 포착하는 데 활용되는 이론적 자원을 소개한다. 

3.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두 가지 이론적 자원에 기대고 있다. 첫 번째, 젠더와 조직

의 관계를 다룬 조직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를 빌어 경찰을 젠더화된 조직

으로 바라본다. 조직 내 젠더 불평등에 주목한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Joan Acker는 조직을 고정된 집단으로서 물화하지 않고 젠더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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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이자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고, 조

직 구성의 원리로서 젠더가 작동하는 층위를 구분했다. 그의 이론은 구

조적으로 작동하는 젠더를 보다 분석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 평등을 개념화하고 그를 위한 접

근을 설계하는 페미니스트 논의이다.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확

인된 바와 같이, 젠더를 매개로 한 갈등의 중심에는 평등과 공정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놓여 있다. 조직 내에서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

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논의들을 차용하여 활용

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조직의 젠더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

들의 실천 전략에 대한 설명에 활용된다.  

1) 젠더화된 조직: 젠더의 구조화 과정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Joan Acker의 조직 이론을 틀로 삼아 

청년들의 경찰 조직 진입 이후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한다. Acker의 문

제의식은 관료제와 조직을 젠더 중립적 대상으로 전제하는 기존 연구들

을 통해 조직의 젠더 질서와 그 지속적인 구조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출발한다(1990:145). 그는 대표적인 논문 

“Hierarchy, Jobs, Bodies: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s”(1990)에서 ‘젠더화된 조직’ 이론을 전개했다. 그의 이론

은 개인의 내적 속성이나 사회화의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재/생산되는 분석 범주로서 확장된 젠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Scott, 1986; West & Zimmerman, 1987). 젠더는 조직 내 위계와 불

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주된 키워드였다(Acker, 1992:565). Acker의 이

론은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이자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재생산되는 젠더

를 포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했고, 조직은 그 자체가 젠

더 재/생산의 장으로서 분석 대상이 되었다. 

조직에서 작동하는 젠더를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구분이 사회

적으로 구성된 패턴’으로 이해한 Acker의 논의는 조직을 구성하는 젠더 

질서를 다섯 개의 과정들을 통해  양식화하였다. 이는 곧 단순히 조직 

내의 두 성별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넘어, 중립적으로 상정되어 

왔던 구조 자체에 배태되어 이미 두 집단을 위계화 하는 질서의 작동 방

식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조직을 떠받치는 질서로서의 젠더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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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배타적으로 구별되어 선형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서로 상호작

용하며 동시적으로 ‘얽혀’ 작동한다(Acker, 1990).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다섯 개의 과정들은 아래와 같다. 

조직의 젠더화가 이루어지는 첫 과정으로서 제시된 것은 여성성과 남

성성이 위계적으로 분리되는 젠더화된 논리다. 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상징, 이미지가 언어, 이데올로기, 대중문화, 언론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공유됨에 따라 그와 같은 젠더의 분리가 전파된다. 젠더화된 조직

의 세 번째 단계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지배 혹은 종속을 상연하는 모든 

패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다만 Hochschild(1983)의 연구가 보여주

듯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대개 남성은 행위자, 여성은 정서적 지

지자가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개인의 의식 내지 정체

성에 젠더화된 요소를 생산해내고, 나아가 젠더는 조직의 사회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계속적인 과정에 내재되는 데에 이른다. 젠더는 조직 구조

의 기반에, 그 구성 원리에 배태된 요소이자 전제가 된다. 

Acker는 젠더가 재/생산되는 동적 과정으로서 조직을 바라보았고, 이

에 따라 권력이 특정한 비율 등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한 

Kanter(1977) 등 기존 조직 연구의 정적인 이해로부터 패러다임을 전환

시켰다.34) 이때 젠더는 조직에 도입되는(import) 물화된 요소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총체적인 단위 내에 살아있는 질서다(Acker, 1990). 조직은 

젠더가 재/생산되고 수행되는 작업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실증연구를 통해 여성 노동자와 관련하여 현실적·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다. Acker의 이론은 젠더화된 구조와 젠더를 실천하는 행위

자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드러내

는 데에 유용한 접근이다. 구조는 규범이자 자원이며, 담론적 구조는 동

시에 물질적 구조이기도 하다(Verloo, 2005). 

많은 조직 연구자들이 Acker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젠더화된 조직

의 형성 과정과 그 구성 원리, 그를 떠받치는 의미 체계로서의 상징, 규

범 등 문화적 측면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 등을 규명하는 작업을 

이어왔다(Padavic, 1991; Ridgeway & Correll, 2004 등). 나아가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복잡한 양상을 망라하기 위한 고민을 확장하면

34) Kanter는 조직을 독립된 전제로 둔 채 성별을 변수의 하나로서 보아, 조직의 권력

구조 속에 얽힌 이슈를 가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Alvesson & Billing, 19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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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cker(2006)는 불평등 체제(inequality regime)라는 개념을 조직 내 

교차하는 불평등의 복합적 과정, 사회적 불평등이 생산되는 핵심적인 기

제로서 조직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특정한 조

직의 맥락 속에서 젠더와, 계급 등 다양한 축을 고려하여 불평등과 억압

의 맞물린 체계가 생산되는 복잡한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개진되었

다(Adib & Guerrier, 2003; Britton & Logan, 2008). 

2) 성평등 전략: 조직 내 여성들의 대응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젠더는 하나의 체계로서 조직 내에 배태된 논리이

자, 재생산 되어 조직을 구조화 하는 역동적 원리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이 불평등의 매커니즘에 개입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까?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같음(sameness) 혹은 차이(difference)를 어

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성차를 정의하

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접근 방식이 논의되어 왔다. 

평등 대 차이의 딜레마로 알려진, 동일성에 기반한 ‘같음으로서의 평등’

과 차이를 부각하는 ‘차이로서의 평등’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같음으로서의 평등은 남녀 간 본질적인 차이 자체를 차별로 상정하고 

부정하며,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남성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했다. 차이

로서의 평등은 성차를 인정할 것, 여성 공통의 특성에 따라 평가절하 되

지 않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성의 기준을 여성에게‘도’ 적

용하여 획득되는 평등은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성

의 주변화된 위치를 간과하고, 여성을 남성과 ‘다른’ 존재로 재현하는 차

이로서의 평등 또한 본질주의로 미끄러져 여성 주변화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내포했다. 차이에 대한 무시와 차이에 대한 강조 모두가 

결국 차이를 확증할 위험을 안는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딜레마였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후기구조주의의 관점을 경유함에 따라 이제 페

미니즘은 손에 잡히지 않는 보편적 구조 자체에 질문을 던졌고, 이는 같

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차라는 구조 자체를 분석 대상이

자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논의로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Joan Scott(1999)은 평등과 차이가 실상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상호의

존적 관계라며, 평등 혹은 차이를 선택하는 불가능한 딜레마가 법정에서 

전개되었던 예로 미국의 Sears 사건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35)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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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평등을 주장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모

순, 그에 따른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패소는 곧 현실의 불평등이 개인의 

행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Scott(1999)은 차이를 다루기 위해 불가능한 선택을 만드는 덫을 제

거해야 한다며, 차이의 해체를 제안했다.36) 그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새

로운 전략적 목표는 성차라는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지식을 통제한 권

력관계를 폭로하는 것이다(172). 같은 맥락에서 Judith Lorber(1994:5)

는 성차가 완성된 결론(end)이 아닌 수단(means)이며, 따라서 젠더 불

평등 그 자체가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기준인 같음과 차이

의 이항구도 속에서 평등의 전략이 개인화 되고, 권력과 특권에 대한 정

치적 문제가 생물학적 차이의 문제로 정당화 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거치며 젠더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

은 풍부해지는 한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앎 특히 실제 변형을 시도

했던 효과적인 전략들은 그와 유리되어 있었다(Benschop & Verloo, 

2011:278).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 정책을 고

안하는 담당자들의 이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결국 이론적 기반이 빈

약한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Benschop & Verloo(2011)

은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몇 년 간의 실천 전략들을 개

괄하여, 구체적인 변화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37)

35) 스콧(1999:167-177)은 평등 대 차이가 법원에서의 논쟁으로 이어진 ‘시어즈 사건

(The Sears Case)’에 대한 글에서, 평등과 차이의 대립항 속에서 불평등이 자연화 

되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Commission)가 대형 백화점 시어즈에 대해 패소했던 판

결(EEOC v. Sears, Roebuck & Co., 839 F.2d 302 7th Cir. 1988)이었다. EEOC는 

시어즈 백화점에서 성별 간 채용, 고용, 승진에서 차별이 있다며, 민권법 제7편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요지로 소를 제기했다. 시어즈 측은 차별

적인 고용관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차에 따라 여성노동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선

택한 결과라 변론했고, 법원은 성별 간 실재하는 차이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의도

적 차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988년 시어즈 백화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6) Scott의 주장에서 ‘해체’는, 성차가 사회 구성의 원칙으로서 의미를 띤 채 생산되고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추적하고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37) 변화의 범위를 명명하는 데에 있어 Rees(1998)은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젠

더 평등의 전략을 ‘같음sameness’, ‘차이difference’, ‘변형transformation’에 각각 기

반을 둔 세 가지 모델로, Squires(1999)는 다소 선형적인 방식으로 ‘포함inclusion’, 

‘정반대reversal’, ‘이동displacement’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Booth 

& Benneee(2002)는 이 삼각구도를 ‘동등대우관점equal treatment perspective’, ‘여

성의 관점women's perspective’,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로 설명했다. 혹자는 

수선tinkering과 재단tailoring 그리고 전환transformation이라 분류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변화할 범위만을 의미하기보다 성평등의 비전이자 전략이었다(Walby, 2005). 



- 21 -

이러한 구분은 이 연구에서 조명하는 경찰 조직이 성평등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의 의의, 청년 여성 경찰관들의 현실에 대한 

대응의 전략과 그 전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원이 된다. 

개인/포섭과 개인/재평가는 각각 ‘같음으로서의 평등’과 ‘다름으로서의 

평등’을 추구했던 입장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이기도 하다.40) 구조화된 

권력관계를 간과했던 위 전략들을 넘어 이제 논의는 구조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불평등한 구조 내에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구조/포섭은 불평등한 기회 구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나, 동시에 역차별 시비와 가까워 논쟁적 전

략이 된다. 성평등 전략의 실행이 실제 평등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어 중

38)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국가적 개입으로서 여성정책의 접근이 변화해 

온 흐름 속에서 나타난 도구였다. 국제사회에서는 변화의 대상을 여성 개인에 두었던 

1970년대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었던 1985년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이 등장했고, 1995년 4

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남녀의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면

에 제시된 이후 성 주류화는 성평등 정책의 핵심 전략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했다. 

39) Benschop & Verloo(2011)은 구조/변형 전략의 구체적 접근 중 동등한 기회구조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재평가와 수정에 초점을 맞춘 제안을 Post equity라고 이름 붙였

는데, 이는 Ely & Meyerson(2000:107)이 동등한 기회구조의 마련과 더불어 젠더 

평등을 위한 프레임으로 제시했던 ‘Assess and Revise Work Culture’를 의미한다.   

40) Alvesson & Billing(1997)이 당시 여성과 리더십에 대한 학계와 정치 및 조직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논의들을 총 네 갈래로 정리했던 내용 또한 이 두 가지 전략에 

부합한다. 윤리적-정치적인 시각에서 동등한 기회부여를 강조하거나 경영관리의 입

장에서 능력 있는 여성의 활용을 권유했던 두 입장은 공정이라는 명제 하에 남녀 간 

기회구조의 동일성을 요구했고, 보완적 힘으로서 여성의 역량을 인정하거나 지배적 

가치와 다른 대안 가치로서의 여성 역량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두 입장은 남녀 간

의 차이를 통한 인정을 요구했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다. 

변화의 범위

포섭 재평가 변형

변화의 

대상

개인

자유주의적

- 동등한 기회 부여

- 능력주의

다양성 관리

- 특별한 기여 인정

- 대안 가치 수용

구조
급진주의적

- 동등한 권리 획득

-성 주류화38)

-후기 형평39)

표 1 변화를 위한 성평등 전략

출처: Benschop & Verloo(2011:280)에서 인용 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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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로 주목받은 것은 변형(transformation)이었다. 성평등 전략에

서 변형에 대한 지향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부상한 이후 경찰 조

직과 내부 행위자들로부터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고 의미화 하는 데에 

차용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구조적 장벽으로서의 젠더 자체에 도전하는 

구조/변형의 전략은 후기 형평과 성 주류화를 포함한다. 

물질적 차원과 담론적 차원에서 동시에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후기 형

평의 접근은 권력 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문화적 차원의 미시영역에 주목

하고, 일상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양산되는 젠더 불평등의 가시화를 목표

로 한다. 한편 정책적 개입인 성 주류화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조직 업무와 관행의 전환을 목표하고,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성 주류화는 성별 이분법을 유지하거나 여성의 동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주류를 변화시키기 위한 페미니스트 개입의 적극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변형에 해당하며, 불평등한 구조적 맥락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았다(Verloo, 2005). 다만 성

평등과 주류화라는 커다란 두 의제의 통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성 주류

화의 전략은 내재적으로 전환적 성격과 동시에 여성 문제가 희석될 위험

을 동시에 가졌다(배은경, 2016). 이 긴장은 이후의 평등 전략에 있어서

도 다양한 생산적 논의를 촉발했고(Walby, 2005)41), 성 주류화의 이론

적 기반에 얽힌 국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정

치철학가들은 불평등과 차이에 대해 주목하여 논의를 확장시켰다.   

대표적으로 차이의 정치를 설파한 Iris Marion Young(1990)은 평등과 

정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대 정의담론이 사회정의와 분배를 등치시키는 

가운데 권력관계의 맥락을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권력관계라는 구조적 층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론은 이 차

이가 작동하는 지배와 억압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는 개인적 

삶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의 취약성에 대한 것이

며, 개별 행위자의 잘못과 구분되는 구조적 부정의는 개인의 행위와 제

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Young, 2011:106). 그에 따르면 차이

는 피억압 집단의 특유한 상황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차이가 불이익으

41) 성 주류화는 실천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받는 동시에, 전략의 제도적 변화를 매개하

고 있는 변화에 대한 사명과 뚜렷한 의제 설정, 행정 조치의 명료함, 젠더 평등에 대

한 저항, 담당 공무원의 역할 등 다양한 장애물을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Woodwar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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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곧 “구조적 과정을 변형시킬 의무”는 

그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존재한다(174).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페미니즘

의 오랜 고민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조적 변형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실

천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천 전략들이 가진 한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성평등 정책의 실천 가운데 여성이 물화되는 것을 경계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 공무원이 성별화된 행정기구 내에 성

별화된 행위자라는 Verloo(2005)의 지적은 곧 법 집행 행위자인 경찰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의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맡는지를 보여준다. 국

제사회 젠더 정치 패러다임의 전략은 청년 여성 경찰들의 행위가 보이는 

의의와 그로부터 나타나는 조직의 균열을 검토하는 데에 활용된다. 

4. 연구 질문 및 분석틀

청년, 여성, 경찰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 가운데 아직 들어본 적 없는 

청년 여경의 목소리는 경찰 조직 젠더 질서의 변동을 보여주는 가장 적

실한 통로가 된다. 조직이 구성되는 ‘내적’ 원리와 동학이 사회 ‘바깥’과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Merton(1968)의 갈등론에 따르면 

기회구조의 차별화는 곧 불평등의 강화를 추동하는데, 조직이라는 단위 

속에서 기회구조는 개인화될 수 없으며 단순한 물적 조건이라기보다 관

계적 속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페미니즘이 부

상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청년 경찰들이 유입된 조직의 젠더질

서는 변화하고 있을까? 현재 한국사회 경찰 조직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에

서 한국의 청년 여성 경찰들이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

는지, 젠더화된 경찰 조직은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시장이 변화하고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사

회적 배경 가운데 경찰의 직무 수행에는 어떠한 변화가 추동되었는가? 

둘째, 경찰 조직으로 진입한 ‘청년 경찰’이라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과 그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젠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청년들은 직

무 수행 현장에서 어떻게 행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성별직무

분리 양상은 어떠한 양상으로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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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 가운데 청년이자 여성인 경찰관이 조직의 젠더 질서를 해석하

고 대응하는 방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청년 여경들의 대응 

전략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기반하여 구성된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분석틀

5.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청년 경찰’, 그리고 청년 여경

본 연구는 청년 세대를 경유하여 경찰 조직의 변화 양상을 관찰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된 청년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청년에 대한 정의

는 사회학자 Karl Mannheim(1952)의 세대 이론을 차용하고 ‘생존주의’

라는 마음의 집합심리를 통해 청년을 연구한 김홍중의 이해에 기댄다. 

세대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닦은 Mannheim은 사회·문화적 변동의 측면

에서 세대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 개념적 층위를 구분했고, 같

은 시대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질적인 세대단위들에 대해 설명했다.42)

42) Mannheim은 동일한 ‘세대위치’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세대단위’들이 구성하는 하나

의 ‘실제 세대’를 이론화했다. ‘세대위치’는 집단의식의 형성과 공동운명에 대한 참여

가 있을 때 ‘실제세대’가 되고, 그 내부에는 경험을 소화하는 각각의 특수한 방식과 

더 구체적인 유대를 통해 ‘세대단위’들이 존재한다. 동일한 역사적-사회적 영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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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세대는 출생 코호트에 기반하지만 연령 등 생물학적 기반으

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적 위치와 그에 대한 참여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김홍중(2008, 2015)은 Mannheim이 세

대 형성의 기반으로 제시한 의식 대신, 육화된 사회적 사실로서의 ‘마음’

을 통해 청년에 접근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확산 이후 도래한 생존주의

라는 마음의 레짐 가운데 있는 개인 행위자들로서 지금의 청년 세대를 

주목했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

의 부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청년

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2030이라는 나이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 총체의 

일부이자 집합적 경험과 마음가짐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이러한 삶의 경

험과 역사적 사실은 스스로의 자기 이해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년 경찰’은 이러한 청년 남녀 중 경찰 조직으로 진입한 신임 경찰관

으로, 그중 청년 여경은 기존 청년 세대 담론에서 비가시화 되어온 청년 

여성의 일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학계에서 페미니즘 부상의 분

기점으로 진단되는 시기인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경찰관 신규채용

시험43)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이미 합격하여 경찰교육기관44)에서 교육을 

받은/받고 있던 경찰관으로 정의된다. 이는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기 이해-개인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들 진행하기 위함이다. 경찰대학 

개혁이 조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는 등45) 경찰대학 재학생이 이미 미

래 경찰 간부로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대학 또한 연구의 범위

특수한 집합적 경험 을 공유하는 이질적인 세대단위들은, 다투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특정한 세대성(世代性)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를 이룬다(만하임, 2013: 

71)

43)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8조(신규채용)에 따르면 경찰관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시험 등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

해 순경 및 경정 신규채용이,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시험을 통해 경위 신규채용이 이

루어진다.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시험의 경우, 경찰행정학과 졸업 등 일정한 자격요

건을 갖춘 지원자들이 경쟁을 거쳐 선발된다. 

44)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시행 2019. 1. 25.] [경찰청훈령 제910호, 2019. 

1. 25., 일부개정]에 따르면 신규채용자는 34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간부후보생은 

52주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6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8조(졸

업생의 임명)에 따라 경찰대학에서 4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치고 경위로 임명된다. 

45) 경찰청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경찰대학 개혁’은 2018년 경찰개혁 치안성과

의 일환이자, 2019년 경찰개혁 제도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제시되었다(경찰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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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였다. 더하여 현 시대의 청년 경찰들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

기 위하여 그들-청년 경찰-에 대해 말하는 근무 기간 10년 이상의 기

성세대 경찰관들도 연구 참여자로 포함, 분석에 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치안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국면에 대응한 경찰 조직의 모습을 분석

하기 위해 문헌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청년 경찰’들의 삶의 배경이었

던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가 어떠한 경찰 직무 수행을 요구했으

며, 그에 따라 젠더화된 조직의 논리는 어떻게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

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예규, 경찰

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국회 제출자료, 경찰 연구용역보고서, 치안정

책연구소의 보고서 그리고 신문 등 그 밖의 문헌 자료들을 검토했다. 

  (2) 심층면접

조직 안팎의 변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법 집행을 수행하는 청년 여

성 경찰관의 생생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가 이루

어졌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조직 내 여성들의 직무 경험46)에 얽

혀 그물망과 같이 작동하는 젠더를 포착하고자 했고, 수집한 텍스트에 

대해 사회적 삶에서 젠더가 의미화 되는 방식과 권력, 자원 분배에 젠더

가 연관되는 방식에 집중하는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47)를 수행했다.  

경찰관으로서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는 위치에 있는 연구자는 

46) 여성의 경험은 여성됨이라는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범주화의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해석이자, 해석되어야 하는 설명의 대상"이다(Scott, 

1991:797). 여성의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과정과 맥락에 주목하는 여성주

의적 분석은, 무엇이 논리이고 과학인지를 정의하는 남성중심적 사유의 바깥에서 사

회적으로 위치 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의 창출에 기여한다(Harding, 

1991). 

47) 페미니스트 질적연구는 여성의 삶, 활동, 경험에 집중한다는 점, 페미니즘 이론과 

윤리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한다는 점, 젠더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권력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천착한다는 점에 있어 다른 질적 연구와 구별된다(Buch & 

Staller, 2007; 김연주, 2011에서 재인용). 이때 여성 경험의 구체성은 이분법적인 주

체-종속가 아니라, 구조와 행위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난다(윤택림, 

2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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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즈음 여성 경찰의 직무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담론이 등장한 뒤 

그것이 순간적 이슈에 지나지 않고 해가 바뀌도록 계속되는 모습을 바라

보면서, 혐오의 과녁이었던 청년 여성 경찰관이 실제 경찰 조직 내부에

서 경험하는 직무수행 현장을 학위논문의 화두로 잡았다. 또한 2019년 

경찰청에서 발주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용역」에 일부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즘 애들” 곧 청년 경찰에 대해 연구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졌고,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젠더 역동을 중심으로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경찰관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

다. 이는 위계서열이 확실하고 외부 시선에 민감한 경찰 조직의 특성에

서 기인한 것이나, 특히 조직에서 소수인 여성 경찰관의 경우 신변노출

이 극히 조심스럽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례 16의 경우, 지인을 통해 경

찰 교육생들에게 요청했던 초점집단면접이 거절당한 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일대일 심층면접을 부탁한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는 인터뷰

가 끝난 이후 연구자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교육생들은 “처음 인터

뷰를 요청받았을 당시 내부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

지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돌 것을 걱정하여 거절한 것 같다”고 말해주었

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제안된 인터뷰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이었음에

도 여성 교육생들이 인터뷰 참여 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 

정황은 교육기관 내부에서 주변화된 그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개인적인 네트워크 및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임경찰관들의 근무부서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 등으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연구에 활용된 인터뷰는 2019년 

6월부터 동년 12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이 녹음 및 녹취되

어 연구에 활용된다는 점에 대한 사전 설명과 서명 이후 각각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스터디룸, 카페 등 조용한 곳에서 진행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인터뷰는 28명을 대상으로 한 총 19건으로, 사례 1~20 대상의 

12건은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용역」

과제에서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찰 조직 성평등 의제 발굴을 위

해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면접 자료 가운데 ‘청년 경찰’

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다른 연구자들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사례 

21~28을 대상으로 한 7건의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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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근무부서
근무기간

(연차)
지역 성별 계급 입직경로

1 기획 18

서울 여

경정 경찰대학

2 기획 23 총경 경찰대학

3 형사 7 경장 순경공채

4 경무 18 충북 여 경위 순경공채

5 교육기관 18 충남 여 경감 경찰대학

6 교육기관 18 충북 남 경사 순경공채

7

경비

7

서울 여

경사

순경공채8 6 경장

9 3 순경

10 청문 3 인천 여 경장 경행특채

11
여청

2
서울 여

순경
순경공채

12 6 경장

13 - 여 교육생 간부후보

14
- 여 교육생 경찰대학

15

16 - 여 교육생 경찰대학

17 경무 4 전북 여 순경 순경공채

18

수사 2 인천 남 순경 순경공채19

20

21 - 여 교육생 경찰대학

22 생활안전(지구대) 3 서울 여 경위 경찰대학

23 수사 4 경기 남 순경 순경공채

24 수사 2 서울 여 경위 경찰대학

25 경비
2 경기 여

순경 순경공채

26 수사 경위 경찰대학

27 생활안전 3 경기 여 경위 경찰대학

28 생활안전 1 서울 여 순경 경행특채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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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찰 직무 수행에 대한 변화 요구와 청년 

여성들의 경찰 유입

경제 질서는 물론 사회의 구성 방식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고, 젠

더 폭력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치안 정책에 대한 요구가 페미니즘

과 함께 부상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은 어떠한 변화를 요구받았는가? 

변화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불공정 행

위를 엄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활동, 인권 의식과 치안 역

량 제고를 통한 경찰 혁신을 표방했다. 조직의 대응을 요구한 사회적 배

경으로 시야를 확장할 때, 사회 변화와 젠더 질서가 맞물려 작동하는 장

으로서 경찰 조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997년 이후 

경찰의 인사 관리와 법 집행 패러다임에 나타난 변화의 궤적을 살펴본다. 

1. 신자유주의와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

1) 치안의 서비스화와 새로운 직무 모델의 등장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노동 현장에서 금융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이 심화되었다. 효

율성을 기치로 공적 부문에도 사적 부문의 경제 질서와 시장논리가 도입

되기 시작했고, 공공부문 행정개혁의 대표적 전략으로 신공공관리가 주

목받았다. 신공공관리 전략은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 관리의 우수성을 

전제했고, 그 시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행정의 민영화와 공공부

문 행정으로의 시장원리 도입을 포함하고 있었다(권인석, 2004).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적 흐름 속에서 성과평

가 등 능률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정부부처 등 공공 부

문으로 도입해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기 기존 중앙인사행정기관과 

별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했다. 성과원칙, 개방형 직위제, 과

학적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료제의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는 위원회의 설립취지는 그 자체로 전형적인 신공공관리 개혁 

논리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01). 이후 혁신과 경쟁이 본격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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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2006년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또한 혁신으로 설정되었고 

상설화된 정부혁신 관리기구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도입에 더하여, 2000년대 중반 즈음 세계적

으로 확산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노동시장 변화 가운데 감정은 자본이 

되었고 감정노동이 일반화되었다(Hochschild, 1983). 이는 신공공관리라

는 흐름과 함께 만나 조직관리 형태를 변화시켰다. 감정이 생산성 향상

의 도구로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조직-고객의 관계, 구성원-관리자의 관

계에서 남성적인 결단력, 과감함 대신 소통, 이해, 포용 등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능력들이 중시되었다. Eva Illouz(2010:54)는 이러한 기업의 

정서화로 인해 남녀의 구분이 흐려졌다고 평가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여성성의 가치는 신체적 매력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 여성성이 노동자

의 새로운 기술이자 전략으로 포섭된 것이다(심선희, 2016). 이에 따라 

경찰 또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치안 현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

고 치안 서비스로의 혁신을 시도했다. Schuck(2018)는 협력, 소통을 강

조되는 추세 속에서 경찰 활동이 여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치안 행정에 고객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도

입되면서 시민은 치안 서비스의 고객, 경찰은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었다. 이는 당시 조직에서 제시된 3S(Speed 서비스, Simple 시스템, 

Soft 문화) 추진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은 각종 치안수요 및 국민

의 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 고객 중심의 업무 과정 간편화, 권위적 관행

의 타파와 국민친화적 치안활동을 목표로 내세웠다(경찰청, 2014: 120). 

경찰청에서 2014년 발간된 『한국경찰사』에 따르면 2006년은 ‘고객만

족을 위한 경찰혁신’의 해였고, 그 이후의 흐름 또한 지속적으로 도약, 

경찰개혁, 조직쇄신, 새 경찰 등의 표현을 통해 정의된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조직 목표에 따라 치안 고객의 체감만족

도를 향상시키는 고객만족 치안행정이 추진되었다. 가령 고소·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수사 프로세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2006

년 상반기 경찰 조직에는 내부적으로 「고품격 봉사치안을 위한 고소·고

발 사건 신속·공정처리 특별지시」가 내려졌다(204). 친절한 봉사로서 

치안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설정되었다. 범죄로부

터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더해 경찰은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

스 또는 공공재”로 규정되었다(김경태, 20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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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은 나아가 국민 친화적 조직, 따뜻하고 친절한 봉사경찰의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성치안’을 표방했다(이비현, 2019:59). 조직 내

부적으로 감성적 접근을 통해 ‘고객 감동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제작, 포럼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경찰청, 2014:130). 정의감, 

공정함, 청렴함 등 기존에 지향되었던 남성성 외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

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은 홍보 활동에 있어 친근한 이

미지를 전면에서 드러내었다(경찰청, 2014:135). 한 해외언론은 미국 워

싱턴 경찰국장에게 경찰 개혁의 미래를 묻자, “여성이 경찰 조직 구성원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 경찰은 개혁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직무가 대

개 협상, 소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소개

했다.48) 당시 한국에서 추구된 친절하고 따뜻한 경찰의 이미지 또한 여

성성을 통해 형성되었다. 여성 경찰은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관

으로서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실제 여성 채용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했

다. 2000년 경찰청에서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드럽고 

친근한 여성의 특성이 부드럽고 친절한 경찰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에 도

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경찰 민주화를 위해 여경 선발 확대를 계획했

다.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따라 시행된 경찰 반부패 

정책에서도 여성들은 조직의 이미지 쇄신에 활용되었다. 민주화가 도래

한 1980년 이후 독재정부로부터 쇄신을 도모하고자 경찰은 여성이 더 

청렴할 것이라는 식의 성별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조직 차원에서 여성 경

찰의 배치를 확대했다(전지혜, 2007). 이는 치안 패러다임의 이동 가운

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친절한 경찰로서만 수용되어 조직 내 종속적 

위치에 머물렀다는 Garcia(2003)의 분석과도 부합한다. 

효율성과 서비스 중심의 치안 패러다임 가운데 새로이 제시된 직무 모

델은 소통과 참여의 기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는 문제지향형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이었다(Goldstein, 1979).49) 이는 경찰관에

게 사후 대응과 사전 예방 사이의 균형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고, 더 실

질적인 경찰의 개입을 위한 포괄적 계획이었다.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

응으로 한정되어 있던 경찰활동의 범위는, 문제지향형 경찰활동 모델로

48) Washington MONTHLY. 2015.7.6. “The Role of Feminism in Police Reform”.

Written by Nancy LeTourneau. 

49) Goldstein(1979)에 따르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모델에서 경찰 활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수동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

로 반응하는 적극적 치안을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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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제해결로 확대되었고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이 대두했다. 지역사회와의 치안 협력이라는 

개념은 21세기 행정개혁의 일환이자 새로운 통치의 형태로서 대두한 거

버넌스50)의 등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었다. 거버넌스의 도입은 공고했던 

국가 경찰의 체계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켰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찰활동 형태로의 변화 또한 추동했다. 치안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공동치안’, ‘협력치안’ 등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경찰 조직에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다. 네덜란드 경찰의 

경우, 공동체 치안이 경찰의 새로운 직무 모델로서 도입되면서 1980년

대부터 이미 조직의 슬로건은 “경찰관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

다”로 제시되었다(Terpstra, 2009).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지향적인 조직의 변화가 추진되었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상이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신뢰의 회복, 시민들

(citizenry)에 대한 참여적 치안을 요구받았던 독일의 경찰은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조직 변화를 추진했다(Hendriks & Hulst, 2016). 이는 엄

격한 법 집행 행위자로서의 위계적 경찰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 협업

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민주적인 경찰의 상을 그리기 위함이었다.  

2) 안전 구상의 확장과 경찰 인력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가운데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새로운 경찰 직무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한편, 유동하는 불안에 대해 형벌국가의 질서가 작동

하면서 범죄는 관리 가능한 위험(risk)의 대표적인 범주로 편입되었다

(이호중, 2013).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의 증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 범위의 확대로 이어졌다. 치안 패러다임 변화의 또 다른 한 축

은 범죄 발생에 대한 사후 처벌이 경찰 직무로서 여겨졌던 이전의 범죄

투사 모델과 달리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목표로 했다. 실제 경찰청

(2018)은 범죄 ‘대응’에서 범죄 ‘예방’으로 전환된 치안 패러다임 하에 일

50) 신자유주의 확대로 국가 역할이 축소되면서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을 절충할 필요

성에 따라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용례

를 가지기 때문에 명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과 그 실행 과

정에서 공식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행위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가리킨

다. 거버넌스는 많은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형태의 새로운 통치유형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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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산재된 범죄취약요인의 해결에 주력해왔다.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전략이 구상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서 경찰 인력 자체도 확대되었다. 

1997년 IMF 직후 형법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최인섭, 

2002:21). 분석에 따르면 당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계형 범

죄’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일반 서민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했고, 불

황이 장기화되면서 범죄 발생률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그 자체로 커져갔다. 매스컴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집중 보도, 자

극적인 방식으로 유포되는 기사 또한 범죄 두려움의 확산에 기여했다. 

2000년대 후반 일상화된 불안은 신자유주의 자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불안의 효과였고, 위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안전에 대한 담론

이 확산되었다(Beck, 1992; 이호중, 2013). 범죄 두려움이 실제 발생 

여부나 그 정도와 무관한 실체로서 등장했고, 2012년에는 국무조정실에 

의해 사회 불안 요인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기도 했다.51)

동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범죄

로부터 가장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루어진 같은 

조사에서도 여전히 시민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50.8%)은 사회 안전 

인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35). 

위험에 대한 개개인의 감각이 예민해짐에 따라 안보의 역할이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치안의 확장으로 이어져 안보의 공급자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Krahmann, 2008). 한국에서도 민간경비 

업체 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52), 다만 자치

경찰제가 아닌 국가경찰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치안 구조상, 치안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은 경찰 조직의 제도·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위험이 개인화됨에 따라 제기된 범죄 두려움은 치안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 불안감의 증폭은 경찰 조직의 인력 확대를 견인했다. 김

대중 정부 이후 전체 경찰관 수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8년 당시 89,629명에 그쳤던 경찰 인력은 2000년대 후반 이래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증원되었고, 2018년 말 기준 

51) 출처: 온나라 정책연구<완료된 과제 전체 검색<한국사회의 불안요인에 대한 진단

과 평가에 관한 연구(국무조정실 정책연구과제) (2019.12.24 검색함)

52) 「경비업법」 상 허가된 민간경비 업체 수는 2013년 4,822개에서 2018년 5,356개 

업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경찰청,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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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1명53)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중후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을 시작으로 묻지마 살인, 각

종폭력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범죄 불안은 더

욱 커졌다. 다만 경제성장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당시 실용정부에서 사

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치안정책은 미비했고, 확대된 경찰 인력은 

집회시위 대처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치안환

경 개선보다는 적극적 공권력 행사만이 강조된 채 경찰력이 규제·통제를 

위한 경비업무에만 집중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4) 2008년 봄에는 

한국 국민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

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에 따라 일명 떼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55)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31

치안업무

(지역경찰)
40,588 41,438 42,339 42,359 41,393 41,528 41,170

경비업무

(경비경찰)
6,868 6,910 8,251 9.879 11,153 12,169 11,194

표 3 2006-2012년 치안업무·경비업무 인력증감 현황

출처: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실

한편 이미 안전이 사회의 주요 키워드가 된 상황에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 ‘4대악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

시했다.56) 사회 안전망 구축을 기치로 경찰 2만 명 증원 정책이 제시됨

에 따라 대대적인 경찰 인력 충원이 추진되었다. 2013년 5,960명, 2014

년 7,018명,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에는 105,357명을 신

규 채용했다. 더하여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하는 정부를 표방했던 박

근혜 정부 기조의 핵심은 특히 성장동력 발굴과 안전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차별화된 보호지원 시스템을 정립

53)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경찰통계자료

54) 오마이뉴스. 2012.10.03. 김현의원 “MB정부, 집회·시위 진압에 경찰력 집중”. 강민

수 기자. 

55) 청와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8.3.19. 법무부. “‘떼법문화’ 청산... 법질서 바로 세

운다”. 

5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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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을 강조한 당시 정부에 따라 역대 경찰청장들이 

강조했던 조직 기조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57) 계속적으로 확

대되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경찰 직무 역할의 범위 확장을 견인

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활동은 보다 효율적인 치안 곧 

범죄 기회에 대한 예방을 중심으로 치안 역량의 제고 방안을 구상했다. 

2015년 출범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의 「2016 경찰 미래비전 2045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치안의 공동주체가 되는 참여치안, 사후진압에 

그치지 않는 다각적 예방치안, 과학화·전문화된 과학치안 등이 2045년까

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범죄 위해요인 사

전 차단을 위해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학교

폭력 고위험 학교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는 선제적 관리 방

침 그리고 유관기관, NGO와의 협업 그리고 국민 신고 활성화 등의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컴퓨터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사

이버경찰청 개청 이후로 사이버경찰활동의 전문화도 추진되었다. 

마찬가지로 셉테드(CPTED)58) 또한 치안이 과학화되는 배경에서 등

장했다. 경찰은 기존 인력 투입식 예방활동에서 벗어나 공동체 치안의 

새로운 전략으로 셉테드를 도입했고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저감 

효과를 꾀했다. 조명·조경 관리, 비상벨 설치 등 셉테드 기법을 통한 설

계가 치안 현장에 적용되었고 2016년에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소를 전문

적으로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이 전국 경찰

서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경찰청, 2018:82). 2015년에는 경찰청 차원

에서의 치안역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치안산업 육성이 추진

되었고, 첨단화된 범죄예방을 위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단이 설립

되었다. 2016년 경찰청은 기존 치안활동에 과학기술을 접목, 고도화된 

치안역량으로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스마트치안

(SMART policing)59)을 새로운 치안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57)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당시 ‘4대악 근절’, 강신명 경찰청장은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 등을 강조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58) 건축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치안전략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1971년 Jeffery C. R.에 의해 처음 주

창되었으며,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을 기본요소로 둔다(Moffat, 

1983). 국내에 도입된 이후 육교나 공원의 조명 설치, 비상벨 및 안내판 부착 등 범

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59) 스마트치안은 2009년 미국 법무부의 SMART Policing Initiative(SPI), 영국 런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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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찰청에 스마트치안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빅데이터 작업을 통한 범죄분석을 위해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모든 계획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전 국민을 위한 치안활동

으로서 젠더와 무관한 모습으로 추진되었고, 범죄 기회가 개인화된 객관

적 요소를 통해 분석되어 예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는 한편 실제 젠더 

폭력의 범행 기제가 되는 사회의 성별권력과 젠더에 대한 숙고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향상 또한 경찰의 중요한 직무로서 요구되었지만, 치

안의 성 주류화는 전면에서 추진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2. 젠더 폭력과 여성 경찰관 채용 확대

1) 피해자 보호 요구의 부상과 여성 경찰관 배치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의 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

한 것은 민주화 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권에서부터였다

(추지현, 2017). 이전까지 성폭력이 성매매 여성, 여성노동자 등 특정 

여성 집단에 대한 성적 통제 혹은 약간의 개별화된 ‘진짜 강간’만을 의

미했던 반면(심영희, 1998:172), 성폭력 건수가 급증한 1980년대 말 이

후로 1991년 김부남 사건, 1991년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은 더 이상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개인 여성에 대한 폭력

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60)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과 대책 수립이 촉구되었고, 이는 당시 생산된 엄벌주

의적 담론에 일부 편승한 양상으로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의 도입과 법

률 제·개정으로 이어졌다(추지현, 2017:152).61) 비슷한 시기 성폭력에 

찰국의 슬로건 ‘Digital Policing' 등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서도 과학적 치안역량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은 전략적 관리

(Strategic Management), 분석·연구(Analysis & Research), 과학기술(Technology)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시민의 참여와 공유 속에서 선도적인 경찰활동으로서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았다(치안정책연구소, 2016:20).

60) 두 사건 모두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성별 권력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로 전환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61) 1994년 「성폭력범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

었고,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수정

되었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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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등62) 학계에서도 여

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나타난 직장내 성희롱, 스토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

들은 위험사회의 한 징후로 설명되기도 했다(심영희, 1998). 

경찰에서도 젠더 폭력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김대

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방범지도과 산하에 여성실이 신설되어 대여

성범죄 업무에 대응코자 했다. 제1공화국 당시 여자경찰과 폐지와 함께 

축소된 대여성범죄 업무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2005년에는 인

권 개념의 대두와 함께 대여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기존의 소년과가 확대 재편된 정식 과단위기구로서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2007:161). 더불

어 성폭력·성매매 등 대여성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성 경찰의 수

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직에서 여경 비율의 증가가 추진되었다(331). 

2000년대 중반 이래 조직에서 나타난 이 같은 여성의 양적 성장은 일종

의 성역할 규범, 특히 성폭력 관련 직무에 있어 여성 경찰관이 더 적합하

다는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평가되었다(신현기, 2005: 17). 

여성 경찰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성별직무분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배치

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여성 경찰의 근무 부서는 점차 확대되

어 왔으나, 여전히 여성 경찰의 성별은 보직 배치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했다. 대여성범죄가 가시화 되고 여성 경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여성 인력은 젠더 폭력 및 피해자보호 관련 분야에 집중

적으로 배치되었다(전지혜, 2007:41).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조직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경찰 직무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가 되었다. 증가하는 대여성범죄에 대해 계속적으

로 경찰이 2차 가해를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

나자 이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고, 2006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과

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성희롱을 다루는 법조항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규정되었다. 

62) 해당 연구에서 ‘성폭력’은 법에 규정된 성폭력의 형태 이외에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등과 아내강간까지 포괄하고 있었고, 폭력이나 협박 등이 가

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인지한 경우 강간으로 포함되었다(심영희 

외, 1990:150). 당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성폭력 건들은 기존 공식통계에 비해 40배 

가량 더 많은 수에 달했고, 조사대상자 여성의 94%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

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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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 과정에

서 여성 경찰관의 전담 조사 혹은 입회가 원칙으로 자리 잡는 등 성별화

된 직무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63) 결국 성폭력 등 대여성범죄 업무는 

조직 차원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인식되기보다 여성 경찰에게 일

차적으로 전가되었고 이것이 여성 경찰의 채용과 배치 확대에 기여했다. 

2010년대에는 4대악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2013년 박근혜 

정권 이래 성폭력 범죄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경찰 업무의 일환으로서 

강조되었고, 조직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 

2013년 경찰 조직은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수사가 각각 여성·청소년 및 

형사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던 이원화된 기존의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성폭

력특별수사대, 관련 수요가 큰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설치되었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 조사와 수사, 재판까지의 단계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2015년에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 대책계가 과로 승격되어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전의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일선 경찰서

의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 정비되어 자리 잡았다. 더하여 조직 차원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의 방안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내 여성경찰관의 배치 확대가 추진되었다(경찰청, 2018:105). 다만 성폭

력범죄 수사 체계의 일원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관의 성별이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으며, ‘여경조사원칙’을 비롯한 성별직

무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이비현, 2019). 

2)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 안전 정책 확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확장되고 경찰의 피해자보호가 여성

화된 업무로서 성별직무분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2010년대 중반 한국사

회에서 페미니즘이 부상한 국면은 조직의 변화 양상이 포착되는 또 다른 

갈래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의 토양에는 인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

사제) [본조신설 2006. 10. 27.]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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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네트워크의 확장과 플랫폼의 대중화가 가능해진 2000년대 이래의 

기술발전이 자리했다.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이전

과 다른 대규모의 심각한 피해들을 만들어냈다. 이별 후 연인관계에 있

던 여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등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 폭력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범죄로부터 느

끼는 위협이 커지자 여성들의 문제제기 또한 적극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법 집행 기관인 경찰 조직에  대응을 촉발했다. 

여성에 대한 분노와 공격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부터 실제 현실

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특히 심각했던 

것은 온라인 매체와 기술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문제였다. 1997년 시작

된 초고속 인터넷 회선의 설치는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본격화되는 배경

으로 지적되었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25). 인터넷 네트워크

의 보급과 발전이 이후 수많은 성표현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이 제작, 

복사, 유포, 소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일상이 포르노화되었다

는 진단도 있었다(김소라, 2017). 그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디

지털 성폭력은 여성 피해자가 약 83%에 이르는 새로운 형태의 젠더 폭

력이었다. 2013년 4,823명에서 2017년 6,465명에 이르기까지 카메라등 

이용촬영범죄, 소위 ‘몰카’ 범죄의 피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64) 한

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폭력65) 상담 건수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해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약 1.5배 이상 늘었다(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18b). 상담건수의 증가는 피해 현황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

를 인식하게 된 피해자들도 함께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64)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법령/정책<국회제출자료<이재정 의원. 2018.12.20. 최근 5

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피해자현황 (2019.11.8. 검색함)

65) 해당 집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도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 

내에 포함되었다.

년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건)

디지털 성폭력 

상담 건수(건)

전체건수 

대비 (%)

2013년 1,418 82 5.8%

2014년 1,450 75 5.2%

2015년 1,308 9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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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장으로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

넷’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2015년 메갈리아 사이트를 중심으로 디

지털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다.66) 소라넷을 폐

쇄해달라는 인터넷 청원 운동에 7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소라넷 폐쇄의 의지를 드러냈고, 이듬해 소라넷 사이트는 폐

쇄되었다.67) 하지만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던 다양한 형태

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한 성폭력과 폭력 범

죄에 있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여성 피해자 수는 꾸준히 

약 2배 이상 증가해왔고, 성폭력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약 16배 

더 많았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49-50). 이러한 모습은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 증가와 젠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는 데

에 일조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여성(50.9%)은 남성(40.1%)에 비해 

사회 안전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에서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통계청, 2018:5). 

경찰 조직에 대한 여성들의 규탄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2018년 홍

익대에서 여성에 의해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었다. 한 여성

이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을 불법 촬영하여 워마드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착수 7일 만에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수

많은 여성 몰카 건들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던 경찰 답변과 달리 빠르게 

진행된 수사과정에 대해 여성들은 크게 분노했다. 불법촬영과 사이버성

폭력의 위협에 둘러싸여 여성들이 ‘포르노옵티콘’의 죄수로까지 표현되

는 상황에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75), 성별 관계없는 국가

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약 4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이 젠

66)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몰카’ 범죄가 반인륜적 문제로 의미화되면서 몰카 방지법 

입안, ‘#안전용변하세요’ 해시태그 운동, SNS상에서의 캠페인 진행 그리고 경찰의 협

조 하에 지하철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

는 입간판이 설치되는 등 대책이 이어졌다. 

67) 국민일보. 2015.11.25. ““이번엔 소라넷 폐쇄” 경찰청장 의지에 네티즌 흥분”. 신은

정 기자. 

2016년 1,353 94 6.9%

2017년 1,260 113 8.9%

표 4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폭력 상담 현황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b:55)



- 41 -

더 폭력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여성들의 비판은 인터넷 카페 ‘불

편한 용기’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혜화역 시위’에서 거세게 제기되었다. 

‘혜화역 시위’는 2018년 5월 1차 시위를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진행

되었고, 여성들은 “동일범죄 동일처벌”, “워마드는 압수수색 소라넷은 17

년 방관” 등의 슬로건을 외쳤다. 

여성 단일집회 중 최다 규모를 기록했던 해당 시위에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단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 “경찰 여남(女男) 성비 9:1로 만들어라” 등 

집회 현장에서 공표된 슬로건들은 그간 젠더 폭력에 대한 경찰 조직의 

대응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들

의 외침은 비단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저항을 넘어, 

조직의 층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

찰 조직에서 여성의 제한된 채용은 법적 근거 없이 제도화된 관행이었

고, 여성 경찰의 증가를 치안력 약화와 연결 짓는 조직의 젠더화된 구성

원 원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9의 남녀 성비를 뒤바꾸고 9

대1의 여남 경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급진적인 슬로건은 조직의 성별

분리 채용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여성들의 대응은 혜화역 시위와 같은 하나의 형태로 단단하게 결

집되었다기보다 여러 방식으로 분화하며 나타났다. 여성들의 연대와 저

항이 프레카리아트 청년의 생존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서 여성들의 대

응은 포스트 페미니즘 주체의 움직임과 완전히 다른 구별되지 않기도 했

다(김보명, 2018b). SNS를 통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는 요지의 ‘야망보지 프로젝트’는 이러한 또 다른 페미니즘 실천의 한 

양상이었다. #야망보지 등 해시태그 운동은 가부장제에 편입되지 않을 

것, 야망을 가지고 경제적 성공을 쟁취할 것을 다짐하는 신자유주의 여

성 주체의 액티비즘이었다. 또한 메갈리아에서 분화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스스로 페미니즘이 아닌 ‘남혐’하는 곳이라며, 강한 어조의 미

러링을 이어갔다. 여성들의 문제제기와 실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

데 이들이 공론화한 대여성범죄의 문제와 경찰의 남성중심성은 조직에도 

커다란 과제로 던져졌다. 2019년 9월 시행된 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국

민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불안감, 더 낮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김은경 외, 2019).68) 해당 조사에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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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특히 불법촬영 및 유포,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

은 젠더 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 전체 남성에 

비해 높았다(105). 여성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증가하는 젠더 폭력 범죄

는 경찰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직에 닿자, 2018년 7월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 내 성비 구성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역대 경찰청장과 달리 처음으로 대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치안정책의 전면에 제시되었다는 점은 페미니즘 

부상이 경찰로부터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이끌어내었음을 

시사한다. 경찰청장 취임 직후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의 외침에 대한 응

답으로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에 여성수

사관 우선 배치가 실시되었고, 전체 여경 가운데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

에 배치된 여경의 구성비는 18%에서 22%로 증가했다.69) 이어 동년 8

월에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이 설치되어 각 기능별 산재되어 있던 

여성 관련 치안 정책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고, 전국의 여경 수사관 비율

은 32%에서 51.7%까지 확대되었다(경찰청, 2019c:14). 2018년 하반기

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약속되었던 경찰 2만 명 증원 정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3차 경찰 채용이 시행되었고, 이 중 여성 채용 

인원은 7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68)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범죄 불안은 남성에 비해 거의 모든 범죄 영역에 있어 약 

1.5배~2배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남성(18.0%)에 비해 여성(39.4%)

의 두려움은 약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치안서비스와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약 0.7배~0.9배로 더 낮은 신뢰를 표

했다. 향후 경찰활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문항에서 여성은 과반수 가까이(45.1%) 범

죄유형(여성대상범죄 등)에 따라 ‘전문화된 경찰인력’을 1순위로 선택했다(김은경 외, 

2019). 

69)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법령/정책<국회제출자료<권미혁 의원. 2018.12.20. 경찰개

혁위원회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추진현황 (2019.11.8. 검색함) 

2017년 2018년 2019년

1차 2차 1차 2차 3차 1차 2차

전체 1,221 2,301 1,529 2,375 2,910 1,437 1,399

여자

(비율)

121

(9.9%)

231

(10%)

230

(15%)

475

(20%)

750

(25.8%)

396

(27.6%)

387

(27.7%)

표 5 최근 3년간 경찰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인원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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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에는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임시적 조

직으로서 경찰청 내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이 신설되었다.70) 이

어 2019년 4월 경찰청은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 타워 마련, 여성대상범

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71)

해당 발표에 따르면 여성 및 청소년 업무가 혼재되어 여성청소년과·성폭

력대책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편제로부터 여성 관련 업무가 분리되어,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수사과라는 독립된 과가 신설되었다. 대여성

범죄와 관련한 정책 및 수사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임시 조

직이었던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전신으로 삼아 생활안전국 소속의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되었으며,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와 여

성범죄수사과 업무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 외

에도 경찰은 2018년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

별단속’, 2019년 ‘약물 이용 성범죄 집중수사’,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등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들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3. 페미니즘의 부상과 경찰 채용 절차의 급변

1) 성평등 정책 추진의 본격화와 성별분리 채용 제도 폐지 

2000년대 이후 경찰 조직의 변화를 추동한 배경에는 젠더 폭력에 대

한 여성들의 치안 강화 요구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 또한 존재했다. 한국의 초기 여성

정책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제공 혹은 국가발전 전략의 일

환으로서 이루어져왔으나(배은경, 2016:20-21), 1990년대 후반 도입된 

성 주류화72) 전략은 한국 여성정책에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1987년 이

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1990년대 활

70) 경찰청 브리핑. 2018.8.23.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개소식 개최. 

71) 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 보도자료. 2019.4.30. 경찰청,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 타워 

생긴다. 

72) 성 주류화 전문가자문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 주류화는 ‘젠더 평등의 관점이 정

책 형성 과정 행위자들에 의해 모든 단계와 정책에서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 과정의 

(재)조직, 개선, 발전, 평가’라 정의된다(Council of Europe, 19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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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던 사회운동가들의 요구,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라는 거버넌스의 

명목 아래 여성운동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에 대한 진단을 가능케 했다(김경희, 2009). 여성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73)

의 제정은 페미니즘 의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당시 흐름의 한 예다. 동

법 제6조에 따라 여성의 공직부문 진입을 지원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하

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74) 도입이 명문화되었고, 이는 이후 목표제의 

형태로 시행되었다.75)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특위)가 설치됨에 따라 여성정책은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가 되었

고, 2001년 여성특위가 승격하여 여성부가 출범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의 소통 가운데 정부가 이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당시 여성주의자들이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은 페모크라트

(femocrat, 여성주의 관료)76)의 등장으로 평가되었다. 페모크라트는 이

후 국가 단위에서 조직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기능했다. 앞서 그 기

반에 활발한 여성운동이 사회에 던진 문제제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77)

활발한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정책이 확대되는 흐름은 경찰 내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의 법 집행 영역 진출이 

사회적으로 성차별구조의 완화,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되면서, 경찰 조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들의 가시성

을 늘리기 위한 시도들이 추진되었다.「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공직

사회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금녀(禁女)의 공

간이었던 경찰에도 여성 진입이 확대되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여성공

73) ‘여성발전’에서 ‘성 주류화’로 나아간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

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한국 여성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배은경(2016) 참고. 

74) 잠정적 우대조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로서 오해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 및 교정이라는 본 목적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75) 1996년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0% 목표율을 두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2002

년에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과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2003년에는 

국공립대 여교수채용목표제 등이 시행되었다. 

76) 페모크라트는 feminism과 bureaucrats의 합성어로, 여성주의 관료를 의미한다.

77) 1987년 등장하여 진보적 여성운동을 진행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의 활동은 

법 제개정 등의 성과를 낳았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2000년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등 제도적 변화를 낳았고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용

어에 대한 사회적 의미화를 시도했다.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호주제

가 폐지되는 등 다양한 운동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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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채용목표제의 여성공무원 비율 10% 목표 달성을 위해, 1997년 경

찰대학은 여성 입학정원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했다. 2005년부터

는 경찰에서 현저하게 낮은 여성 인력 비율, 특히 경위 이상 관리자 비

율에서 나타나는 남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여경채용목표제와 여경승

진목표제가 함께 도입·시행되었다. 여경채용목표제의 경우 2004년 당시 

약 4.1%였던 여경 비율을 2014년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

시되었고, 신규채용 규모에 있어서 순경 채용 인원의 20∼30%, 간부후

보생과 경찰대 모집 인원의 10%가 여성에게 할당되었다.78)

다만 이와 같이 1998년 이래 조직의 변화를 추진한 국가페미니즘의 

당시 화력은 경찰에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여

경채용목표제의 실시 배경에는 여성고용확대라는 국가 정책적 기조와 더

불어 여성의 활용이 부드럽고 친절한 경찰 이미지로의 개선에 부합한다

는 조직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경찰청, 2000; 전지혜, 2007:45에서 재

인용). 정책 시효인 2014년 이전이었던 2009년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약 4%로 대폭 감소했으나, 경찰청은 그 이유에 대한 확답 없이 “매년 

선발예정인원이 유동적”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79) 여경채용목표제의 시

효가 끝난 2014년 이후에는 여성 채용 비율이 11%, 9% 등으로 급감했

다. 또한 직접적인 성차별에 해당하는 경찰 성별분리 채용 제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그리고 2017년에도 재차 그 폐지를 권고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같

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에 여성 경찰 인력 확대를 권고했지만 당시에도 

역시 현장 치안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해당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8) 다만 적극적 조치가 그 개념상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 이외에 이미 누적되어 

왔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경찰은 법률적·제

도적 근거 없이 할당된 비율에 맞춰 성별에 따라 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김정혜, 2017). 

79) 법률저널. 2009.1.12. “올해 경찰 채용인원 대폭 줄어”. 

연 도 일반 공채 분야 남자 여자 (비율)

2005 3,465 2,777 688 (19.9)

2006 1,660 1,277 383 (23.0)

2007 2,920 2,446 47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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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 이러한 성평등 추진의 흐름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찰 

조직이 이전보다 훨씬 크게 변화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고,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경찰 조직 내의 성평등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사회적

으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일어나면서 경찰 내에서도 이와 같

은 흐름이 확대되었는데,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확

대되었고, 그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으며 엄단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

성되었다. 조직 지휘부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여

성 경찰 채용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2017년 말 「양성평등기본

법」80)에 근거하여 정부 과제로 공표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

획」의 일부로, 경찰청은 2017년 당시 10.8%에 불과했던 경찰 조직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

라 2018년부터 여성 채용 규모는 다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또한 여경

채용목표제 시행 당시 여성 경찰의 계급별 비율이 순경, 경장 등 하위 

계급에 주로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승진심사 시 계급별로 별

도의 여성 승진 인원이 배정되기도 했다(경찰청, 2014:152). 

8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

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8 3,441 2,760 681 (19.8)

2009 2,030 1,943 87 (4.3)

2010 2,150 1,770 380 (17.7)

2011 2,835 2,183 652 (23.0)

2012 1,612 1,278 334 (20.7)

2013 4,695 3,804 891 (19.0)

2014 5,612 4,542 1,070 (19.0)

2015 6,696 5,896 800 (11.9)

2016 3,126 2,820 306 (9.8)

2017 3,762 3,410 352 (9.3)

2018 6,814 5,359 1,455 (21.0)

2019 2,836 2,053 783 (27.6)

표 6 연도별 공개경쟁채용 현황 (단위: 명)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홈페이지 채용 공고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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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에는 경찰청에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로 5인 체

제의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성평등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

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는 정부 조직 중 최초로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로,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는 정식 명칭 

하에 공식적으로 직제화 되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개방형 임용

을 통해 임명된 여성학 전공자 서기관을 필두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

본계획안」이 수립되었고, 추진 목표로 제시된 것은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이었다. 2018년에는 경찰개혁위

원회가 권고한 성평등위원회 구성안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한 성평등위원회도 발족되었다.81) 경찰개혁위원회의 2017년 권고를 포

함하여 수차례 경찰에 제안되었던 성별통합모집 또한 현실화되었다. 새

롭게 만들어진 성평등위원회는 가장 먼저 성별 구분모집의 폐지를 개혁 

정책으로 제안했고, 경찰 조직은 2019년부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에 

한하여 성별 구분 없는 남녀 통합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82) 다

만 관련하여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전문가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83) 등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통합모집의 도입 시기는 2021년

으로 확정되었다.84) 뒤이어 2019년이 끝나가는 무렵 경찰 조직의 성평

등을 최근에는 경찰 조직 신규채용인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순경 채

용에 있어서도 2023년부터 성별통합 채용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85)

직접적인 성차별인 성별분리 채용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시

행되는 적극적 조치는 조직에 젠더 관점에 따른 급진적 변화를 촉진하기

보다 여성들의 양적 성장만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별분리 채용 

제도의 폐지는 젠더화된 조직의 변형에 있어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남

성중심적 조직과 성별화된 안전을 지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페미니즘

이 부상한 국면을 기점으로 조직에 닿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성평등 

정책이 정부기관인 경찰 조직에도 그 닻을 내리면서 젠더 불평등을 시정

81) 경찰청 브리핑. 2018.4.17. “성평등 대한민국, 경찰이 열어갑니다”.

82) 여성신문. 2017. 10. 19. “성차별적 경찰 여성 채용 비율 제한 폐지된다”. 이세아 

기자. 

83) 통합모집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해당 연구에서는 경찰의 전체 478개 

직무 중 약 76%에서 체력과 무관하게 여경도 근무할 수 있으며, 남성으로만 가능한 

직무는 단 0.05%라고 보고되었다(전기택 외, 2019:123). 

84) 서울경제. 2018.11.13. “경찰대, 2021년부터 남녀 통합모집... 편입학 허용”. 최성욱 

기자.

85) 동아일보. 2019. 12. 30. “경찰, 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채용... 2022년까지 

15%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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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책에도 시동이 걸렸다. 한국 경찰 조직에서 여성 경찰의 역

사가 흘러온 지 74년만인 2020년의 일이다.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성별분리 채용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 가운데 경

찰 조직은 급진적 변화의 지점에 서있다. 

2) 경찰 직무역량을 둘러싼 ‘젠더 갈등’의 격화

조직에서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여성 

경찰의 직무역량에 대한 갑론을박과 함께 ‘젠더 갈등’이 거세게 발생했

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경찰은 청년들에게 공정

한 시험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공무원 일자리였고, 정부 주도의 

성평등 정책이 확대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반-페미니즘 정서가 퍼져있

는 상황에서 여성채용확대 정책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의미화되었

다. 실재하는 여성혐오와 젠더 불평등이 부정되며 젠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상항은 2000년대 이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격차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2000년대 포스트페미니즘의 시대 진단과 더불어 여성정책이 점차 확

장되는 가운데, 당시 사회 전반에는 여성혐오가 만연하게 잠식해 있었

다.86)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

지만 여성혐오가 젠더 폭력의 기제로서 인정받지 못하자, 젊은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공론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졌고 페미니즘이 부상했다. 그러

자 페미니즘 부상에 대한 반격(backlash)87)이 이어졌다. 젊은 남성을 중

심으로 한 온라인 반-페미니즘 담론은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규정하

며 역차별 피해를 주장했고(김수아, 2017), 젠더를 둘러싼 갈등은 온라

인 카페 ‘양성평등연대’88)와 ‘당당위’89)의 실제 시위를 비롯하여 현실과 

86) 김치녀, 된장녀, 맘충, 김여사 등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일반화하여 분류하는 수많은 

명명들, 2015년 “페미니스트를 증오하고 IS를 좋아한다”며 시리아로 떠난 김군 사건, 

이어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무뇌아적 페미니즘”을 이야기한 평론가 김태훈

의 칼럼 등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당시 여성혐오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만연하게 표출되었고, 젊은 여성들로부터 페미니즘이 터져 나오기 이전

의 이 시기는 “모순과 혐오가 극에 달한 현실”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나영, 

2017:101). 

87) Susan C. Faludi(1991)는 그의 저서 『Backlash』에서 여성 권리 신장에 대해 저

지하려는 반동적 흐름을 백래시(반격)로 설명했다.  

88)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군가산점제, 성매매특별법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반-페

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남성연대’는 2014년 ‘양성평등연대’로 그 이름을 바꾸고 역차

별을 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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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되어 나타났다. 성평등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남

성의 일로 여겨졌던 경찰에서 여성 경찰관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나

아가 성별 구분을 없앤 통합채용이 추진되자 경찰직은 곧 젠더를 둘러싼 

갈등의 격전지가 되었다. 

여경채용확대 정책이 남성을 역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취업시장에 있는 청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초래되었

다. 이는 약 20년 전 군가산점 논란90)과도 그 계보를 같이 한다. 능력도 

되지 않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자리를 뺏고 있다는 주장이 그때와 형태만 

달리한 채 통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이른바 여경무용론이

었다. 여성이 경찰로서 부적격한 자로 규정되는 이면에는 노동시장 전반

의 불안정, 억울한 피해자를 자처하는 남성 역차별 서사, 남성성에 기반

하여 구성된 경찰의 상이 얽혀있었다. 여경무용론은 경찰이 여성 경찰 

비율을 확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성별분

리 채용을 폐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특히 거세졌고, 이는 

곧 여성에 대한 경찰 직무 기회의 확장이 그만큼 남성성의 위기를 자극

했음을 의미한다. 1997년 이래 치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친 경찰 조직

에서 경찰관의 신체성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

적인 가치-소통과 협력-를 통해 구성되어 왔었지만, 여경무용론은 신체

적 힘을 경찰 직무 역량과 직결시키며 여성 경찰관의 존재를 폄하했다. 

팔굽혀펴기에서 ‘무릎을 떼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인 직무 역량인 것 마

냥 논란이 일었고, 무릎을 붙이고 실시하는 여성들의 팔굽혀펴기는 곧 

여경의 무용함을 보이는 증거로 이야기 되었다. 해당 능력이 경찰 직무

와 어느 정도 수준의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는 삭제되어 있었

다. 같은 맥락에서 여경 증원이 경찰의 치안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는 비약적 논리는, 특히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

수성이 높아지며 경찰 인력이 확대된 가운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

89) 2017년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오해받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며, 1심 선고 이후 그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올린 게시글을 계기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여성편향성’을 규

탄하는 온라인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개설되었

고 실제 판결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집회가 열렸다. 

90) 군가산점 논란 당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흔들리는 남성성이 “잘나고 편한 고

학력 여자들이 돈 없고 빽없어 군대에 끌려간 힘없는 남자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한

다”는 논리(배은경, 2000)를 통해 분노와 좌절이 쏟아졌다. 남성들은 군복무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한 국가의 젠더 질서에는 침묵한 채 방향 잃은 분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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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여경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2018년 6월,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서기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한 말에 대한 오해로 여성경찰 체력시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여경무용론이 등장하는 시초였다.91) 화두였던 팔굽혀펴기 

내지 신체적 능력이 과연 경찰의 가장 필수적인 역량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해당 서기관의 발언은 가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남성

과 동등하게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성 경찰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인터뷰 내용은 뭇매를 맞았고, 청와대 국민청

원 게시판에는 그의 해임 혹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약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관의 신체적 능력과 경찰의 직무능력, 국

가치안이 동일시되면서 이후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체력검정을 중심

으로 여성 경찰관의 자질을 의심하는 많은 청원이 제기되었다.92)

2018년 8월, 새로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직 내 여성 비율을 높

이겠다는 취지의 정책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논란은 가속화되었다. 여경

확대정책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여성 편향적이라는 비난부터, 여성 

경찰관의 직무 역량을 저평가하며 그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세

금낭비’, ‘치안조무사’에 불과하다는 식의 담론이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여성 경찰은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9월에는 부산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성 시민이 구조하는 모습을 여성 경찰관이 지켜

보기만 했다는 비난이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제

기되었다. 경찰을 지망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에서조차 여성 경찰의 역

량을 폄하하는 당시의 논의가 반복되고 있던 정황은, 그와 같은 담론이 

완전히 조직 내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

하기 전부터 이미 시민들이 차 위에 올라가 갇힌 사람을 꺼내주던 상황

이었으나,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찍은 

91) 이성은 서기관의 말이 여경의 체력시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며, 

해당 서기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약 7만 명의 동의를 얻는 해프

닝이 있었다. 

92)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최근 여경과 관련하여 올라온 청원들 

중 일부를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2019. 2. 19. “‘여경’이 아닌 ‘경찰’이 필요합니다.”

2019. 5. 20.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남녀 동일기준검정 제도개선 요구

합니다.” 

2019. 5. 22. “여경 체력 기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2019. 6. 10. “경찰대학과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시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및 모든 조건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치룰 수 있도록 강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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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내 ‘오또케 여경’으로 왜곡된 채 커뮤니티에 게재되었고 온라

인상에서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대림동 여경 사건’93)을 기점

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자질 논란은 다시금 불거졌다. 취객에게 귀가

할 것을 권유하던 남성 경찰관이 뺨을 맞고,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

하는 과정에서 남성 시민과 함께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

라인에 게시되었고, 무능력한 여성 경찰이 남성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도움을 받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94)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장이 공식적

으로 해당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비난은 이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경무용론이 과연 조직 외부에만 존재하는 논의였을

까? 이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경찰은 직무 수행에 있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마주했고, 그에 대응하며 조직의 변화를 표방했다.

첫째, 신자유주의에 개방된 한국사회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직무 수행에 대한 요구가 달라졌다. 치안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젠더화된 조직의 논리는 외관상 변모했다. 효율성

을 꾀하는 신공공관리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도입됨에 따라 경

찰 직무는 범죄 진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범죄투사(crime-fighter) 모

델을  벗어나 소통과 문제 해결 중심의 공동체 치안(community 

policing)으로 전환되었고, 조직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상을 

표방했다. 더하여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조직은 예방 중심의 경찰활

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치안활동의 과학화를 주창하며 경찰은 범죄 기

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략들을 도입했고, 이러한 

93) 한국일보. 2019.5.19. ““여경 대응 문제 없다”… 경찰 해명에도 번지는 논란”. 홍인

택 기자. 

94) 해당 영상 속에서 술 취한 남성은 출동한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제압하는 과

정에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술 취한 남성이 체포 과정을 방해했다. 옆에서 제지하던 

여성 경찰이 무전 요청을 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났고, 온라인상에서는 여성 경찰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구로 경찰서에서 홈페이지에 현장을 보여주는 원본 동영상을 공개했고, 해

당 여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일반 

시민 남성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었다. 여성 경찰이 

시민 남성의 도움을 구했다는 이 사실은, 힘이 약한 여성 경찰관은 힘을 사용해 제압

하는 경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용한 경찰이라는 식의 의미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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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경찰은 인력의 확대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조직으로 유입되었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 경찰 직무의 방향성이 서비스와 범죄 예방을 중

심으로 이동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요

구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

한 대응이 비판받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이 대표

적인 사회악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은 여성 경찰관의 확대 채용과 여성 수

사관 배치를 강조하며 젠더 폭력에 대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

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여성들의 비판은 대규모 ‘혜화역 시위’를 

통해 더욱 커졌고, 이러한 요구를 마주한 경찰은 여성 안전을 조직 기조

의 전면에 내세우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청년 남성들의 여성혐오가 여성대상

범죄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부상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페미니즘 의제 또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추세 가운데 경찰 조직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었고, 1990년대 

이래 여성 할당제의 형태로 누적되어 왔던 적극적 조치는 2018년 다시

금 여경확대정책으로 시행되었다. 70여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성별분리 

채용 제도의 폐지까지 발표되면서 조직의 젠더 질서는 급격히 흔들렸다. 

이에 따라 역차별을 주장하는 청년 남성들의 반발이 나타났고, 신체적 

힘을 기준으로 여성이 경찰로서 부적합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여성 경찰

의 직무 역량을 저평가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경찰은 청년들에게 

문호가 넓게 열렸던 공무원 일자리였기 때문에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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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년들의 경찰 직무 이해와 성별직무분리의  

지속

사회 변동과 함께 조직의 구성원리 또한 변화했다. 코넬(Connell, 

2006)이 지적했듯, 조직에서 구조화된 젠더의 배치 형태는 고정되어 있

지 않으며 젠더 실천의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역동을 보인다. 

1. 생존주의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가치 설정

1) 취업준비생이 선택한 경찰,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기대

청년들의 경찰 조직으로의 진입은 치안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경찰 인

력이 확대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점차 증가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만성화된 실업 가운데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역대 정부는 단기간에 고용지표를 끌

어올릴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8

년의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에

서 추진되었던 단기적 일자리 보완 대책은 그 예였고, 소위 공시생(공무

원시험준비생)은 계속해서 증가했다.95) 청년들의 공무원 열풍은 외환위

기 이후 노동시장의 조건 변화, 비정규직과 경력직 채용 관행의 확대, 

고용 불안정성 증가,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정연순, 2010; 김태일, 2011; 정윤진·임도빈, 2019). 많은 청년들이 “평

범한 안정”(김홍중, 2015:196)을 좇아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정부 국가공

무원 중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은 약 20%의 적지 않은 규모다. 그만큼 

95) 공시생의 정확한 규모는 추정된 바가 없으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서 공시생 인구는 2019년 기준 청년(15~29세) 구직자 중 대략 51.5%(36만7710명)

로 집계되었다. 2010년 청년 구직자 중 57.7%(31만1000명)를 차지하던 공시생 규

모와 비교할 때, 전체 청년 인구수가 꾸준히 약 65만 여명 감소하는 동안 공시생은 

반대로 약 6만 여명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가운데 경찰, 소방, 군무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윤윤규 외,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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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의 효과적 대상 중 하나였던 경찰은 1998년 이후 국가 치안

력의 확대와 함께 계속해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전체 경찰관 인원은 전 정부에 비해 8.83% 증가한 114,658명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공무원 일자리인 경

찰로 청년들이 대거 진입했고, 이러한 한국사회의 지반 속에서 새로운 

조직 구성원으로 등장한 청년 경찰들은 취업준비생 청년 일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터뷰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간파

하고 공무원 되기를 선택한 결과 경찰이 되었다.  

교육생인 사례 14는 아버지가 경찰이셨기 때문에 직업이 안정적이라

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교육생인 사례 15 또한 안정적이기 때

문에 경찰을 선택했다. 경쟁이 일상의 지반을 이루는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가운데 경찰은 취업시장에서 좋은 선택지가 된 ‘공무

원’이었다. 사례 15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 정도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취업 여부

를 우선으로 두고 경찰대학을 선택했다. 취업시장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취업은 그에게 고등학교 직후 걱정해 마땅한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이

다. 더하여 직업은 꿈,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이해되기보다 그 달성만이 

중요한 어떤 목표로 간주되고 있었다. 

저는 문과-였는데- 당시 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너 문과 나와서 뭐

할래 하셔가지고- 너 그냥 성적 맞춰서 ○○ 가라- 근데 이 말이- 

한 번도 사회생활 안 해봤는데 당연히 이 상태로 대학생 되고- 그러

면 무조건 정말 취업을 못할 거 같은 거예요. (사례 15)

정부 주도로 증가한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특히 경찰 조직에서 신규

채용의 문호가 넓게 열렸다는 사실 또한 청년들이 경찰이 된 배경에 자

리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찰 2만명 증원 정책에 힘입어 2013년 

하반기 순경채용에서부터 역대 최다 인원 채용이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경찰 조직 유입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취준생으로 관련 커뮤니티를 접

해왔던 사례 13 또한 고등학교에서부터 수능을 포기하고 곧바로 경찰공

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찰공

무원의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여성 수험생이 증가하는 양상은 공무원 시

험에서 나타나는 성별효과와도 연관된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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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상태, 입금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구조적인 차별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및 공교육 부문으로의 유

인이 남성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김도영·최율, 2019). 

공, 공무원 중에 또 경찰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학

생들이 최근 들어서 ... 박근혜 정부때 3차- 시험이, 으로 2차 시험

에서 3차 시험으로 늘어났거든요 한해. 그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때 실제로 제가 다니던 체력 학원에 여자 수험생들이 엄청 늘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으니까 매몰비용 때문에 못 빠져나가

고 버티다가 또 이제 통합채용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수, 시험 준비를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중에도 경찰 

많이 뽑기도 하니까 그런 얘길 듣고 많이 들어오는 (사례 13) 

실제 여성 경찰관의 양적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과 맞

물려 여성 수험생들에게 공무원 직업의 유인효과가 함께 작용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경찰은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까지 늘리기 위해 공개

경쟁채용시험의 여성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2018년 하반기 갑작스러운 

3차 채용 계획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 선발인원의 25%라 발표된 이후, 

노량진에서는 검찰사무직, 소방직을 준비하는 여성 취준생들의 갈아타기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다.96)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무원 시험에 공통적으로 고교과목이 추가되어 검찰사무직, 소방직 

등 타 직렬과 경찰직에 동시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97)  

공무원 시험 과열의 이유는 단지 직업의 안정성, 공무원 일자리 개방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례 13는 공무원 시장에 몰리는 청년들이 “한 

게 있으니까 매몰비용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통해 

경찰 조직에 진입하는 소수 외에 나머지 대다수는 시험 준비 기간이 장

96) 뉴스원. 2018.10.14. “‘여경 750명’ 역대급 채용에... 공시촌 ‘갈아타기’ 바람”. 김민

성 기자. 

97) 경찰직(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이고 국어, 사회, 수학, 과

학과 같은 고교선택과목과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중 3개 필수과목을 치르게 된다. 

검찰사무직(9급 검찰사무직)과 소방직(소방사·지방소방사)은 공통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이고 각각 2개의 선택과목을 치르는데, 그중 사회, 과학, 수학 등 

과목은 경찰직 선택과목과 중복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직종별 

전문과목만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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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되며 빠져나가지 못한다. 노동시장 진입의 연기, 사회경험의 부재가 

이후 일반기업 취업 시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감수한 채 이루어지는 공

시생들의 시험 준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정근하, 

2015). 사례 25는 여성 경찰 채용이 증가했던 2015년도를 기억하며 

2016년도부터 시험 준비를 했지만, 당시 갑자기 여성 채용 인원이 줄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 그는 시험공부를 계속

했고 약 2년여의 수험 기간을 거쳐 경찰관이 되었다. 프레카리아트로서

의 청년세대에게 취업은 꿈을 좇는 것보다는 ‘손익계산’에 더 가깝다.

시험 준비 15년도까지 여경을 좀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16년도

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웃음) 

그런 거 좀 힘들었어요 인원이 막 갑자기 반의 반 토막이 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막 많이들 빠지지 않았어요? 막 그만두고) 그만두고- 

근데 뭐 대체로 계속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주변에서는. 해놓은 게 

네 있기도 했고 (사례 25)

김홍중(2018)은 ‘사회적인 것’의 위기와 미래의 빈곤이 나타나는 개

인화된 현대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꿈은 그저 시간의 미래형을 넘어 심

적 동기의 역량, 꿈을 꿀 수 있는 행위능력을 내포하는 일종의 꿈-자

본98)으로 의미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근무 4년차 경찰관인 

사례 23은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 그리고 남동생 또한 

공무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

의 권유에 따라 딱히 큰 생각은 없었지만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안정성을 직업 선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과 분위기 속에서 그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가 합격하여 경찰이 되었다. 청년들이 부모의 계급화된 지원과 개인적 

노력을 바탕으로 인적자본이 되기 위해 자라났다는 배은경(2009:71)의 

설명은 그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권유는 사례 

23에게 공무원이 되기를 꿈꿀 수 있는 자본으로서 기능했다. 

아버지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시고. 아버지 영향을 받으니까 저도 

98) 여기서 ‘꿈-자본(dream-capital)’은 김홍중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꿈이 개인적 

수준에서 생산되는 환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개

인들이 축적하는 ‘자본’이자 ‘심적 능력’임을 의미한다(20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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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이제 다 공무원 네 ... 공무원을 원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아 

저도 딱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경찰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은 없고 ... 좀 안정적인 게 저도 좋으니까 그래서 행정학과를 저

도 들어갔는데 다 시험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사례 23)

청년들의 꿈-자본 소유 현실에 대한 김석호(2017)의 연구 결과는 한

국 청년의 62.1%가 자신이 가진 꿈에 대해 진정성과 자기 확신이 낮다

는 결과를 보고했다. 실제 인터뷰이들 가운데 직업 결정 과정에서 강한 

확신을 가진 청년 경찰은 거의 없었다. 사례 24는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을 가지고 싶었지만 직업의 안정성 또한 고려하던 차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경찰대학 입시를 권유받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졸업

과 동시에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찰대학은 ‘나쁘지 않은’ 선택, 대입 이

후 다시 취직을 준비해야 하는 일반대학은 ‘비경제적인’ 선택이었고 사

례 24는 경찰대학으로 진학했다. 근무 2년차 경찰관인 사례 25의 경우  

막연하게 활동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을 뿐, 꼭 경찰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대학에서 체육학과를 졸업한 그는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주

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라는 직업을 준비하여 경찰이 되었다. 

근무 1년차인 신임 경찰관 사례 28의 경우, 드라마 속 경찰 제복을 입

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경찰 직업을 동경해 대학에서도 경찰행정학과

에 진학했고,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에 입직했다. 하지만 사례 28은 그토

록 바랬던 경찰이 된 후 공허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의 공허함은 낮

은 진정성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경찰이 된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경찰은 취업 이후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이정표이기보다, 획득해야 하는 

직업으로서의 지위이자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펼쳐지는 삶의 연

속적인 경쟁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고 있었다. 

되고 싶었던 경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막 시작을 하는

데 되게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 진짜 경찰 이 하나만 바라봤

잖아요. 내 최종 목표는 경찰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것만을 위해서 바라보니까 그걸 막상 이루고 나니까 막상 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공허한 거죠. (사례 28)

공무원이라는 일자리 취득의 결과가 중요할 뿐, 직무와 이후의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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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을 유보하며 경찰이 된 청년들은 조직 내에서 기성세대 경찰들

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손익계산의 장이 된 취업 시장에서 안정이

라는 목표를 좇는 일종의 경주이자 동시에 영원히 유예되는 목표의 일부

로서 경찰이 되었던 청년들의 경우, 기성세대에게는 그저 소명의식이 없

는 경찰관으로서 비춰지는 것이다. 기성세대 경찰관인 사례 4는 경찰관

으로서의 의식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이 더 강하다며 청년들의 ‘공

무원 마인드’에 대해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

졌던 시기, 경찰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까지 마치 깔때기처럼 조직으로 밀려들어왔다는 것이다.  

조직 안팎의 경쟁 구도와 청년들의 삶으로부터 생존주의가 지적되더라

도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며 나타났다

(김홍중, 2015a:198). 고향이 지방에 있지만, 수도인 서울을 지키며 바

쁘게 일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혼자 서울로 올라온 사례 28은 

지구대에서 신고가 많아 바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청

년들의 모습은 가혹한 경쟁구도에서 생존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신

자유주의 통치성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최종

렬, 2017). 좋은 삶은 경제적 성공도, 생존도 아닌 ‘가족’을 통해 구성된 

일상의 행복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264). 사례 28과 마찬가지로 고향

이 지방에 있는 사례 16은 굳이 서울로 올라올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

문에 현재 지방의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된 그는 조직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고, 집과 가까운 곳에

서 근무하려 했던 사례 017의 선택은 단지 고향 때문만은 아니었다. 먼

저 합격한 지인들로부터 서울 근무가 “집값 들고 더 힘들다”,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등의 조언을 들은 그에게, 서울로 

올라가 일을 배우고 승진하겠다는 식의 욕심은 편한 삶과의 우선순위에

서 밀려났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는 현실적 조건과, 소소하게 살아가

려 했던 삶의 지향을 고려하여 그는 수험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수하고 

집 근처로 지원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채용인원이 적어 오히려 커

트라인이 더 높아, 약 3년간의 수험기간을 버틴 끝에 그는 집 가까운 지

방청에 합격하여 현재 4년째 근무 중이다. 구체적인 삶의 지향과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은 청년 내부의 차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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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꽃이라 불리며 대부분의 경찰관이 한번쯤 근무하기를 원하는 

수사 보직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것을 멋진 삶이라 말하는 청년도 있었

다. 근무 2년차 여성 경찰관인 사례 25는 수사경과를 계획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자신은 크게 생각이 없다며,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마는 것이

라 이야기했다. 승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인 그는 목을 메

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 없는 거 같

아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그냥 이 생각? 일단 

지금은 수사-과에 대한 막 깊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사례 25)

생존을 좇아 경쟁하기보다 자기 삶을 소소하게나마 추구하려는 태도는 

청년 남성 경찰관 사례 23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스스로 경쟁을 싫

어한다고 이야기한 근무 4년차 사례 23의 경우, 현재 내근 업무를 하는 

보직에 있어 월급이 많지 않지만 큰 불만은 없으며 승진에 대해서도 큰 

욕심이 없었다. 그는 조직 진입과 동시에 취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

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

야기했다. 스스로에 대해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강조한 그는 

자신이 욕심이 없어 별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라 말하고 다소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사례 23의 모습

은 최종렬(2017:272)이 포착했던 성찰적 겸연쩍음과도 같았다.

2) ‘좋은 자리’의 변화: 승진과 수당에 대한 태도 변화

직업에 대한 진성성과 자기 확신이 낮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을 거친 청

년들에게, 경제적 유인 등의 현실적 조건은 경찰이 된 이후에도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수사 보직이 경찰의 꽃으로 선망되곤 했던 예

전의 모습과 달리 청년 경찰들이 생각하는 ‘좋은 자리’가 수당이나 승진

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모든 

청년 경찰의 선호가 동일한 것은 아니나, 많은 청년들은 승진 시험 준비

에 유리하거나, 수당이 많거나 혹은 ‘워라밸’이 가능한 부서를 선호했다. 

근무 18년차 기성세대 경찰관인 사례 4는 자신이 보아온 젊은 경찰관

들이 전략적으로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그를 위해 다른 자리에 비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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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경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년 경찰들이 가진 ‘공무원 마인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기

는 했지만, 승진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요즘 애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 평가했다. 실제 청년들이 받는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

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은 수당, 첨탑형 계급 구조는 청년

들로 하여금 수당이 많은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보직을 이동하

도록 만드는 조건이었다. 사례 4에 따르면 대개 여성으로 채워지는 자리

인 지구대 관리반에서 현재 근속연수 6년차인 순경이 받고 있는 월급은 

초과수당 없이 150만 원 남짓이 전부였다. 험난한 취업 경쟁을 뚫고 조

직으로 들어온 청년들은 조직 내에서도 여전히 보직을 두고, 승진을 두

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업무나 

바라던 보직보다는, 승진과의 연관 혹은 많은 수당이 더 중요해진다. 

실제 많은 인터뷰이들이 이러한 사례 4의 설명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사례 22는 지구대가 정말 편한 곳이라 평가했다. 하루 12시간을 근무하

는 동안 실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순수 근무시간은 세네 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이 대기하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건을 인계한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개인 시간을 많이 

보장받는 동시에 야간근무 등으로 수당이 넉넉하다는 것이었다. 

지구대 일이 진짜 편하고- 시간도 진짜 많고 솔직히. 내가 솔직히 

야간도 지금 이렇게 쓰잖아 내가 시간을 낮 시간에. 그러면은 거의- 

주야비휴 중에 그냥 하루만 다 못 쓰고 3일은 내가 쓸 수 있는 거

야 그냥. 물론 그래서 진짜 시간도 많아서 좋고 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지구대에 있고 싶어 해. (사례 22) 

2016년에 배명을 받고 현재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 

17도 마찬가지의 설명을 들려주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경찰서로 들

어가 내근직 자리를 맡기가 어려운 반면, 지방 지역 경찰서의 경우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 등을 대부분 선호하고 사실상 

수당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근직인 경찰서 업무는 기피된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경찰이더라도 내근직의 경우 수당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

기 때문에, 경찰서에 배치되는 청년들의 순번이 정해져 그에 따라 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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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사실 월급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지역경찰은 야간 업무를 하니까 

초과같은 걸 안 찍어도 월급이 많은데 본서, 일근을 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퇴근해야 초과수당을 받잖아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제 계급에서는 6~70만원에서 계급 더 올라갈수록 100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본서를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고.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돈 때문이고. (사례 17)

경제적 요인 외에 승진 시험 또한 청년들의 보직 선택에 있어 유효하

게 작동하고 있기는 했다. 근무 1년차 신임 경찰관들인 사례 18-23 또

한 입을 모아 자신들은 지구대에서 일단 승진을 한 이후 경찰서로 들어

가기를 원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개인 시간이 많은 지구대에서는 승진시

험을 준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동시에 현장 근무이기 때문에 

경찰서 내근직에 비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 시

험은 단순히 계급 진급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좋은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이렇게 보직 배치를 두고 벌이는 경쟁 가운데 남성

과 여성의 성차는 지워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막상 직무기회가 배분되

는 과정에서 신체성은 다시금 남성성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다.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솔직히 돈 때문’인 보직 경쟁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

적 차이는 본질화된 채 여성을 현장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 헌신 말고 ‘워라밸’

불안정 노동 계급인 프레카리아트로서 청년들은 안정적인 경찰공무원

으로서 조직에 진입한 후 직무와 분리된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근무 18년차 경찰관인 사례 5가 같은 월급 받으면 편안한 데 간다

고 설명한 청년 경찰관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권리

의식, 워라밸에 대한 지향과 궤를 같이 한다. 스스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오히려 지나친 자신감과 과장된 소명의식(Reiner & Newburn, 

2000)을 보였던 이전에 비해, 경찰이라는 직무 자체가 강한 남성성을 

통해 구성되던 이미지 또한 다소 옅어진 듯 했다. 미래를 향한 적극적 

도전이 아니라 추락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자세와 더 긴밀하게 결합해 

있는 청년세대의 생존주의적 태도로부터 경찰관으로서 소명의식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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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감 보다는 직장으로서의 경찰됨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임들이 경찰관이라는 직종을 대하는 그 태도가 진짜 직업으로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시간 이외에 내 시간을 왜 써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 

힘든 업무는 기피하는 게 확실히 생겼고 초과근무도 그렇고 (사례 5)

남성성은 언제나 획일화된 하나이기보다 다양성과 분열성을 가진 것

이기 때문에, 헤게모니적 남성성 또한 변화하며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매우 다른 유형의 남성성들과 공존한다(Connell, 1995; John Baynon, 

2002). 삶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전통적인 젠더 의식이 균열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남성성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한국의 전통적 남성성99)에 대

한 세대별 남성들의 동의수준을 조사한 마경희 외(2018:50)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평균 동의수준은 ‘보통이다(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0로, 

전반적으로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성적능력·물리적 힘 경쟁과 성공 감정절제 위계와 복종

20대 2.28 2.64 2.17 2.42

30대 2.57 3.01 2.44 2.72

40대 2.61 3.13 2.58 2.78

50대 2.69 3.34 2.78 2.91

전체 2.54 3.04 2.50 2.71

표 7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대한 동의 (5점 척도)

출처: 마경희 외(2018:52)

이러한 가운데 직장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청년들의 새로운 모습

은 ‘워라밸 세대’라는 호명으로 이어졌다(김난도 외, 2017:291).100) 청

99) 마경희 외(2018)에 따르면 전통적 남성성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갖추어야 할 것

으로 기대되는 이상적 성향과 기질’로 정의되며, 해당 조사에서 전통적 남성성에 대

한 동의수준은 ‘성적 능력·물리적 힘’, ‘경쟁과 성공 추구 성향’, ‘감정절제’, ‘서열관계

와 복종’ 네 가지 세부요인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0) 『2018 트렌드코리아』는 직장생활의 관점에서 1988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 출

생한 세대를 규정하는 명칭으로서 ‘워라밸 세대’를 정의하고 있다(김난도 외, 2017). 

워라밸은 워크앤라이프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청년은 1988~1994년 출생

자라는 코호트 개념으로만 정의되지는 않으나, ‘워라밸’이라는 가치가 청년층을 중심

으로 대두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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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본인의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세대로 설명되었다. 원대한 도전이

나 특별한 성공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

이다. 경쟁·성공 추구의 성향이 약화되는 모습은 남자가 무엇보다 일에

서 성공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낮은 동의수준에

서도 나타났다(마경희, 2019a:15-16).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탈주하는 

청년 남성들의 모습 또한 이미 보고된 바 있다(마경희 외, 2017:189).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꿈꾸며 부단히 생존하고자 하는 

청년들, 사회가 더 이상 그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것’의 위축 가운데 자기보존의 본능과 함께 

나타난 워라밸은 기존의 남성성을 거부하는 새로운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삶의 분리, 개인시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기성세대 경찰관인 사례 5 또한 요즘의 신임경찰관들은 힘든 

일은 피하고 개인생활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짓는 것이 추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에서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최우선 요소는 개인의 가치관, 중요도의 최우선 

요소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다(일자리기획단, 2018:166). 이 가운데 청년 

경찰들이 더 이상 조직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은 일견 당연하다. 자기 삶

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관이셨던 아버지로부터 편한 근무지로 가라는 조언을 받고 3

급지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중인 사례 20은 현재 근무가 어떤지를 묻

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고 말하며, 만족

감을 드러냈다. 같은 파출소에서 일했던 사례 18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

서, 파출소에서 ‘워라밸’을 느끼며 승진을 한 이후에 경찰서로 들어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출소를 떠날 당시 아쉬웠다며, 현재 근무하

고 있는 3급지 경찰서가 1급지 등 바쁜 곳에 비하면 업무가 수월한 편

이나 파출소가 더 장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파출소 근무는 4교대이기 

때문에 나흘에 한 번만 아침 출근을 하면 되고, 개인 시간이 많았다. 

3교대였다가 4교대 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혹시 그 차

이점 아시는? 4교대 되면 진짜 편하잖아요. 그 편함을 좀 오래오래 

느끼고 싶고. 워킹 라이프 밸런스에서 이제 라이프 밸런스를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활 하면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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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워라밸 지향적 태도는, 근무 18년차인 사례 4가 “요즘 애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처럼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의 여지를 만

들기도 한다. 사례 4는 힘든 일이나 자신의 몫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 주말 출근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자신의 

삶과 업무의 경계를 지키는 모습, 개인화된 삶의 지향은 세대 관계를 넘

어 젠더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일 생활 양립을 위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공통적인 지향이었다. 

근무 1년차 남성 경찰관인 사례 18은 육아시간을 당장 써야한다면 쓸 

수 있겠냐는 질문에 지금은 쓰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업무

에 대한 몰두, 조직에 대한 충성심 때문은 아니었다. 자신이 휴가를 떠

났을 때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돌아갈 텐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지극

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대답이었다. 그에 따르면 현직경찰관들이 사

용하는 내부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서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근

평(근무평가)은 포기하라는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함께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

겠다는 사례 18의 말에서 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이나 ... (그런 거는 눈치 안 보게, 안 보고 좀 쓸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18)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육아휴직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규

정되는 구조에 있어, 권리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향이 남성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 성별화된 구분에 따라 육아휴직

이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전통적 남성성의 모습과 달리, 남성과 

육아가 상호연계 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권리의 확장은 남성

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정

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은 전통적 남성성과 달리 가사와 

돌봄, 육아 참여에 대해 변화한 인식을 보였는데(마경희, 2019b:23). 그

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사와 돌봄 교육, 배우자 출산 휴가, 육

아 휴직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20대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성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공무원 가족, 시험을 준비하는 주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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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경찰이 되었던 근무 4년차 남성 사례 23의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

지였다. 그는 직업보다는 가정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있었고, 경쟁보다는 

자기만족과 자기 삶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태도는 청년들만의 생각은 아니며, 기성세대로부터 학습

된 것이기도 했다. 근무 1년차 여성 경찰관인 사례 28은 청년세대 경찰

관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된 ‘워라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청년경찰

들은 더 이상 국가가 자신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

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교육생이었을 당시 

교수님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셨다며, 더하여 자신이 느꼈던 감

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심장이 쫄깃쫄깃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

직으로 들어온 그는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 대해 다소 허무함을 느꼈다. 

워라밸이 너무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그 경

찰 그니까 지금 주임님들은 아니지만 저희 세대 경찰들은 이제 공무

원 연금이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 경찰 헌신 이런 애들은 이제 없

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것만 열심히 해도 국가가 나를 알아서 책

임져줘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경찰들은 이제 없어요. (사례 28)

청년 경찰들로부터 관찰되는 낮은 직무몰입도와 소명의식의 부재는 오

롯이 그들 개인의 특성이기보다, 사회변동을 거치며 형성된 생존주의의 

레짐 가운데 등장한 개인화된 삶의 태도로 이해된다. 안전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 역량에 따른 평가만을 상상하는 청년들은 능력주의를 지

지하며 성별보다 ‘능력’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2. 능력주의와 직무 역량에 대한 몰성적 이해

1) 성별보다 ‘능력’이라는 인식

경찰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일자리가 된 가운데, 청년 경찰은 

더 이상 범죄투사 모델을 중심으로 직무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

려 이들의 인식 가운데 새로이 나타난 것은 성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

력이 중시되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기성세대에서 여성이 성별 자체만을 

이유로 애초에 배제되었던 모습과 달리,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경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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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었다. 청년 여성들 또한 능력주의를 지지하고 생존주의를 수용하

며 경쟁을 이어가는 청년 집단의 일부였다. 교육생인 사례 13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페미니즘 이슈

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2016년에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

험생 시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경찰수험생이기 때문에 사회면을 그

렇게 자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 답했다. 관련 질문이 면접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적도 없었다. 아무리 경찰관으로서 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쨌거나 수험생들은 시의적 

사회 이슈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험 준비에 바빠 뉴스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직장 구하기 바쁜 청년들의 각자도생의 

삶을 보여주며, 동시에 사회변화에 둔감해진 채 개인이 놓인 사회적 위

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경쟁이 일상화되고 

경주의 결승선은 계속해서 유보되는 삶 속에서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전

력투구하며 성장했다는 김홍중(2015)의 분석은 사례 13의 말을 뒷받침

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개별 노동자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근대

적 성별분업이 그 효력을 잃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대안 없이 흔들렸으

며,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경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남녀 대학진학

률은 13년째 역전되어 있고, 격차는 7.9%까지 벌어져 여성 대학진학률

은 2018년 기준 73.8%에 달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38). 

청년들은 성차가 지워진 개인을 상상했고, 법집행 현장에 있는 청년 

경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근무 1년차 남성 경찰 사

례 18은 “그냥 일 안하는 사람은 안하더라”며, 성별에 따른 구분보다는 

실제 직무에 임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해는 현장 근무를 

하며 여성 경찰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등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도 이어진다. 사례 18은 여성 경찰이 직무수행 중에 입을 수 있

는 성추행 등의 피해는 부가적인 문제일 뿐이며, 그런 것은 본인이 감내

해야 될 부분이라 말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여성 경찰의 직무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다. 또한 그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경찰은 편협한 여성상을 가지고 있

으리라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남성 경

찰이 여성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여성 인력이 많지 않은 조직의 현실적 여건에서 비롯한 오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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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서 떠도는 여성 경찰이 무용하다는 이야기

가 ‘어그로’라 단정한 그는 실제 현실에서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내용

이라 선을 그었다. 실제 조직 내부에서는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뿐, 성

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딱히 그런 합격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일종의 

어그로라고 하죠. 남녀 갈등만 그냥 부추기고 그냥 웹상에서만 그렇

게 얘길 하지, 그 사람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했던 주

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사례　21)

이전에 없던 청년들의 능력주의적 인식은 성별 구분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지가 여성 경찰이 성

별에 지나치게 큰 방점을 찍혀 이해되었던 이전과 달리 여성들에게 성별

의 무게를 덜어주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여성

들에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준다. 지구대에서 약 2년간 근무했던 4년차 

남성 경찰관은 사례 23은 지구대 업무에 대해 혼자 하는 일이 아닌, 2

인 1조로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여성 경찰관 일반의 

직무능력을 저평가하는 담론과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 적어도 자신이 본 여성 동료들은 유능한 경찰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험 상 동료 여성 경찰에게 오히려 자신이 민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량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여성 경찰 일반이 능력 없는 경찰관으로 평가 받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제 동기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진짜 유능하거든요? (여자?) 

네 진짜 유능하거든요. 그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 

한 번에 싸잡아서 약간 그런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 내가 먼

저 가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선임자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했는데 아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오

히려 더 대범해요 (웃음) 더 대범하고 좀 뭐랄까 강단 있고 곤조도 

있고  (사례 23)

사례 23의 경우, 여성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실습생

이었던 당시 만났던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성별화된 직무 능력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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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강압적이지 않

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장에서는 법적 지식을 절차대로 이야기

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는 그에게 ‘너무 멋진’ 존

재였다. 유능한 여성 동료와 관리자에 대한 지지는 그에게 있어 경찰 조

직이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조직이라는 점, 그것이 권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건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 23의 시각은 분명 이전의 전통적 남성성과는 달랐다. 성별과 무관

하게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면 여성 또한 경찰관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는 능력주의를 수용하고 있었고, 앞서 <표 7>에서 나타났듯 전통적 

남성성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년 남성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2) 능력주의와 불화하는 페미니즘

다만 청년 남성 경찰들이 여전히 젠더 질서의 유지에 기성세대 경찰관

과 공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지는 성차를 지

움으로써 성평등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되는 한편, 오

히려 개인의 역량만을 중시하는 몰성적인 이해 속에서 조직의 남성중심

성을 방관하고 여성됨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간과하게 만들기도 

했다. 앞서 여경이 조직 내에서 배척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남성 경찰관 

사례 18은 정작 여경과 일을 해 본적이 없는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임 경찰관이었다. 이제 사회와 조직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며 실상 명시적인 차별과 배제만을 차별로 이해하던 그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여성 경찰관의 차별 경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근무 23년차인 사례 2는 직무의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 차별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며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를 비판했는데, 그가 지적한 문

제는 지금의 청년 여성 경찰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청년 남성 경찰관들은 기성세대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나 전통적 남성성 

규범을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성을 일종의 자원으로서 활용했고, 체

력이라는 직무 능력 기준은 신체적 차이를 근거 삼아 여성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기제였다. 근무 경력이 1년차에 불과한 젊은 남성 경찰관인 사

례 18이 아직 함께 근무해보지 않은 여성 경찰관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

로 들며 남자 경찰관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체

력적 우위를 통해 남성성을 젠더 위계에 배치하는 실천이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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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서의 경찰 직무를 기대하며 실제 근무 부서 또한 전직 경찰관이

었던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편한 곳을 선택했던 그는 자신의 의견을 ‘공

공의 이익’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있었다. 

적합해요. 적합한데, 이제 남자 경찰관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고 저는 생각해요. ... 여자 경찰관들이 하면은 이제 현장 일을 하기

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신체적

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어차피 또 같은 돈 주고 뽑아야 

된다면은 공, 공공의 이익을,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사례 18)

신체적 능력은 조직의 성별직무분리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앞서 <표 7>에서 남성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성적 매력·신체적 힘의 중

요성을 거부하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

식은 모순적이다. 직무가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성별직무분리의 새로운 

양상이자 여전히 유지되는 조직의 젠더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어 수사 

업무능력과 신체적 능력의 연관성을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해 사례 18은 

체력을 업무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직결시키기보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사안일 뿐이라는 다소 상반된 대답을 했다. 실상 체력은 백수에게도 중

요한 요인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결국 스스로도 신체적 힘이 직무에 있

어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력은 어느 직무에든 중요한 사안이죠. 백수여도 체력은 중요하

거든요. (딱 경찰 직무가 아니고 그냥 건강한.) 예예. 그냥 사람의 삶

을. (생활건강. 그럼 멘탈 이런 거 관리.) 그렇죠. (사례 18)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의 강제력 사용 정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검증하

고자 했던 한 연구에서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육체적·언어적 강제력 사

용에서 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기도 했다(Paoline & 

Terrill, 2004).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용의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완력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남성 용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완

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경향만이 확인되었다. 직무의 효과성에 있어서 완

력 사용의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앞서 유능한 여성 동료 경찰과 선배 경찰관에 대해 이야기했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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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경찰관 사례 23은 지금의 경찰 조직에서 소수자인 여성들이 “움츠

리고 있다”고 표현하며 조직의 여경확대정책에 동의하고 변화가 필요하

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성별직무분리의 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가 동의하는 것은 여성의 수적 성장이었을 뿐, 성별직무분리를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젠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보직 배치에 있어 차별은 없으며 그저 관리자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뿐이라는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약 2년여의 기간 이후 경찰서 내근직 자리에 지원하여 현재 수사과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그는 지금의 근무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지만, 실

제 여성 인터뷰이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들에게 경찰서 내근직 자리의 배

치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다. ‘여경 자리’라고도 표현되는 성별직무분

리의 현실은 여성 경찰에게 제한된 자리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례 23

의 현 근무부서는 여성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관리자들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 오히려 내근

이 안 맞아서 나가는 분들도 많대요 남자들 중에. 반대로 저처럼 외

근을 하다가 내근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4초) 그냥 선택 아닌

가요 선택 자기선택? 네 선택인 거 같은데. 음 (사례 23)

동등한 개인을 상정하고 그 역량에 따른 경쟁만이 공정이 되는 신자유

주의 시대 청년들의 인식은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소거한 개인화된 공정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인식은 경찰교

육기관에 있는 청년 경찰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청년 

남성들이 보이는 반-페미니즘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교육기관

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 6은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 교육생들이 성평등 부분에서 꽤 큰 저항감을 보인다며 고충을 토로

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일베 같은 태도를 보이며 우리 사회가 

이미 충분히 성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성평등 강의에 반발감

을 보였다. 사회적인 위치와 그 상이한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몰이해

는 남성 역차별 서사를 구성하고 젠더를 둘러싼 갈등을 만들기도 하나, 

무엇보다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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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많이- 공격적으로 합니다 ... 사회에서- 여

성이 소수인 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여요. 숫자가 똑같아 보여서 

약자이고 소수이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위치되어

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줘도.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뭐 이러면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죠... 딱 일베- 같은. (사례 6)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신

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단

계에서 피의자는 여권이 신장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막연

한 생각에 해당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101) 역차별 

담론에서 전형적인 이러한 의식구조는 위험이 유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새

로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협상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청년세대의 

불안이 왜곡되어 여성에게 표출된 결과였다.  스펙 쌓기 무한경쟁을 토

양 삼아 생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 남성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와 젠더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더 이

상 여성이 약자가 아니라는 이 환상은 1990년대 김대중 정부 이후 여성

정책의 제도화와 여성 교육수준 향상, 고용수준 등 눈에 보이는 거시지

표들에서 성별 격차가 완화되면서 강화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정인

경, 2016). 

한편 청년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성평등 정책이 확장되는 국가적 흐름에 따라 조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이 행정적으로 중요한 모토이자 실천으로서 도입되었다. 사례 22는 성인

지 감수성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특수한 언어로, 그저 ‘안하면 큰일나는’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 공기 자체가 달

라지기 위해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조직의 강고한 

젠더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에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페미니즘을 

‘이상한 거’로 치부하는 개인들의 모습, 남성 지배적인 조직에서 구성된 

젠더화된 문화는 그 변화를 막는 장벽으로 기능한다(Poggio, 2000).

약간 여청계-처럼 특수-화되어 있어 그 주제가.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그냥 엄청 특수한 언어인거야... 그 개념 자체

101) 중앙일보. 2018.6.28. “녹색당 신지예 벽보 20곳 훼손범 검거... “여권 신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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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는 그거 우리가 공기처럼 받아들여야 돼- 약간 이런 말인데, 

절대 공기가 아니라 그냥 그 자 우리 지금부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걸 한 번 해봅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우리가 안하면 큰일나

요 약간 약간 이렇게 ... 그래서 진짜 페미니즘-이라는 걸 너무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너무 그 막 약간 너무 이상한 거 (사례 22)

사례 22는 경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했으나 실제 

그 구성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며, 이

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성차별적 조직의 ‘공기’ 자체가 바뀌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말했다. 성 주류화는 정책 시행의 주체인 공무원이 실상 성별

화된 행위자라는 사실 때문에 해당 정책이 몰성적 혹은 남성중심적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적 긴장을 내포한다(Verloo & Roggeband, 

2006:618). 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가부장적 구조 아래에

서 젠더 질서를 체화하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평등이 재생산되

는 바로 그 국가 구조의 일부라는 것이다.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에 도전

하지 못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비어있는 기표”(Lombardo & Meier, 

2006; 마경희, 2007에서 재인용)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능력주의와 여성됨 사이에서의 혼란

젠더 권력에 대한 비판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능력주의를 

수용하고 능력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인식은 청년 여성들에게서도 나

타났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화는 여성들에게 능력 있는 여성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추동했다. SNS ‘야망보지 프로젝트’102)가 보여주

듯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가 접합한 이 같은 환상 속에서 여성들은 능력

주의를 지지하고, 개인의 노력과 경제적 성취를 통해 주체화를 꿈꿨다. 

2017년에 경찰에 입직한 사례 9는 경찰 조직에서 그나마 자신의 능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이 

존재하는 사기업은 “어나더 클래스”라고 평가하면서,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사례 9는 일정한 공정성을 

확보한 공무원 조직이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경찰 조직을 

바라보며 경찰이 되었다. 여자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2) 여성신문. 2019.10.25. “롤모델 없는 90년생 여성들, ‘야망’ 드러내다”. 이하나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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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인 사례 13의 아버지는 딸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함부로 무

시하지는 못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13은 이런 아버지의 바람에 더해 어릴 때부터 바바리맨을 많이 마주치

면서 이런 일을 단지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경찰이 되었고, 자신이 체력이 좋으니 

경찰 직무 또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제가 항상 키가 컸고, 또 체격이 또 좋고, 운동도- 좀 자신이 있어

서 아 그쪽으로 해도 제가 좀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사례 13) 

능력주의를 신뢰하는 청년 여성들에게 조직에서 마주한 스스로의 여성

됨은 혼란으로 다가왔다. 직업으로서 경찰을 고려하기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찰대학에 진학했지만 막상 근무 현장에서 힘들었던 경험 때

문에 조직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사례 22의 모습은 이를 뒷받침한다. 

근무 3년차 여성 경찰관인 사례 27는 능력주의를 수용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그는 조직의 남성중심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

다. 클럽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남성과 함께 모텔에 간 이후 그 남성

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한 여성 시민의 신고가 있었던 당시, 동료 남성 

경찰관들은 모두 애초 그 여성이 가슴을 만진 남성과 모텔에 간 행위 자

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의 이해를 보였다. 사례 27은 가슴을 만진 것

과 모텔에 간 것,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휴대폰이 사라질 것에 대한 예

상이 별개의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막상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모든 것

들을 연결 지어 ‘왜 따라가냐’며 해당 여성을 비난하는 말에 자신도 모

르게 동조할 뻔 했다고 고백했다. 법 집행의 행위자인 경찰관들의 젠더 

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남성중심적 사고는 여성됨의 문제를 인지하기 시

작한 여성 경찰관에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처음엔 핸드폰 가져간 것만 적다가 아 이거는 진술서 다시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강제추행도 했어요 ... 다들 막 아니 처음에 가슴 만

졌는데 모텔을 왜 따라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아 그런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럴 거라고 믿

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자리에서는 다 그렇게들 말 하

니까 (사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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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직무분리의 양상 변화와 지속

1) ‘좋은 자리’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과 여성의 주변화 

여경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유리벽은 지금까지

도 존재하나, 여경을 배제하는 ‘잘나가는’ 부서의 기준은 이전과 달리 변

화했다. 진급이 잘 되는 부서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는 이전과 마찬가지

였기 때문에 변한 것이 없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더 많은 

수당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하는지의 여부였다. 승진에 영향을 주는 

요직,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직에서 여성 배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한편 경찰이라면 으레 한번쯤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사 부서, 그 중에서

도 형사과의 경우 이전에는 여성의 진입이 제약되어 있었으나 근무가 힘

들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선호 보직 우선순위로부터 밀려났다. 이는 여성

들에게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몇 번의 지원 끝

에 어렵사리 원했던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 3은 형사과 자체가 

기피되다보니 이제는 여경들을 좀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과는 승

진에 가까운 요직은 아니지만 야간근무와 당직이 있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라도 있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유입 이후 

점차 인기가 시들해졌고 이것이 여성들도 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구조로 작동한 것이다. 해당 보직이 기피되자 비로소 여성의 진입이 

허용된 것은 여전히 유지되는 조직의 여성 배제를 보여준다.  

좋은 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체력이라는 기준 또한 여성을 배제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었다. 지구대는 체력이 강해야만 갈 수 있는 보직이라

기보다, 순찰근무 덕분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선호되는 보직임

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모습은 경찰 외에 군대와 같이 젠더화

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나 육체적 적합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Sasson-Levy & Amram-Katz, 2007). 신체

적 능력을 여성이 통과해야 하는 절대적 관문으로서 전제하고, 사회적으

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자연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조직에 부적합한 대상으로

서 평가하는 것을 넘어, 평가 이전에 고용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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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미국 지방정부 경찰국의 여성경찰관 채용 과정에 적극적 조치가 도

입되었을 당시, 여성 지원자들을 선별하고 배제하기 위해 체력시험이 활

용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Sass & Troyer, 1999). 

범죄 진압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경

찰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경찰력의 확충은 청년 경찰의 등장과 동시

에 여성 경찰의 증가를 가져왔다. 다만 성별화된 직무기대와 함께 이루

어진 여경 확대는 조직의 남성중심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치안 현장

에서는 가해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작동했다. 전자

는 경찰 본연의 업무, 후자는 여경이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로서 분리되

는 가운데 그 둘 간의 위계가 설정되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이비현, 

2019). 특히 2000년대 이래 피해자보호가 여성화된 업무로 자리한 성별

직무분리 가운데, 2010년대에 이르러 불거진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

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경찰 조직은 여성 피해자와 관

련된 업무를 더더욱 여성 경찰의 몫으로 두는 모습으로 대처했다. 이는 

한편으로 여경확대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경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제한적 영역에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여경의 

조직 내 위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

해자보호 업무가 경찰로서 전문성과 훈련을 요하는 업무로 재평가되기보

다, 여성 경찰관의 충원과 확대 배치라는 처방만이 이루어졌다. 

여성 피해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여성 경찰관이 동원되는 성별직무분

리 관행에 대해, 청년 남성 경찰관 사례 23은 차별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성 경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은 우

선적으로 여성 경찰관의 몫으로만 전제되고 있었다. 실제 그가 만났던 

범죄피해자 가운데 명시적으로 여성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 있었는지를 묻자, 그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성대상범죄에 있어가지고 진짜 같은 그니까 동성, 동성 경찰관

인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대상범죄인데 물론 남자 경찰

관들도 이해해줄 수 있고 이해하고 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

겠지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동성이면은 .. 같은 여성이 나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뭐 심리상담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얘기 들어주고 그

러면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을 얻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사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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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경이 필요하니 한 명씩 있는 모습과, 여경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나 현장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모습은 성별직무분리라는 동전의 양

면과 같다. 사례 11은 현재 여성청소년계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팀, 그 

가운데 오직 2명인 여성경찰관 중 한 명이었다. 해당 보직이 여성경찰관

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도 최대 두 자리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묻자, 

조직이 여경을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 여성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one woman is enough) 직무 관

행 가운데 여성은 예외적인 기회, 한 명분의 자리만을 허락받을 뿐이다

(Husu, 2000:224). 남성 경찰관과 달리 여성 경찰관은 마치 반쪽짜리 

마냥 취급받고 있었, 사례 11은 지구대 근무경험을 이야기하며 본인은 

현장에서도 잘 할 수 있었지만 주변 인식이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필요한 거라고는 인정은 하시는

데 여경이 필요한 게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필

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여경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한다. 그런데 여자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여자를 대할 때만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

각할 때는. (사례 11)

물론 젠더 폭력 등에 의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여성 경찰에 대한 필요

가 부정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역량이 손쉽게 여성이라는 

성별 그 자체로 이야기되는 한편 여성 경찰의 자리가 정박되는 것은 문

제적이다. 여성화된 업무는 해당 업무의 가치절하를 내포하기 때문에 여

성 경찰관에게도 환영받지 않는 업무가 된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10는, 서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했던 업무 교육 경험 중 피해자 보호의 가치와 필

요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한 순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갓 순경으로 입

직해서 팀에서 막내로서 해결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아 바빴던 그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에 공감하는 일은 그에게 직무와 별개로 신경 써야 

하는 ‘부담’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직업 정체성이 옅어지면서 경찰이 소

명보다는 직업이 되고, 사회적 위치가 지워지고 동등한 개인의 모습이 

상정되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경험은 보호, 이해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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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해야 하는 하나의 업무가 된 것이다. 피해자보호 업무가 젠더 함

의를 내재한 채 인식되는 그 이면에, 여성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공권력이 보호해야 하는 어떤 가치보다는 업무적

으로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서 인식되었다. 

이런 교육을 왜 해야 하냐, 내가 왜- 수사하기도 바쁜데, 피해자를 

내가 왜 보호하고 이해해야 돼? 라는 그런 걸 쓰신 분이 계신 거예

요. 너무 적대적으로 쓰셨더라고요. ... 여경분이신데, 이제 갓 순경

인데 ... 제일 막내일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사 담당하는 

그게, 사건들이. 그거 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피해자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그게 (사례 10)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은 실상 그 

부가적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역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

을 내포한다. 경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4년차 사례 17은 수사 경력이 없

음에도 당직 중 여성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 

보호 등 성범죄 피해자 수사 관련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당시 피해자 조서의 대략적인 포맷만을 보며 조사를 끝냈다고 말 했다.

근데 그렇게 받아야 서도 성범죄 피해자 분은 꼭 여경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도 당직때 한 번 받았었거든요. 여경이 해야 한다고 

해서... 성범죄 들어가야 할 문구들은 아니까 그것 최대한 넣어가지

고. 미흡하지만. (웃음) (사례 17)

   

경찰직에서 저평가 되어 왔던 여성성은 공동체치안 모델의 도입과 함

께 치안활동에서 시민과의 관계, 서비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부드러운

(soft) 치안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면화 되어 활용되었다(Miller, 1999). 

중요한 점은, Silvestri(2007:53)가 지적했듯 조직 전체가 소통의 방식과 

새로운 치안 스타일을 함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여성

성에 기댄 변화의 양태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직 자체의 변화가 수반

되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이루어진 민주화, 공동체 치안의 프레임은 한계

를 안고 있었다(Marks & Fleming, 2004:800). 이는 특정 업무를 성별

화 하는 조직의 구조적 논리가 결과적으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훼손하

고, 법 집행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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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페미니즘이 추동하는 여성들의 직무 회피

경찰이 조직 내 성비 구성의 변화와 성별분리 채용 제도의 폐지가 추

진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의 직무 역량을 평가절하 하는 담론이 고개를 

들었다. 출동 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비판의 양상, 주목의 대상은 달랐

다.103) 성별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른 여성 경찰은 ‘대림동 여경’ 뿐만이 

아니었고, 2017년에는 근무 중 핫도그를 사먹는 여경에게 근무 태만을 

문제 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104) 여경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여성 

경찰관은 더욱 더 차이로서 가시화되었고, 성별에 따른 비난 또한 심화

되었다. 경찰로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비난받았던 사건들을 기억

하며 인터뷰이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여성의 능력을 저평가하

는 시선은 여성을 불완전한 경찰관으로서 위치시켰고, 이는 개인이 자기 

성취를 이루어내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데 여경이라서- 더-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

럼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안조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번에 핫도그 사먹는데도 그거 찍어서 올렸잖아요- 핫도그 사먹는 여

경이라고. 그니까 여경-이어서 더- 사람들이 욕을 더 하고 비난하고. 

여경이니까 저런 거야 남경들은 안 그러는데 (사례 10)

이슈가 되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에서 대중의 초점이 과도하게 여성 

경찰관에 맞춰졌던 것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사례　30은,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

다. 주취자가 갑자기 맥주병을 들자, 시선은 출동 경찰관 중 유일한 여

103) 한 예로 ‘암사역 칼부림 사건’과 ‘대림동 여경 사건’을 비교할 수 있다. 2019년 초, 

암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제대로 조준하지 못해 

제압에 실패했다. 해당 사건은 ‘암사역 칼부림 사건’으로 명명되어 경찰의 미흡한 대

처와 직무 역량이 논란이 되었다. 반면 동년 5월 대림동에서는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주취자에 의해 폭행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경

찰의 직무 역량이 아닌 출동 경찰관의 ‘여성됨’에 초점이 맞춰지며 논란이 일었다. 남

성 시민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채운 여성 경찰관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나아가 여

성 경찰 전체에 대한 무용론으로 번졌다.

104) 동아닷컴. 2017.12.8.  ““근무 중 핫도그 사 먹은 여경, 민원 제기”... 황당 민원? 

근무 태만?”.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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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었던 자신에게 일제히 쏠렸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민들의 시

선 앞에서 사례 25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제압 과정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는 온라인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공유되는 

여경무용론이 물리력과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경찰관을 무능한 

경찰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성별화된 기대와 주목 

가운데 사례　30은 그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일

부러 소리를 지르는 등 직무에 있어 필요한 범위 이상의 “쇼잉”을 했다. 

그는 무능하지 않은 경찰관으로 평가받기 위해 시민들이 기대한 것과 같

은 제압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당시의 출동 현장은 지나친 물리력을 쓰지 

않고도 대처 가능한 상황이었고, 직무 범위 이상의 불필요한 행동은 실

상 “핵오바”일 뿐이었다. 하지만 여성 경찰관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에게 기대되는 대응의 모습은 불필요한 제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제히 나를 다 보는 거야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 ... 진짜 엄청 당황했어 엄청 당황했어요 ... 그때 이제 

좀 수갑 채우는데 약간 버벅대가지고 그거 좀 도와주고, 일부러 좀 

쇼잉을 해야 될 거 같은 거야 응 다 보니까. 그때 막 엄청 소리 소

리 지르고. 핵오바 (웃음) (사례 25)

그런데 이 같은 시선은 오롯이 조직 외부에만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 능력에 집착하며 여성 경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온라인상의 담

론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또한 여

성의 위치를 구성한다(Poggio, 2000). 실제 청년 남성 경찰관들에게서도 

여성 경찰의 자질을 의심하는 직무 관행과 성별에 따른 평가 기제는 마

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7의 경우, 자신

의 근무지 근처에 이른 시간부터 영업을 하는 카페는 스타벅스뿐이었지

만 근무복을 입은 채 그 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는 스타벅

스 커피를 든 여성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2000년대 초반의 ‘김

치녀’ 담론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사진이 찍혀 그런 식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그의 행동을 제약했다. 그런데 그가 동료 남성 경찰관에

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답으로 돌아온 것은 이러한 비난에 

대한 동조였다. 반-페미니즘 정서를 가진 사회 일각의 청년 남성과 사

례 27이 이야기한 청년 남성 경찰관의 시선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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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일찍 여는 커피집이 스타벅스 밖에 없는데 약간 제복입고 

가기가 괜히 또 진짜 사진 찍히면은 진짜 욕할 놈들은 욕하니까. 스

타벅스 밖에 없는데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니까. 거의 9시 넘어야 

열잖아요 근데 원래 첫타임에 커피를 먹는데 (3초) 그래서 제가 그

거 같이 탄 순경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약간 제복입고 스벅 오면

은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김치녀라고 욕할 거 같다고 그랬더니 맞

긴 맞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그니까 농담으로 저거 김

치녀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례 27)

‘대림동 여경 사건’ 직후 여성 경찰관에 대한 담론이 거세게 일던 당시

에도 여성 경찰들은 근무 현장에서 시민들과 동료 경찰로부터 자신의 신

체적 힘과 직무 역량을 의심하는 시선을 동시에 느꼈다. 경찰 직무를 남

성의 일로 상정하고 신체적 힘을 직무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모

습은 실제 여성 경찰관들에게 이중의 감시 효과를 낳았다. 사례 25의 경

우, 지구대에서 자원근무 형태로 다른 팀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당

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시민에게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자 “이것도 경

찰이에요?”라는 말에 당황했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출동해있었지만, 그에게는 ‘저 여경 어떻게 하나 보자’

는 남성 경찰관들의 반응 또한 일반 대중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 인적사항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딱 보더니 이것도 경찰이에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 다른 지구대

였어서 그런지, 다른 팀이었어서 그런지 그때도 오히려 직원들이 나

를 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시선이 오는 거예요 아 얘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약간 막 이런. 저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여

경 어떻게 하나 보자 (사례 25)

이러한 가운데 초점이 된 여경들이 현장 근무 및 외근 보직에 대해 두

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일견 당연하다. 사례 25에게 현장에서 온전한 

경찰관으로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은 자신의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 

곧 “현타”로 이어졌고, 근무 3년차 여성 경찰관인 사례 10은 현장에서 

직무에 임하면서 여경이기 때문에 듣는 욕과 ‘치안조무사’ 등과 같은 비

난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성중심적 직무 관행과 여성 

경찰의 역량을 저평가하는 담론이 맞물려 여성들에 미치는 감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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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이 평가받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무시당할 것에 대한 자발적인 우려와 직

무 회피로 이어지기도 했다(Ridgeway & Correll, 2004:518). 

Goldstein(1979)이 제시했던 공동체 치안을 비롯한 기존 연구들은 물

리력을 비롯한 남성적인 역할 모델이 경찰 업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크게 논란이 되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지역경찰관은 서울의 하루 평균 112 신고 중 60~70%에

서 물리력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105) 하지만 여전히 조직 내부의 

성별화된 평가 기제는 신체적 힘에 따라 여성을 불완전한 경찰관으로 간

주했고 직무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제했다. 여성 경찰을 부담으로 치부하

는 조직 내부의 인식은 온라인상에서 대두한 여경무용론과 함께 맞물려 

실제 여성들의 직무 기회를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기능한다.    

한편 현장 근무에 대한 불안함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만의 것

이 아니다. 아직 현장에 나오지 않은 교육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의 불안

이 관찰되었고 이는 실습지 선택, 향후 보직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교육생인 사례 13의 아버지는 딸이 무시당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

기를 바랐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된 그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배들은 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이 능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었고, 더군다나 

그가 마주한 여경무용론은 여성 경찰을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더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실습을 나오면서 ‘대림동 여경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편한 실습지를 선택했다. 일을 배우려

면 바쁜 곳에 가야하지만, “제2의 대림동 사건”에 대한 걱정이 뒤따랐다.

대림동. 그런 사건이 있을까봐 사실 편한 데로 왔어요. 다들- 같이 

붙은 동기, 여자 동기들이 그렇게 사건에, 사건의 중심이 될까봐- 실

습 나와서. (아 무슨 사건 당할까봐?) 네 바쁜 데 가면 그런 거 찍히

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가면은... 대림동 사건에 그런 약간 제 2

의 대림동 사건 이런 거 이런-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사례 13)

사례 14 또한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언론과 대중 여론을 지켜보면

105) 조선일보. 2019.5.20. “여성경찰이 취객 제압 못했다고... “여경 다 없애라”는 사람

들“. 곽래건·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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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의식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만약 자신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비난받았을 것이기에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반-페미니즘 정

서가 강하게 확산된 사회에서 여성 경찰을 향한 시선을 내면화한 여성들

은 스스로 현장 업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여성을 불완전한 경찰관으로 위치 

짓는 조직 안팎의 시선과 담론에 끼여 여성 경찰관들이 기꺼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대응한 결과, 여성 경찰이 편한 부서만을 찾아 간다는 

고정관념은 재생산되고 여성들의 외근 회피는 결국 직무분리의 강화로 

이어진다. 내외부의 감시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모습으로부터 강화되는  

조직의 성별직무분리 구조는 여성 경찰관이 놓인 모순적 현실이었다. 

현재 경찰은 조직 차원에서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효율적 집행을 담

보하기 위한 선결요소로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도입 방안

을 고민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19). 물리적 강제가 아닌 절차적 

정의가 조직의 중요한 지향이 되었고, 실제 「2019년 경찰 주요 업무계

획」에서 절차적 정의는 경찰 치안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 2019a). 권한 당국의 정당성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통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Tyler, 2003). 신체적 힘을 경찰

의 직무능력 평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여경폐지론 내지 무용론은 민주

적, 효율적 조직으로의 경찰 직무 변화 방향과는 정반대를 향한다. 

3) 새로운 여성 배제의 기제로서 ‘펜스룰’

경찰 조직 행위자들의 미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경찰의 남성중심적 하위문화를 지적해 왔다. 현재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80.5%는 경사 이하 계급에 분포되어 하위직 구성 비율이 높

다.  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공직에서는 여성과의 업무 경험이 부족할 

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원숙연, 2015). 근무 1

년차 남성 경찰관인 사례 19가 말한 “알게 모르게 보이는 뭔가”는 성별

분리가 나타나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었다. 개인들 간의 언

어 내지 행동의 차원에서 남성 지배의 위계는 구성되고 이는 여성 경찰

관의 주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Shelley et al, 2011:354). 여성을 배

제하고 ‘형 동생’으로 구성되는 남성들 간의 관계는 단순히 어울리는 것 

외에 직무와도 연결되어 조직에서 작동하는 젠더 질서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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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남자끼리 있을 때보다는 되게 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

도 알게 모르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례 19)

그런데 남성 네트워크는 경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위문화

였지만, 남녀간의 분리는 청년 세대 가운데 더욱 더 강화되었다. 여성들

을 배제하는 기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페미니즘이 부상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면서 2018년 한국사회

를 흔든 이른바 미투(MeToo) 운동 이후 실제 사회 전반에서 관찰된 

바, 성별을 식별하여 분리하는 ‘펜스룰’이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서 지적

되었고 조직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장이었다.106) 미투 운

동이  제기했던 성별 권력과 위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채 성별 간 분리의 강화로 이어져, ‘다른’ 존재로서의 여성됨의 위

치는 더욱 강고해졌다. 여성 경찰관인 사례 25는 이러한 가운데 소외된 

경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처음 경찰관으로서 지구대에 배치 받

았을 때 그는 스스로 이제 경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시작했지

만, 친해지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흔히 담배와 게임으로 이야기되는 남

성들만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25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남성 경찰관들끼리 떠났던 여행은 여성 경찰이 남성 집단과 분리된 

채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내가 소외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 지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그 남자들 이제 같이 

담배피고 게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부쩍 친해지고 ... 그 자기

들끼리 여행갔잖아 응 저한테 말도 안하고 ... 여행을 가기 전 날에 

그냥 통보 통보식으로 그냥 (사례 25)

페미니즘이 부상한 국면에서 변모한 여성 배제의 기제는 남성 중심의 

내부 상호작용 이외에 보직 배치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여성 경

찰관의 파출소 배치에 대해 ‘썸씽’이 날까봐 함께 근무하기가 꺼려진다

던 사례 20의 말 속에서도, 직무능력에 대한 고려 이전에 여성 경찰관은 

성별로 환원되고 있었다. 경찰관 개인이기 이전에 성별에 방점을 찍어 

106) 한겨레. 2018.4.9.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펜스룰’ 확산”.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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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선 또한 결국 경찰=남성을 정상화하

는 젠더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는 젠더 실천이기도 하다. 

단 둘이 근무하잖아요. 야간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둘 밖에 

없는데 남자끼리 있는 게 아니라 여경하고 있게 되면은, 걱정되지 

않을까... (썸씽이 날까봐?) 이게 근데. (웃음) 어, 제 의견을 객관적

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제 주위에 모두 그렇게 생각

을 하거든요. (사례 20) 

성별을 기준으로 성애화된 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인식은 경찰관으로

서 시민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직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

친다. 성애화된 존재로서 여성을 인식하고 언제든지 약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사으로 바라보는 펜스룰은 신체 접촉을 중심으로 지나친 분리

를 강화했다. 사례 19는 두 달에 한 번 남짓 폭행사건, 주취자 사건은 

주 1, 2회 밖에 없는 3급지 파출소에서 근무했었다. 여경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은 아직 없었으나, 여경과 2인1조로 출동했더라면 과연 주취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가 우려한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주취자와의 접촉이었다. 그는 주취자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질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그래도 여

잔데 힘들지 않을까”라며 걱정하고 있었다. 여성 경찰관을 동료 경찰관

으로 보기 이전에 여성으로 인식하고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이야기

하는 사례 19의 젠더 실천은 남성은 보호하고 여성은 보호받는 오랜 성

역할 구도(Runyan, 1990)를 반복한다. 결국 여경에게 문제가 일어날 것

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불안은 여성을 동료로서 ‘힘들 수 있는’ 존재

로 지목하며 자연스러운 직무배제의 논리로 활용된다. 

여경이랑 같이 가면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도 아닌데 혹시라도 터

치하게 되면 그러면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넘어

가기에는 여경도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아직 여경이랑 단

둘이 근무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걱정이... 아무래도 남자끼리 하는 

게 좀 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사례 19)

현장 근무에서 배제되는 여성 경찰관은 시민 여성을 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만 선별적으로 소환되고 있었다.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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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펜스룰은 법 집행 현장에서 치안 서비스의 제공자인 경찰관과 그 소

비자인 시민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우선적으로 식별되는 데에도 그 

역할을 했다. 여성 시민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오로지 여성 경찰의 몫이 

되고 있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7은 자신이 만났던 시민들 가

운데 경찰관에게 왜 자신을 만지냐고 하는 여성은 보지 못했지만 실제 

남성 동료들이 신체적인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

해를 고발하고 사회에 만연한 성별권력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여성

들의 말하기는 남성 경찰들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

로만 해석되고 있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8은 심지어 여성 피

해자가 있을 경우 남자 경찰관은 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택시기사 분들이 지구대로 많이 오세요 그니까 손님 태우고. 안 

일어난다고 ... 볼 일 보다가도 내려가서 깨워야 돼요. 근데 그 여자 

뭐 치마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정하게 옷 입고 그냥 이러고

만 있는데. 깨우면 되는데 (아예 몸을) 아예 몸을 아예 터치를 안 해

요 몸 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어 여성 피해자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경찰관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해요 (사례 28)

가해자로 몰릴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이 발현된 이 대응의 방식은 

여성을 내부고발자로 이해하는 시선과도 멀리 있지 않다. 2018년의 미

투 운동 이후, 여성들을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로 보는 인식이 강

화되었고 경찰 조직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근무 7년차  경찰관인 사례 

7은 조직에서 자신이 본 청년세대 남성 경찰들이, 실제 여성 경찰관과 

일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했다. 여성 경찰관과의 근무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성격

이 예민한지를 묻는 모습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던 미투 운동에 대해 

괜한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폭로하는 사람들로 폄하하던 시선과도 

다르지 않았다. 여성은 조직에서 동료 경찰관이기보다 내부고발자로 이

해되었다. 자신이 말실수를 해서 역효과가 날 것을 걱정해 여직원들에게

만큼은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존댓말을 하는 근무 1년차 남성 경

찰 사례 19 또한 여성이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었다. 

자기네가 여경을 당해보면 얼마나 당해봤겠어요 들어온 지 일 년

밖에 안됐는데- 근데도 여경 여경 여경 이래요 너무 웃긴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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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평판을 물어볼 때 일 잘하냐? 쌈빡하냐 그 깔끔하게 일 처리

하는 센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냐? 그냥 기준이 그거예

요 성격이 무난하냐? 안 예민하냐 (사례 7) 

이러한 펜스룰은 비단 청년 남성 경찰관에게서만 보이는 모습은 아니

었으며, 세대를 불문하고 남성 경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기

도 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 개개인은 남성 경찰관들과 동료 관계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대해지기보다는, 휘말리면 안 되는 잠재적 피해자 혹

은 고발자가 되었다. 당초 미투 운동이 제기했던 젠더 권력의 문제는 

‘여경 문제’로 의미화 되었고, 성별에 따른 구분은 여성 경찰관의 조직 

내 배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기능했다. 관계를 재구성하기보다 관계 

맺기 자체를 회피하는 이러한 대응은 더 심각하게 여성을 주변화하고 있

었다. 사례 27은 성희롱 의도가 있는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 

혹은 자신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몸이 스친 경우에까지 남성 경

찰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끼리의 수군거림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자 경찰관은 ‘절대 안 건드리

는’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대상이 되었고, 이런 상황

은 직무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그냥 진짜 서로 좋아서 잘 지낸 게 아니라- 아 약간 서로 똥 

튀기기 싫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서로 약간- 위험발언 자제하고- 근

데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뒤에 가가지고 얘기하

고- ... 다- 생각하고 다 뒤에서 욕하고 있었구나 진짜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나쁜 말 안하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웃음) 약간 펜스룰 비슷한 거 같애요. (사례 15)

사례 15는 교육기관에서 남녀 교육생이 서로 큰 갈등 없이 완만하게 

지내왔으나 그것이 단순히 서로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러한 상황을 펜스룰로 이야기 했다. “서로 똥 튀기기 싫으

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했을 뿐 실상 남자 교육생들은 자신들끼리 

뒷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경채용시험 합격생들이 교육을 받

는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채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이 이

루어지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의 평가가 있었다. 2018년도에 교육기관

을 졸업한 사례 25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지만 남성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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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끼리 여성들을 욕하고, 여성 교육생들끼리 남성들을 욕하는 식의 분위

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갈등 

발생은 회피되는 가운데 성별에 따른 분리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딱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서로 

걔네는 여자 씹고 우리는 남자 씹고 이런 (사례 25)

다만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해진 청년 세대 일부에서

는 일상에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감수성이 존재하기도 했다. 남성 중

심 온라인 공간에서 ‘펜스룰’이 남성의 자구책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김수아, 2018), 페미니즘의 부상과 미투 운동을 강하게 의식한 청년 남

성 경찰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일종의 기준, 

“아차” 싶은 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례 13의 이야기는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담보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문

제가 되는 지점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 남성 경찰관들의 모습에서 긍정적

인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저한테 야 □□야 그래도 니가 소고기 사 달라 하면 우리가, 남자

인 우리가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먹히 먹힐 거야 이런 식으로 얘

기를 했는데 순간 아무도 거기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가 아차 싶었던 거에요... 바-로 사과를 했어요 (사례 13) 

4. 소결

청년 취업난이 만성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경쟁이 일상화된 신자유주

의 시대에 경찰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일자리였고, 동시에 경찰 

조직이 인력 충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경

쟁하며 조직으로 유입되었다. 청년들이 이해하는 경찰 직무는 어떠한 모

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여성 경찰의 조직 내 위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첫째,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경찰 조

직에 진입한 많은 청년들은 경찰직에 대한 소명을 갖기보다 공무원 일자

리의 안정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좇는 생존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경찰관

이 된 청년들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 및 수당과의 연관 혹은 ‘워



- 88 -

라밸’에 대한 지향에 따라 ‘좋은 자리’를 이해하며 조직 내부에서도 경쟁

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만 청년들이 모두 동일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

지고 균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며, ‘좋은 자리’와 조직에 대한 

이해는 청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경찰이 된 청년 남성들은 더 이상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전형을 

추구하지 않고 기성세대에서 보이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위계 문화를 거

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성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새로

운 인식은 여성을 차이로만 재현하던 이전과 달라 여성들에게 이전보다 

직무 기회가 확장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공정성에 대한 청년

들의 독특한 인식이 개입함에 따라 몰성적인 이해로 이어졌다. 특히 선

호 보직의 기준은 달라졌지만 청년 남성 경찰들이 여전히 신체적 능력을 

직무 능력의 기준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는 지속되

었다. 청년 경찰의 이러한 몰이해는 페미니즘과 불화했고, 남성중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은 일각의 ‘이퀄리즘’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를 수용한 여성 경찰

관들은 경찰의 남성중심적 직무 관행가운데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셋째, 청년 경찰들이 실천하는 젠더는 기왕의 경찰 조직에 배치된 젠

더 관계를 강화했다. 성별직무분리의 구체적인 양상은 변화했으나 여성

에 대한 직무 배제는 지속되었고,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피해자보호는 여

전히 성별화된 직무로 이해되고 있었다. 대중과 남성 경찰은 여경무용론

이 호도하는 신체적 능력이라는 직무 능력 기준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

고, 이는 여성 경찰관에 대한 이중의 감시 효과와 현장 근무에 대한 자

발적인 직무 회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여성들의 말하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성별 간 분리를 강

화하는 ‘펜스룰’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여성 배제의 기제로 등장했다. 이

는 여성 경찰들의 조직 내 고립을 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시민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의 강화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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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년 여성들의 경찰되기와 젠더화된 조직의  

균열

한편으로는 여성 경찰에게 남성중심적 직무수행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며 그 기준의 공정함을 주장하는 조직 안팎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경찰의 직무 역할을 대여성 업무로만 할당하는 관

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어떻게 여성됨과 경찰관을 공존 가능한 

기획으로 만들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워라밸’과 ‘펜스룰’로 인해 직무 

접근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여성 경찰관들이 조직 관행에 어떠한 방식으

로 대응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변화의 가능성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 수용과 같음의 평등 전략

1)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의 축소와 회피 

여성 인터뷰이들 중 많은 이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직

업에 대해 공무원에 방점을 찍어 이해하고 있었다. 법 집행 행위자로서

의 직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으나 소명보다는 직장으로서 조

직을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그저 공직

으로 생각했다던 사례 22,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정성을 동시

에 고려하여 경찰을 선택한 사례 24, 경찰이 되고 싶은 마음이 ‘플러스’

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례 26은 생존주의를 수용하고 취업시장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선택한 청년 여성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 

경찰교육기관 또한 청년들에게 경찰관이기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식을 가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 28은 임용 전 교육기관의 

교수님들로부터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

기했다. 그에 따르면 교수님은 사례 28과 같은 지금의 세대가 옛날과 달

리 ‘진짜 그냥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가는 생각만큼 그렇게 경

찰관에게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지 않으니 현장에서 절대 다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관으로서의 의식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이해,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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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간 청년 여성 경

찰관들에게 직무에 대해 충분히 헌신하고 몰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 2017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이 

되고 싶어 경찰대에 진학한 학생들(42.7%)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107)

직업에 대한 진정성이 낮은 청년 여성들의 경우, 조직의 남성중심적 

직무 관행에 대한 대응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

해 그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형사과 근무가 재미있겠다

는 생각을 가졌던 사례 26은 해당 부서에서 여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해당 부서에서의 근무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 

직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직무 기회에 대한 실

망감 또한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시절부터 여자는 형사과와 같

은 부서에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실습 기간 동안에도 경찰

서의 현실을 확인한 그는, 큰 기대 없는 조직의 성별직무분리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수용했다. 특정 부서에 대한 여성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분리를 유지시키는 힘은 암묵

적인 관행이자 오래된 규칙이었다. 이 같이 자연화된 젠더 질서는 조직

에서 여성 경찰들에게 문제의식을 축소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럴 거 같긴 했어 그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가끔 얘

기 들리는 거랑, 보면은 그리고 실습을 나가잖아 실습 나가서 보면

은 형사과 이런 데는 어차피 여경 하나도 없고. 그럴 거 같-기는 해

가지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망-도 안했어. 그냥 그

런 것 같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3초) 그냥 포기했어 (사례 26)

근무 2년차인 사례 24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젠더 불평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 경찰관이었지만, 그 또한 조직의 변화

에 대해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덧붙여 지금은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거나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여성에게, 현실적으로 조직의 변화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문제의식을 축소시키는 조건으로 기능했다. 덧붙여 사례 24는 

추후 스스로 느끼는 보람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

107) 머니투데이. 2018.2.21. “경찰대생 63% “병역 혜택 없으면, 경찰대 안왔다””. 최민

지 기자. 같은 조사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를 면제받는 혜택이 없었다면 경찰대

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라 답한 비율은 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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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말했다. 

아직은 막 조직 자체에 회의가 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3초) 

뭐 적성에 안 맞고 이런 거는 아직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

각하거든? ... 근데 아무래도 한 몇 년 정도 더 일해봤을 때 내가 느

끼는 보람-이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옮길-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 (사례 24)

Miller & Wheeler(1992)에 따르면 대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조직에

서 더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데, 낮은 직무 만족도는 이직에 있어 유의미

한 변인으로 작동하며 특히 스스로 업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조직 내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여성들은 더 높은 확률로 이직을 선택

했다. 사례 24는 현재 신임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해나가기

에 바쁘다며 당장의 결정은 유보했으나 여전히 이직을 가용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했다. 또한 그는 꾸준히 업무 외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

고 말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하기 위한 하

나의 방책임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설명되었다. 

개인적으로 무엇이 됐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며, 현실에 매몰되

지 않고 싶다고 말한 사례 24의 모습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 또한 계

급화 되어 나타난다는 김홍중(2018)의 분석과 부합했다. 생존주의 레짐

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이직은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

나, 같은 조직 내에서도 “누군가는 더 꿈꾸고 누군가는 덜 꿈꾼다”(38).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 중 하나는 입직경로였다. 경찰대학 출

신의 경찰관 전부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공개 혹은 경

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입직한 인터뷰이들 모두가 향후 조직을 떠나는 

선택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경찰대학을 졸업한 여성들 

중 일부는 ‘여차하면’ 조직을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

다는 데에서 입직경로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조직 내에서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이 축소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

보고 있었으나, 별다른 기대 없이 조직에 남기보다 또 다른 삶의 경로를 

계획하려는 여성 경찰관 사례 24의 모습은 청년 여성 내부의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조직에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여성들의 경우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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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회피하고자 했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은 페미니즘에 대

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페미니즘을 멀리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나

기도 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2는 현재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

을 수 없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페미니

즘이 막 확산되고 있던 2010년대 중반에는 페미니즘에 대해 일부러 거

리를 두려 했었다고 고백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경찰교

육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아 페미니즘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미니스트 여성이 경찰 조직 

내 차별에 대응하는 양상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억압에 대

해 높아진 감수성을 통해 차별을 맥락화 할 역량을 가지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또한 느끼고 있었다(Watson et al, 2018:307). 

사례 22의 모습처럼 문제의식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기를 선택

하는 대응 방식은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나타났다. 페미니즘이 많은 여성

들 가운데 확산되었으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서 또한 거센 상황에서,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여성 한 명만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교

육생인 사례 13은 메갈이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것에 내

심 지지하면서도, 거리낌없이 그를 표명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

다고 말했다. 자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 공인으로서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젠더를 둘러싼 격전이 활발한 한국사회의 모습

과 동시에 남성중심적인 조직의 환경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하는 것조차 자제할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모습 또한 보여준다. 

사실 내심 조금은 지지하는데도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

지 않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뭔가 선뜻 이렇게 의견을 먼저 

내기가 조금 힘들죠. 이제-는 또 공인-아닌 공인이고 제 제가 이렇

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치우쳤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

심스러운 거 같아요. (사례 13) 

남성 동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육생 사례 14 또한 페

미니즘 의제에 공감하면서도 스스로를 검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

가 대부분인 환경 속에서 소수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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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에게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경찰교육기관에

서 소수인 여성 교육생은 Kanter(1977:221)가 설명한 토큰 여성들의 

전략 곧 스스로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방식(fear of visibility)으로 행동

하고 있었다. 여성들 내부적으로도 개인화되어있어, 위계질서가 있는 교

육기관 속에서 여자 선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

은 아니었다. 순경 계급 교육기관에서의 여성 교육생들의 경우 마찬가지

로 많은 남성 교육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용 인원이 많아 이러한 제약을 덜 경험한 것으로 보였다. 경위 계급 

교육기관에서의 젠더 질서는 조용하게 재생산 되면서 조직의 변화를 더

욱 더디게 만들고 있었다. 

페미니즘 관련해서- 얘기를 저는 음 선배랑은 그런 얘기 해본 적

이 없고. 그냥 동기랑 얘기하면서 그니까 페미니즘 그런 바람이 많

이 부는데- 우리 학교에는 좀 많이 늦는 거 같다 ...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공

감을 하지만- 워낙- 학교에 다 남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이제 확 눈에 띄고 (사례 14)

2) 변형에 대한 회의와 불완전한 경찰로서의 여성됨 수용 

  (1) 성별화된 직무 관행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저하

자신이 불완전한 ‘여성’ 경찰관으로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강고함을 느낀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의 젠더 질서를 수용함으로써 그에 적응하

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젠더화된 조직 내에서 개인이 조직 내부 상호작

용 그리고 자기인식의 과정을 거치며 그 젠더화된 일면을 받아들이게 된

다는 Acker(1990)의 분석과도 부합한다. 아버지가 경찰이셨던 사례 17

은 경찰 조직이 성평등한 곳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여성 경찰이 가는 부

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막상 자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입견을 바꾸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의 기준 자체가 남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조직에서 그는 여성

됨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일해보고 싶었던 형사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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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회의감을 느꼈고, ‘한 획’을 긋고 싶었던 

의욕과 기대감 없이 지금은 교대근무 부서를 희망하지 않고 있었다. 

사례 17은 지구대 근무 당시 현장에서 남성 경찰관들과 똑같이 적극

적으로 일했지만 지구대를 떠나는 마지막까지 여성 경찰인 자신을 부담

스러워 하는 동료들의 모습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전

에 느낀 회의감 때문에 그는 남성 동료들이 자신을 불편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불편해하는 그들 남성과 나 하나뿐인 여성의 관계 

속에서 사례 17이 스스로에게 그 배제의 책임을 돌리는 동안 남성 중심

의 문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만약 자신이 남경이었어도 

동등하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과 함께 근무하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고 평가하며 그는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조차 받지 상황 

또한 합리화하려 했다. 어쩔 수 없다며 이야기하는 그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었고, 때문에 자신이 감수해야 할 부담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남

직원들 있을 때는 야한 농담도 하시잖아요 그 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 하나 있어서 오죽 불편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오죽 

불편할까 이 생각도 좀 하니까. 그냥 불편해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

각하거든요 (사례 17)

조직의 안팎으로부터 여성들은 온전한 경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남성이 많은 현장 근무지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 

여성 경찰관들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의 직무분리와 만나고 있었

다. 신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여성 경찰관의 직무 역량을 저평가하고 외

근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논리는 개인에게도 스며들어 스스로 현장으로

부터 회피하는 선택으로 이어졌다(Acker, 1990). 다만 이 같은 대응은 

한편으로는 성별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젠더를 비가시화할 수 있고, 다

른 한편으로는 ‘미투’ 이후 조직 내에서 ‘펜스룰’이 나타나는 상황과 만

나 성별직무분리를 재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여성들이 신

체적 능력을 경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유일한 관문으로 삼는 남성 중심 

논리를 수용하는 동안,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평가 기준이 과

연 무엇인지에 대한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족한 존재로서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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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됨을 수용한 이들에게 조직의 젠더 질서와 성별직무분리는 묵인의 대

상이 되었다. 그 가운데 사례 23과 같은 남성 경찰들은 여성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이유를 ‘자기선택’이라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여성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힘든 외근 부서에서 사라지는 여성들의 

모습은 자유로운 선택이기보다 불완전한 경찰로서의 여성됨을 수용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현실과의 타협에 가깝다. 사례 25는 이와 같이 지구대

로 대표되는 현장 근무 부서에서의 남성중심성을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사라지는 동안 실제 문제의 원인은 가려진 채 여성 경찰관들만 ‘일이 힘

들어 도망가는 여경’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비판했다.   

남경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여경들은 지구대 일 힘들어서 경찰

서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그게 아니라 본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가는 건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례 25)  

조직의 젠더 질서에 대해 도전한 이후 ‘지친’ 탓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

신의 여성됨을 수용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공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경

찰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례 22는 남성중심적인 근무 현장과 조직 문화

를 겪으며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동료이기보다 여성으로 먼저 인식되는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스스로에 대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법 집행 현장에서 그는 앞에 나서지 않

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허락받으며 동시에 역시 여경은 ‘0.5인분’이라는 

등의 평가를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그 모순을 인지한 것이다. 문제의식

을 표출한 이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그는 이러한 ‘반

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직무 정체성이 

낮았던 사례 22에게 젠더 질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동력을 저하시켰

고 곧 회의감으로 이어졌다. 이후의 보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내근을 하

고 싶다고 답한 사례 22는 ‘내 책상’과 ‘내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치안 현장보다는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근무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나오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드는 거 같아. 경찰이, 내가 경찰이 

된다는 게 뭔지 ... 난 내근이 좋아. 난 내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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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여성에게 투사하는 직무기대를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젠더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 경찰관도 있었다. 젠더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도 

연결되는 모습은 Acker(1990)가 지적한 바 조직이 젠더를 재/생산해내

는 과정의 일부이다(Reskin & Roos, 1987). 경무계 내 홍보 업무를 ‘여

경 자리’라고 표현한 사례 17은, 사실 자신보다 더  오고 싶어 했던 남

성 경찰관이 있었지만 “홍보는 그래도 여경이 좀 낫지 않겠느냐”던 인사

권자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홍보 업무를 하고 싶어 했던 그 남

성 경찰관 대신, 사례 17은 여성적인 역할 기대를 수행하고 있었다. 홍

보 또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해당 업무의 가치 그 자체

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경무용론이 대두하고 현장에

서 여성의 직무 배제가 강화된 가운데, 그와 같은 성역할을 수용하고 수

행하는 모습은 여성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

한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할 뿐만 아니라 ‘여경 자리’의 울타리

를 구성하는 기존 젠더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2) 여경채용확대에 대한 우려: ‘밥그릇’과 상치된 ‘대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경찰

을 꿈꿨던 청년 여성들은 경찰 조직 내에서 유리벽(glass wall)을 마주

하고 좌절했다. 그들이 마주한 벽은 성별에 따라 직무를 분리하고 위계

를 설정하는 조직의 차별적 구조였지만, 첨탑형 계급 구조를 가진 조직

에서 게토화된 여성들은 각개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리벽

은 구조적인 장벽이 아니라 그저 여성들 간의 갈등으로 축소되어 이해되

기도 했고, 여성들은 여경채용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미 ‘여경 자리’는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근무 18년차 기성세대 여성 경찰관인 사례 4는 조직 정책에 의해 여

경이 늘어난 이후 그것이 또 여경들끼리의 경쟁으로 발전한 상황을 “서

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애들도 많다”고 평가하며 걱정스

러움을 표했다. 근무 4년차 경찰관인 사례 17은 지금의 상황에서 여경

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쳐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내

가 다른 데를 피해를 감수하고 가든가”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

했다. 자리가 제한적인데 여성의 수만 많아지면 결국 서로 의만 상하게 

되다며 그는 여성 경찰관 증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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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찰관을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배치가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근무 6년차 경찰관인 사례 12 또한 마찬가지의 이야

기를 전했다. 그가 근무하는 곳은 대표적인 ‘여경 자리’ 중 하나인 여성

청소년계였지만, 부서를 여경으로 채울 수는 없다는 그의 말에서 나타나

듯 여성 경찰관의 위치는 조직 내에서 여전히 한정적인 필요에만 머물렀

다. 청년 여성들은 이에 따라 서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 실상 

그 경쟁을 만들어낸 것은 조직에서 작동하고 있는 젠더 권력이었지만, 

조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애초 제한적인 여경 

자리를 만들어낸 더 큰 힘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여청이 여경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피 튀겨요. 들어가고 

싶은 여경들은 많은데 인원수는 모두 다 여경으로 채울 순 없잖아

요, 솔직히. 남경도 필요하고. 그 자리를 선호하는 여경들이 많기 때

문에 들어가기는 좀 힘든~ (사례 12) 

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또한 성별통합 채용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도 걱정

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근무 2년차 경찰관인 사례 26은 여경 증원

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막상 증원이 된 이후 일어날 상

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때 혼란은 여성들이 조직

에서 배치되는 부서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수만 증가함에 따

라 나타날 적체 현상을 의미했다. 인력 충원과 보직 배치가 젠더 관점 

없이 누적되어 왔던 남성중심적 조직의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사례 26

에게, 구조적 제약이자 암묵적 질서로서 존재하는 조직 내 젠더는 쉬이 

도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직에서 가용한 자원을 가지지 못하고 게

토화된 채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로부터 그와 같

이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조직 내 분위기도 그렇고 자리 같은 것도 약간 그니까 나름의 암

묵적 그게 있잖아 약간 여자들 안 보-내는 부서가 있고 ... 어쨌든 

여경이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뽑아버리면은 혼란스럽기는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 지금보다 늘

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보다 여경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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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좀 (사례 26)

여성 경찰관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구성해내는 젠더 질서에 대해 구조

적인 변화보다는 각개전투를 통해 대응하고 있었고, 사례 22 또한 통합

모집 채용이 자신에게 오롯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전제 하

에 기껍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경찰관인 그의 이러한 반응은 지금의 조직이 성평등을 실현하기 어

려운 공간이라는 평가로부터 기인했다. 사례 22는 인터뷰 과정에서 성인

지 감수성을 ‘엄청 특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드

러냈다. 남성적인 조직의 공기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로서 도입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동료인 남성 경찰관들은 그저 ‘안하면 큰일나는’ 무언가

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통합모집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냐는 질문에, 중요한 ‘대의’가 있으면 ‘밥그릇’은 포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밥그릇을 같이 나눠먹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이때 대

의는 성평등한 조직으로의 변화였고, 밥그릇은 제한된 직무 및 승진의 

기회 가운데 개인으로서 자신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했다. 포함 관계가 

되어야 할 성평등 실현의 지향과 여성 경찰관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충돌

하는 이러한 이해는 앞서 사례 26의 혼란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밥그릇 같이 나눠먹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그걸 포기할 수 있지. 근데 어 

이런 식으로 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거 자체도 엄청 특수한 걸로 받

아들여지는 이 사람들한테 이 여경 수를 늘리는 게 그 사람들 의식

을 개선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사례 22)

하지만 여성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0.5인분’, ‘1인분’과 같은 표현이 

보여주듯, 유독 여성 경찰에게만 직무 능력이 저평가되고 공평한 직무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조직의 모습은 결국 개인 여성 경찰관들 간의 경

쟁 구도가 아니라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형성해낸 단면이었다. 과연 ‘대

의’와 ‘밥그릇’은 상충하는 것인가?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난 적극적 조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경의 업무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전지

혜, 2007: 40) 조직 지휘부 차원에서 각 기능별 여경 비율 10% 하한선



- 99 -

을 설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극적 

조치는 직접적인 성차별 구조를 선결하지 않은 채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

성의 양적 성장만을 도모해왔다. 더불어 1999년, 2005년에 이어 지난 

2017년 실시되었던 여경채용목표제는 지속적인 인력 수급이라기보다, 

당면한 시국에서 이루어진 일회적이고 비일관적인 정책이었다. 당초 적

극적 조치는 직접차별에 대한 시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차별이 없어진 이

후 누적되어 있는 간접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일시적 개입이어야 하나, 

성별직무분리와 몰성적인 조직 내부의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처방되어 온 적극적 조치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모습

을 고려할 여지조차 제한하고 있었다. 기저에 깔린 성별화된 직무 가치

와 성별직무분리의 관행을 외면한 채 누적되어 온 적극적 조치의 역사 

가운데 경찰 조직은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 한계를 마주했고

(Poggio, 2000), 여성들은 개인으로서 ‘밥그릇’ 싸움을 우려하고 있었다. 

3) 능력을 통해 ‘약하지 않은 나’ 되기

  (1)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와 젠더 실천의 조응: 남성과 같은 경

찰로서의 인정 획득 

여성들에게 직무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허락되는 상황 속에서 적

극적 조치를 통한 조직 내 여성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남성중심

적 직무 가치를 수용한 여성 경찰들은 각자 개별화된 대응 방식을 펼쳤

고, 자신의 직무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의 모습에 순응하고 공무

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현장이 아닌 ‘여경 자리’에서 불완전

한 경찰관으로서의 여성됨을 수용하고 있기도 했다. 다만 모든 여성 경

찰관의 문제의식이 축소되어 있거나, 현실에 체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들은 각자 조직 내에서 겪은 차별 경험의 정도, 페미니즘의 전형에 대한 

이해도,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배치하는 젠더에 대한 제한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전략으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었다. 

능력주의를 수용하고 그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능력을 갖춘 인적 자본이 되기 위해 자라

난 청년 여성들은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평가를 바랐고,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이는 경찰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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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무시 받지 않는 직업’,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사람을 돕는 

명예로운 일’로 설명하는 사례 13과 33의 대답으로부터도 나타났다. 치

안활동이 일종의 경력이 된 가운데, 여성들이 ‘남자보다 못할 거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여성 

경찰들의 대응 전략은 성별권력 관계 속에서 요구받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개인 여성들의 기회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협상적인 성격을 띤

다. 특히 차별의 경험이 아직 없거나 덜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은 여성 경찰관들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성평

등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해하는 성평등은 개인화

된 해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혹은 남성과 같은 존재로서 받는 

인정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었다. 

사례 28은 자신을 포함하여 평등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 요즘 여자

들은 ‘약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페미니즘에 대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미 여자들은 의존적이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그

는 능력주의를 신뢰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를 토양 삼아 자란 포스트-

페미니즘은 실재하는 젠더 권력의 헤게모니 구조를 묻어둔 채, 여성들도 

능력 있는 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확산했다(조선정, 2018). 

이러한 신화는 조직 내에서 젠더 권력 관계를 가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 28은 처음 지구대에 나와 여성 경찰을 반기지 않는 동료들

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기도 했으나 여성‘이라서’ 겪었던 자신

의 경험들을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해하기보다 이제는 인정받은 경찰관으

로서 바라보기 원했다. 이는 야망과 능력을 통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포스트-페미니즘 여성상에 부합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실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이후 자신 덕분이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말한 그는, 팀의 초

기 분위기를 좋게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성됨을 자각하기보다는 쉽

지 않은 노력을 거쳐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요즘 여자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집은 남자가 해와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공부를 해 왔던 

여자 세대들은 의존적인 여자들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아 나는 페미니스트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음 그냥 약

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우리는 평등 교육을 받고 자랐던 세대니까 

(사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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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근 업무를 원한다는 사례 28은 자신과 함께 교육을 받은 많은 

동기 여성들이 형사 부서 혹은 외근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의 

성별직무분리와 불공평한 보직 배치를 통해 작동하는 젠더 권력을 인지

하지 못한 채 자신과 같이 외근을 선호하는 여경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

는다고 생각했다. 내근하는 여성들 때문에 자신과 같은 꿈 많은 여성들

이 가려졌다는 것이다. 그가 여성을 ‘약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

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주변의 여성 경찰

관들과 달리 동등한 경찰관으로서 대우받았던 경험이 작용하고 있었다. 

동료 경찰관들이 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해 속상해한다는 친구 여경과 

달리 그는 자신이 운전을 도맡아하는 “택시기사”라며 다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의 사수는 성별과 관계없이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 

내근 외근 이런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경찰 일

이면 그냥 경찰 일이지 왜 내근직 그거 그리고 왜 자꾸 여경들이 내

근직으로 몰리고 약간 좀 차별 받는 거 같다라는 생각을. 그니까 여

경-들 안에서 (여경들 안에서?) 음 그니까 여경은 다 내근 내근만 

선호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외근을 선호하는 여경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거예요. 나는 외근 좋은데 왜 이렇게? (사례 28)

사례 28은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습관처럼 항상 자신이 누구보다 빠르게 나가려고 노력한

다고 말했다. 뒤로 물러서있는 여성 경찰관의 수동적인 모습이 곧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은 자신이 능력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는 그만의 이야

기는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노력

한다는 사례 25은,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 현

장에서 먼저 나섰을 때에야 팀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곤 했다. 조직에서 

직무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여성들은 능력을 증명해야 했

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직무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에 노출되는 상황 가운데

(Haarr, 1997) 여성 경찰들은 젠더 질서에 대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근무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자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하고 있기도 했다. 여성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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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고 규정짓는 “여경들은 어떻다더라”와 조직 내부의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열심을 추동하기도 한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여성 경찰이 편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

적으로 직무에 임했다.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경찰이 된 사례 10은 경찰서 내 

청문 부서로 가기 전, 지구대에 배치되어 잠시 현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특정 부서에서의 근무가 이미 정해져있었지만, 그는 당시 자신이 여성으

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마찬가지로 더욱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

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전체 여성을 대표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은 

토큰여성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명목상의 지위만을 가지

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실제와 무관하게 과장되어 평가받기 때문이다

(Kanter, 1977:210). 남성지배적 형사사법 관련 직종에 대한 선행연구

들이 지적했듯,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받는다

(Feinman, 1986). 사례 10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다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는 않아요 여경-들이- 다들 이

제는 좀 챙겨줘야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신고 나가면 다- 여경들

은 다-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 뒤로 안 빠지려 하고- (사례 10)

이 외에도 사례 17은 적극적으로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으며, 사

례 22는 힘쓰는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여성 경찰관들

은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조선정, 

2018:35)를 보인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이 받게 되는 인정의 기준은 여

전히 남성이었다. 이를 깨달은 근무 3년차 경찰관인 사례 9는 남성이 디

폴트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 개개인은 여성 일반이 되어버린다며 불편

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남성 경찰과의 같음을 유지할 것을 선택한 여성

들의 ‘자유’는 젠더권력의 구조 안에서 허락되며 여성 경찰에 대한 일반

화와 젠더 규범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대개 남성 경찰이 

하는 일을 했을 때에 자신이 더 인정받고 칭찬을 들었다고 말한 사례 

25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짜증이 난다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느낀 고마

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

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직 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같음의 전략이 활용되

는 사례 25의 이야기는 여성 경찰의 모순적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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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을 때 더 뿌듯했던 거 같아

요 저는. 그런 면-에서 팀장님이 더 좋아하셨고 오히려.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을 때 ... 막 

막 이러면은 이제 주임님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아 얘는 뒤로 안 빼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고맙더라? 

짜증나 (웃음)  (사례 25)

남성과 같은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은 여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노력

을 요했고, 이는 같음을 통해 달성되는 성평등이 한계적임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신체

조건을 관리하고 타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수행을 이어갔는데, 

남성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가야 하기에 그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유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도 했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이들은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는 남성 경찰관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다가도 개인적으로는 착

한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

로 기능했다. 신경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동료들을 평가하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려 한다는 사례 22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2는 팀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

해 남자 순경하듯이 행동했더니 지금은 좀 친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전략은 여성 경찰관이 조직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두 요소 사이

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Hunt(1984)의 지적과도 부합한다. 사례 

22는 무의식적으로 조직 내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구분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남자 순경하듯이 한 덕분에 동

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면 여자 순경하듯이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인지

를 묻자, 짧은 침묵 이후 정정하겠다고 말한 그의 모습은 다소 혼란스러

워 보이기도 했다. 동료인 청년 남성 경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는 동료들이 자신을 편하게 대하며 그래서인지 오히려 자신에게 다른 

여경에 대한 험담을 하여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말해주었다. 통상 조직에

서 일처리가 세심하고 어울리기 조심스러운 여성 직원의 이미지와 싹싹

하고 털털한 남성 직원의 이미지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나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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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여성 경찰관이 같은 동료로서 인식되기보다 

남성/여성의 성별로 쉬이 식별되곤 하는 조직 내에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자 순경의 남성적 이미지 내지는 막내의 젠더 중립적인 이미

지를 수행하며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다. 

야간근무를 하며 호르몬 변화를 느끼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다는 사

례33은 실제 근무를 하며 남성과 여성의 몸의 차이를 인지하기도 했다. 

결혼과 출산을 미래 계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야간근무를 하며 

호르몬이 여성 경찰들이 내근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직무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차별

이 되지 않기 위한 해법을 고려하기보다, 그는 생리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피임약 복용을 해법으로 삼았다. 같음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선택은 여성 경찰관에 대한 직무분리 현상과 만나 조직의 성별직무

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여경들이 내근직에 몰리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그에게 성별직무분리는 젠더가 개입한 여성 경찰

관의 현실이 아니라 개인화된 차원의 선택과 선호로만 해석되었다.

제가 3개월 동안 생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원래 피부에 뭐 나는 

체질이 아닌데 야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

래서 지금도 그 피임약을 먹으면서 주기를 조정 하거든요 ... 저는 

결혼 생각도 있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제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제 아이한테 좋지 않을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느

꼈어요 아 이래서 여경들이 내근직을 선호하는구나 (사례 28)

여성들은 동료 경찰관들과의 대화 주제를 상대에 따라 설정하기도 했

다. 현재 근무 1년차인 사례 28이 처음 배치 받았던 지구대는 여성 경

찰관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면전에서 도움이 안 되니 순찰차에 

타지 말라고 하거나 말도 걸지 않는 동료들도 있었다. 사례 28은 팀에 

적응하기 위해 동료들이 좋아하는 주제, 관심사에 대해 파악하면 미리 

그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사전 조사를 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맞춰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다. 근무 2년차인 사

례 24 또한 직장에서는 얕은 주제로만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고민들은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

은 직원들을 파악한 여성들은 동료 경찰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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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를 조정하는 등 관계의 깊이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다

만 한두 명의 남성 직원과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 이야기를 

한 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기도 했다. 

  (2) ‘더 많은 여경’과 ‘똑같은 자세’를 통한 변화 추구 

Kanter(1977)가 불평등의 원인을 적은 구성비로 이야기하며 조직의 

권력 관계와 차별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사례 28은 여

성채용확대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질 ‘여경의 줄’이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경찰이라는 집단 내에서 여성이 구성원으로서 차지하

는 비율이 10%를 넘어 더 커지면 여성 경찰관이 내근직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지금의 상황 또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직무분리

는 단순히 여성 경찰관의 ‘줄’이 없어 유지되고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

었다. 이미 1990년대 이후로 경찰 조직은 적극적 조치를 비일관적으로 

지속해왔고 여성의 비율은 초창기 경찰의 모습보다 증가했다. 여성 경찰

관의 양적 규모와 불평등을 매개하는 젠더는 여전히 조직에서 재생산되

고 있었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그는 젠더의 작동

을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제 저희 때부터 여경이 많아지고 이제 10% 넘어가고 더 많아지

면 이제 그 내근-을 여경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이제 외근을 

나가는 여경들도 생기고 그 여경-의 줄이 계속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더욱 더 많은 여경이 생기고, 아 외근에만 아니 

내근에만 여경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여경들도 밖으로 나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면 여경-들도 그 가정을 지키면서도 근무

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런 환경과 

문화가 형성되겠죠. 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웃음) (사례 28)

능력주의에 대한 지지는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시험기준 동일화, 

그를 통한 여성의 수적 증가에 대한 지지로도 나타났다. 사례 28은 경찰 

체력시험에서 자세를 똑같이 하는 것이 조직 변화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

을 하리라 기대했다. 타고난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면 체력 시험

의 기준이 되는 개수 자체는 달라야하겠으나, ‘똑같은 팔굽혀펴기 자세’

로 체력 시험을 통과한다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어질 테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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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등한 경찰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남성중

심성에 대한 변화를 건드리지 않은 채, 여성 경찰관의 양적 성장과 무릎

을 붙인 팔굽혀펴기를 통해 달성되는 변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남성의 기

준을 적용할 뿐인 젠더화된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한편 조직에서 능력주의를 지지하며 각개전투를 벌이는 여성들의 전략

은 입직경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경 계급 여성 경찰관

들의 경우 그 전략은 전문성에 있기보다 남성과의 ‘같음’을 유지하는 당

장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반면, 조직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지쳤다고 말했

던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관 사례 27은 조직 내에서의 승진을 염두에 두

는 동시에 로스쿨 진학 또한 고민하고 있다. 그에게 로스쿨은 법을 집행

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대비책이었고, 젠더가 작동

하는 조직에서 능력을 통해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수사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예상한 그에게 로스쿨 자격증은 상징성이 

큰 무기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다만 로스쿨이라는 전략에는 더 이

상 남성중심적인 조직을 견디지 못해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한 자구책으로서의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 

로스쿨도 병행해서 가서 좀 힘을 갖추고 (힘 갖춰서 뭐하게?) 법

적으로 좀 전문, 경찰 내부에서 좀 법적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 로스쿨 자격증이 좀 상징성이 되게 큰 거 같애가지고 (사례 27)

2. 직무 역량과 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1)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의 모순 인지

  (1) 피해자보호 업무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내가 잘하는 거”

청년 여성 경찰관들 가운데에는 능력주의만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 여성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구성하며 조직에서의 경

험에 어떻게 얽혀있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거나 조직보다 자기 삶의 안

정이 우선시하여 문제의식을 회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젠더

화된 조직의 모순을 깨닫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경찰들도 있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사례 22는 경찰 직무에 있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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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는 말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치안 서

비스 제공과 경찰로서의 법 집행을 상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동료 경

찰관들의 사고에 대해 그는 과도하게 ‘쎈 척’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경찰

관이 강경하게 대해야 할 상대는 범죄자이며, 시민에 치안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경찰로서 필요한 직무라는 것이다. 사례 22는 서비스가 아

니라 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경찰을 그리는 기존 직무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 경찰에게만 서비스 업무가 기

대되고 맡겨지는 경찰 직무와 남성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효과를 가

져온다. 남성성을 수행하는 경찰 직무가 아니라, 성별을 떠나 경찰 직무 

자체가 치안을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로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는 기존

의 직무 가치에 의문을 던졌다.  

서비스라는 말 정말 제일 싫어해. 자기 직업이 서비스라 하면 제

일 싫어하지 응 근데 ... 어감이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4초) 경찰이 너무 (6초) 그니까 그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4초) 필요 이상으로

- 쎈 척한다- 라는 (웃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니까 경찰-이 쎄야 

하는 상황은- 범죄자를 만났을 때잖아. 나쁜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

를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쎄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사례 22)

앞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성 경찰관에게 기대되는 직무만을 여

성의 것으로 두는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여성 관리자 사례 

1의 문제의식은 청년 여성 경찰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상담 

내지 피해자보호 업무가 여성 경찰이라고 다 잘하는 일은 아니며 남녀 

모두 훈련을 필요로 하고, 해당 업무를 하고 싶고 또 잘하는 사람은 당

연히 그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년차 여성 경찰관인 사례 22

는 성별을 떠나 전문화된 직무능력으로서 경찰의 피해자보호 업무가 재

정의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신의 상담 능력을 긍정적인 직무능력으

로 받아들였다. 피해 신고를 위해 지구대에 온 여성에게 무서움을 느끼

게 한 동료 경찰관과 달리, 경청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통해 피해자를 대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경찰관으로서 뿌듯했던 기억으로 이야기했다. 

반응해주는 걸 비교해봤을 때 그 그 리액션 정도 자체가 약간 내

가 좀 잘하는 거 같아 그런 거는 진짜. 그니까 남자 경찰관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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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툭툭 얘기할 때 안 그래도 제복 입고 그러면은 좀 무섭거든. 

그리고 좀 무섭게 생겼어 다들 (웃음) 근데 그거 그걸 좀 어린애들

은 되게 무서워하고 ... 여자애가 더 울라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그

래. 그래서 내가 아 부장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인터셉트해가지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례 22) 

네덜란드 경찰 조직에 대한 Boogaard & Roggeband(2010)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여성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관계적 역량을 통한 긴장 완화

의 역할에 대해 그 기여를 인정받았고 이는 조직 내 불평등 해결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양성의 보존과 그 활용을 불평등 

해결의 방안 곧 여성 경찰관이 가진 차이로서의 역량, 고유의 능력을 지

위 인정의 자원으로 삼는 개인/재평가의 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관계

적 역량이 경찰관 전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아닌, 여성만의 역량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직의 남성중심성을 지속시킨다. 피해자보호 업무가 여

성 경찰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을 (남성) 경

찰과 다른 존재로 만들며, 실제 그것이 법 집행 현장에서 필요한 유의미

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이 가져야할 능력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고정관념을 영속화하고 그러한 역량에만 부착

된 여성의 주변화된 지위를 재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

는 경찰 직무 모델의 변화 자체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여성 민원인을 대하

는 일, 친절한 태도나 상담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여성의 일로서 받아들

여지고 있기도 했다. 2018년 8월에는 현직경찰관들이 접속하는 조직 내

부게시판에는 “여경으로만 구성된 파출소를 만들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한 경찰관이 주취자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

들어 논란이 되었던 이후에 게재된 글이었다.108)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경찰관은,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전담요원을 마련하는 조

직의 정책을 언급하며 여성 시민의 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

경 파출소의 신설을 제안했다. 사례 22는 이 글을 언급하며 분노했고, 

여성 경찰을 경찰 직무와 분리된 별도의 업무를 전담하는 존재로 간주하

는 인식이 조직 내부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에 대한 충격을 

108) 연합뉴스. 2018.8.3. “경찰관이 술취한 여성 머리채 흔들어... 부적절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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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주취자 여성을 깨우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남성 경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여경파

출소를 만들자는 남성들의 의견이 내부 게시판에 개제되는 이 상황 속에

서, 근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직무 배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그는 

동료인 여성 경찰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여성과의 상호작용을 거부하겠다

는 조직 내 ‘펜스룰’의 양상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경으로만 만들어진 여경 지구대 만들라고 그 현장활력소에 ... 

조선시대냐? 옛날에는 그렇, 그렇게 시작을 했대 85년도에는 (웃음) 

아니 그럼 여자랑은 전혀 안, 안 만날 거야? ... 여자들이 필요한 일

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진짜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

한 개념이- 너무 이상하게 잡혀있어 이 사람들한테 진짜. 그냥 다른 

업무인거야 다른 업무 (사례 22)

성별권력관계를 재고하기보다 남녀 간의 분리를 내세워 여성의 주변화

를 더욱 가속화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여성 배제의 양상은 나아가 성인

지감수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사례 22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동료 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대한 답

답함 또한 드러냈다. 여성 시민을 만나고 대하는 일 자체가 경찰관으로

서의 업무가 아니라 여성 경찰관만의 일, 별도의 일로 인식되는 몰성적 

상황은 결국 여성에 대한 직무 배제를 더욱 강화하며 경찰 직무 가치의 

남성중심성을 더욱 강화한다. 근무 1년차 경찰관인 사례 28의 경우 젠

더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경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경찰관으로서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논점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 현장의 시민이 여자였다는 사실

에 주목하여 경찰관 내부의 의견이 형성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

다. 그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할 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성성이 불필요

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경찰 직무에 있어 사람을 대하는 태

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을 대하는 남

성 경찰의 태도는 결코 친절하지 않았고, 때문에 근무 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가장 늘은 것이 상담 업무라고 말했다. 

이제 주임님들이랑 사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싸워요 (민원인

들이랑?) 네 민원인들이랑 자꾸 싸워요. 그러면은 일단 주임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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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요 이러고 아니 이분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약간 고향이 경

상도여가지고 말투가 좀 쎘다 그니까 절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중화를 하고 (사례 28)

다만 모든 여성 경찰관이 경찰 직무에 부여된 남성중심적 가치를 문제 

삼으며 그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 피해

자에 대한 조사를 받거나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한 사례 25의 경우,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경찰 직무에 대한 남성중심적 정의 자체는 수용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라서 하는 일보다, 남자 경찰관들이 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칭

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뿌듯함을 느꼈을 뿐, 피해자보호 

업무를 특별히 중요한 직무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았다. 조직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직무능력의 기준 자체가 성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있었던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 

기준에 부합하여 인정받은 상황에서는 뿌듯함을 넘어 자신을 인정해주는 

동료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비록 남성중심적 기준에 포섭된 인

정일지언정, 역량에 대한 인정은 조직 내 직접적인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nschop & Verloo, 2011:280). 조직에 

적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개인 여성 경찰에게, 여성 고유의 특성이라 

생각되는 역량이 여성 경찰만의 능력이 되기보다 모든 경찰관의 직무 역

량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직무 가치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 가지는 의의를 역으로 보여준다. 

또한 여성 인터뷰이들 중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이로서 인정

받고자 여성성을 실천하는 여성 경찰은 없었다. 오히려 관찰된 것은 사

례 22와 같이 경찰의 젠더화된 직무 가치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식이었다. 여성성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경찰 직무에 있어 서비스 가치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상담 업무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직무 

역량으로서 긍정적으로 의미화했고,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 공감하는 

자신의 태도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른 남자 경찰관들보다 상담을 

잘하는 것에 대해 뿌듯해했다. 여성 피해자를 대하는 일이 여성 경찰관

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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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다는 것은 직무 자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관계자에 여성이 있거나 

그러면 ... 내-가 내 역할을 그 출동 경찰관으로서의 내 역할을 뭐 1

인분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례 24)

근무 2년차인 사례 24는 피해자 혹은 사건 관계자 여성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담당하는 역할 덕분에 ‘1인분’을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얻

을 수 있었다. 취업시장에서 손익계산을 거쳐 경찰 직업을 선택했던 사

례 24는 조직에 대한 변화의 기대는 낮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직에서 

여성 경찰관인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에 대한 그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저

해하고 스스로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그

는 적어도 자신이 여성피해자 혹은 사건 관계자인 여성에게는 제대로 도

움을 주고 있다는 경험 덕분에 경찰관으로서 스스로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불신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피해자로서의 경험과 “편에 서주는” 경찰 되기

남성을 기준으로 획득한 인정은 동질적 존재가 아닌 차이로서의 여성 

위치와 젠더 관계 자체를 변형시키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조직에

서 실천되는 젠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성별간의 위계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여성 경찰관을 남성과는 다른 직무에 대한 적임자로 구성한다. 젠

더 폭력과 관련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여성

대상범죄 총력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여성 관련 업무는 기존 여성·청소년

과에서 분리,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범죄수사과로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여성 경찰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문성을 요하기보다 생물

학적 여성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는 조직의 대응은 개인 경찰관의 역량이 

아닌 성별 위계에 따라 ‘여경 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특정 업무가 여성화된 경찰 직무로 설정되는 성별직무분리가 

여성 경찰관의 직무 영역을 제한하는 울타리일지라도, 여성의 몫으로 할

당되어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해당 업무 자체의 가치가 평가절하 될 

이유는 없으며, 해당 업무에서의 여성의 필요성이 완전히 부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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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없다. 대여성범죄 업무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요

구에 직면한 이슈였다. ‘혜화역 시위’ 등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경찰은 

지금까지 조직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강하게 비판받았고, 그만큼 혁신의 

필요를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경 자리’로부

터 전문성을 추구하고 경찰 직무 가치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울타리

를 변형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청년 여성 경찰관 가운데 스스로 대여

성범죄 관련 보직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도 더러 있었다. 

근무 3년차 경찰관인 사례 27은 “저는 여청(여성청소년과)도 좋은 거 

같아요”라며, 해당 업무의 의의와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교육생인 사례 13 또한 향후 가고 싶은 보직에 대해 묻자 

여성청소년과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여자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

황을 겪었던 것처럼, 경찰관으로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

들의 편에 서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해당 보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 변태들을 많이 마주쳤고 여자로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는 그는 같은 경험을 마주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13의 동기는 비

록 제한된 직무 기회일지라도 ‘여경 자리’와 성별화된 직무 자체의 전문

성을 확장하고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웃음) 그렇게 변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 

그러니까 살면서 변태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살아온 과정에 뭐 변태도 

많이 만나고 여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부당한, 막 불합리한 

그런 상황도 많이 마주쳐보고 했을 때 여청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

냥 그런 사람들 편에 서주고 싶어서 (사례 13)

아동과 청소년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여성 경찰관의 업무였다(이비현, 2018: 58). 이후 경찰이 피해자보호 원

년의 해로 선포했던 2015년에는 경찰청 훈령을 통해 성폭력 등 사건에

서 여성 피해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이 조사 혹은 입회하도록 하는 원칙

이 규정되었다.109) 이에 따라 실제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업무에 여성 경

109)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발령·

시행) 제68조 제1항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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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수사팀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여경을 배치

하도록 내부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

었다는 근무 11년차 경찰관 사례　4는 해당 지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

은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 여성 경찰관이 잘하는 부분이 있

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여성 경찰을 원하기도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기에 여경의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과에서 근무하

는 청년 여성 경찰관 사례 3도 그에 동의하며,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젠더 폭력과 관련한 피해자는 실제로 여성 경찰에게만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남성 경찰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성 경찰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 경찰관에 대한 수요와 그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으

나, 다만 이것이 직무분리에 대한 유지 내지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는 않

는다. 기성세대 여성 경찰관 사례 1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들이 할당된 

인원으로서 피해자보호 업무를 담당했을지언정, 그 안에서 자신이 잘하

는 것을 여경으로서의 전문성으로 찾아가고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쌓기도 

한다. 여성청소년과와 같은 대여성업무 관련 보직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이며 필요한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여성 경찰이 그러한 

보직에만 메여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사례　1에 사

례 3 또한 적극 동의했다. 여성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있다는 것

이 곧 여성들이 특정 자리에만 고정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상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피해자보호 등 당초 여성 경찰관이 부여받

는 성별화된 직무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경찰관

이 되기 오래 전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 경험이 있다고 고백

한 사례 28은, 피해 진술서를 받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

해 이야기해주었다. 피해자인 사례 28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던 그 여

성 경찰관은 그에게 “너 그때 옷 뭐 입고 있었는데?”라고 물었다. 피해

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질문 방식은 피해자보호 업무에 있어 지

양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경분이 오셔서 진술서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는 남경들이 저한테 더 잘해주셨어요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었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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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여경분은 오히려 좀 차가웠어요. 너 그때 옷 뭐 입고 있었는

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어 너무 화가 나서 

(3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

기했죠. 저럴거면은 왜 저 사람을 불러왔지? 그냥 옆에 그 이 분들

이 나한테 얘기해도 나를 더 잘 대하겠다 이런 (사례 28)

머리가 길었던 여성 조사관의 차가운 모습, 사례 28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고, 이것이 나아가 좋은 경찰되기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기도 했다. 그는 이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욱 자신은 

친절 경찰의 표본이라 생각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만나는 시

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원래 사람을 

달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늘었

고, 덕분에 팀에서 자신의 상담능력이 인정받아 스스로의 강점이 되었

다. 그에게 있어 상담 업무는 여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기대이기 보

다는 탈젠더화된 직무 능력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 ‘여성’과 ‘경찰’이 공존하는 구조적 변형에 대한 기대 

  (1) 여성됨과 경찰됨의 공존을 추구하는 전략 구상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경찰 조직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는 여성 경찰관들은 일상에서도 남성들과 동료로서 상생하고 서로 도움

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사례 24는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을 앞

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팀원들 사이에서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았지

만 현장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거나 처리해야 할 서류를 준

비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스스로 해나갔다.   

행패소란 신고 같은 걸 나갔을 때도 뭐 예를 들면 보고서 치는 거

는 제가 하-겠다 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차피 행패소란 이런 거를 뭐 

결국엔 발생보고를 띄우든 임의동행이나 검거를 하게 되면은 그 과

정에서 이제 뭐 기록 남기는 거 있잖아 동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찍고 

있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역 역할분담을 나름 하려고 (사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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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사례 27은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할 때 옆에서 함

께 피의자의 몸을 한 곳이라도 잡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깨를 같이 누르고 있는 등 제압 과정에 동참한다고 말

했다. 사례 28 또한 다른 동료가 수갑을 채울 때 자신을 포함한 다른 동

료들은 옆에서 도와야 한다며, 자신도 다리 한쪽은 잡고 있는다고 이야

기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직무가 상이한 방식으로 부여되고 

평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직무 과정에 있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령 덜렁대는 동료에게 섬세한 동료가 까먹고 있던 업무를 알려줄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자신을 힘이 더 센 동료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처럼 서

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무 2년차 경찰관인 사례 26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협조를 

구하는 경험이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외근 업무에 있어 남성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했던 것처

럼, 역으로 남성 경찰관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은 결국 경

찰관으로서 자신의 필요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

는 경찰 직무를 서로 협조를 구하고 받는 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그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남경들한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경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 ... 이렇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뭐 여경무용론 같은 소리 하네 약간 이런 생

각도 들고 응 (사례 26)

경찰관으로서 상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러한 인식은 경찰직에 대해 

‘공무원 마인드’ 대신 직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기성세대 경찰관들로부터 이미 지적되고 있

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 5에 따르면 옛날에는 

시험치고 들어와도 위험을 수용하는 등 소명의식이 있었지만, 지금 세대

의 경찰관들은 다르다. 지금의 청년 경찰들은 직장을 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채용시험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부담은 최대한 

피하고 경찰이라는 직종을 ‘그냥 직업’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다. 경찰관의 직무의식 부재는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누수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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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례 5는 ‘걸러져야’ 했을 사람들까지 조

직으로 유입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성비위와 음주 관련 행

동 경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20대 신임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발

생률이 이전에 비해 15% 가량 증가율을 보이자 경찰청은 이들의 문화 

형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110) 직무 특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법 집행을 수행하고 시민을 돕는 경찰관

에게, 직무의식은 성별을 떠나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자질로서 요구된다. 

근무 2년차 경찰관인 사례 25는 조직에 너무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조직 차원에

서 여성 경찰의 채용 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자신이 시험을 준비하던 당

시의 합격선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조직

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낮은 시험 점수는 그만큼 절실하

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경찰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청년 경찰에 대해 비판

적으로 평가하며, 적어도 법 집행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됨과 여성됨의 공

존을 추구하며 그가 그린 경찰의 상은 조직과 직무에 대해 애정을 가진 

경찰관이었다.  

조직에 그 진짜 너무 애정이 너무 없어 그니까 쉽게 합격했으니

까.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최근에 이제 다른 청 친구가 실습생이 왔는데 주임님이 여자앤데 

너 경찰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먹고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은 저 저런 애들이 합격하는 

건 또 아닌 거 같은 (사례 25)

  (2) 성별직무분리가 제공한 의도치 않은 저항의 공간: 여성들만

의 직무 수행 경험과 여경기동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이해하며 현재 여경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5는 지금의 근무지에 대해 천국이라 표현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다. 

만약 지구대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이직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다던 

110) 출처: 온나라 정책연구<진행연구과제 검색<신임경찰관 문화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찰청 정책연구과제) (2019.12.24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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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성차별을 경험하며 의기소침해있던 중 경비부서 의무복무111)

를 위해 기동대로 끌려오듯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여경기동대는 집회시

위 관리를 위한 기동부대 가운데 여성으로만 편성된 부대로112), 군복무 

중인 의경들이 소속된 기동대와 여성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여경 기동대

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별도의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여경기동대는 그 자체가 여성 존재를 

차이로 간주하는 성별직무분리의 공간이었다. 서울 지역에만 5개 기동단 

내의 27개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경기동대는 현재 서울 지

역에 단 한 곳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조직에서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여

경채용확대가 추진되면서 여경기동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대비 전체 

여성 경찰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모든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복무해

야 하는 기동대의 운영방식은 늘어나는 여성 경찰관의 수를 따라가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기동대 배치에 적체 현상이 발생했고, 기동대 

근무의 경우 이전의 보직, 근무지 등 경력이 사라지고 기동대 근무와 동

시에 다시 새로운 경찰서로 발령을 받는 인사 원칙 때문에 여성 경찰들

에게는 결국 ‘경력단절’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무

복무를 위해 여경기동대는 순번 및 지원 제도가 동시 시행되고 있었다. 

기동대는 일단 갔다오면은 원적이 지워져가지고요 새로 써야 돼

요... 이거를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경력 단절된다- 딱 그거에

요... 경력이 단절될 거면 빨리 단절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

아요 저희는 중간에 단절되면 진짜 경력이 단절되고 나이 먹어서 갑

자기 이제- 신임된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례 9)

사례 25는 여경기동대에 오고 난 이후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동대에 있는 여성 경찰관들은 모두 비슷한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고, 페미니즘

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눈다. 여성 동료들과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111)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시행 2017. 12. 20.] [경찰청훈령 제854호, 2017. 

12. 20., 타법개정] 제11조(근무기간) ① 순경으로 임용된 후 최초로 경찰관기동대원

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승진 등의 인사 요인과 관계없이 2년으로 하

고, 그 밖에 기동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112)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2조(정의) 1. "경찰관기동대"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말한다.

2. "여경기동대"란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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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에게 자신이 겪은 차별과 소외감이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아가 상호간의 

연대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사례 25는 지구대에서 근

무할 당시 페미니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스스로를 페미

니스트로 이해하며, 지구대에서의 자신의 경험은 남성중심적인 구조 때

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기동대는 지금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다들 이제 지구대에서 

차별을 받고 왔잖아요 ... 다 비슷비슷해요 그니까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디든 그걸 아예 안 겪은 여경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다 생활을 잘 했다고 해도 그런 점을 알고 생활을 

잘 한 거고 그래서 그걸 다 겪고 이제 오니까- 완전 천국 (웃음) ... 

그래서 맨날 수다 떨면은 항상 결론은 페미야 페미 (사례 25)

다만 이는 성별 분리가 이루어진 여경기동대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

한 일이었고, 사례 25 또한 이것이 여경기동대가 아니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남성이 대표성을 띠는 경찰 조직에서 

젠더 질서에 저항하는 시도는 녹록치 않고, 그만큼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여성 경찰관들은 스스로 기동대를 선택하기도 했다. 경력단절이라

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분리의 공간이 여성 경찰들에게 있어 도피

처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경 기동대는 역설적 공간이었다. 여성 경찰관들

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고 여경기동대 근무는 그들에게 조직의 남

성중심성과 젠더권력을 자각하고 문제의식을 고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남성중심적인 조직에서 성희롱 등 피해에 노출되며 이미 지쳐있

는 여경들에게 기동대의 경력단절은 새로운 시작이자 여자 선배들과 함

께 근무할 수 있는 충전의 기회였다. 남성중심적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

로 인한 제한적 보직 배치와 여성을 배제하는 하위문화 등 불평등한 젠

더관계 속에서 여성은 고립되어 성희롱 등 피해에 노출된다(Cockburn, 

1991; Rogers & Henson, 1997; Bell et al., 2002). 특히 경찰 조직에

서 신임인 여성들의 위치, 가령 순경 임용 후 첫 근무지인 지구대에 발

령받은 경우 등 여성들은 어린 나이와 낮은 계급 때문에 더욱 피해에 취

약하게 노출되고 문제제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섹슈얼리티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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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에서 작동할 때 오히려 비난은 피해자 여성에게 가해질 가능성 또

한 높다는 점은 문제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사례 9는 이전 근무지에서 성차별로 인한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자신을 ‘페미니즘 세대’라 표현할 만큼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그는 당장의 경찰 조직에서 자신이 놓여있는 젠더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저항이나 변화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

한 알고 있었다. 신임 여경들이 초반에 마치 외딴 섬 같다며 본인도 외

로웠다고 말한 사례 9는 여성 경찰관들이 고립되어 있는 조직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경기동대라는 전략적으로 직무분리를 기회로 삼은 여

성 경찰관의 예였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여경들은 여경기동대 근무를 

탈출을 위한 선택지, 도피처이자 심지어 전환기라 표현하기도 했다. 

솔직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파출소 하면서 좀 지친- 부분이 많아서 

남자들끼리만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여자선배님들이랑 같이 일할 

기회도 쫌 이왕이면 지금 빨리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충전하는 겸- 

해서 왔어요 지원 ... 경찰서도 바꿀 겸 또 여기를 탈출을 할 겸 해

서 나온 거 같애요 ... 이제야 쫌- 뭔가 깨어있는 느낌이 들고- 되게 

좋았어요. 이게 약간- 전환기가 될 거 같은  (사례 9)

개인 경찰관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성애화된 존재로서 간주되었

던 사례 9는 당장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여경기

동대로의 탈출뿐이었다.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지

구대에서 그에게는 차라리 차이로 환원되는 직무분리일지언정 여성들로

만 구성된 여경기동대가 탈출구가 되었다. 다만 처음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경기동대는 단지 도피처였을 뿐이지만, 이후 여경기동대 근무는 오히

려 그에게 깨어있음을 느끼는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특히 그 곳에서 만

난 멋있는 여자 선배의 존재는 이전과 다른 의식고양의 동력이 되었다. 

대장님이 나 나와있는데 왜 대장 안 찾냐고 나한테- 왜 내가 대장

하는데 나 부르라 나 (웃음) ... 여경 종원 종원 좀 해주세요 불러놓

고도 종산할 때는 안 부르거든요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다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대장님이 딱 있으니

까 그때는 엄청 챙겨줬어요 아 여경있지 여경있지 이게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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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서 관리자급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 대장에 대한 기

억을 이야기해준 사례 7는, 자신들이 대장님 덕분에 “여경있지 여경있

지” 하며 남성이 대부분인 현장에서 이전과 달리 챙김 받을 수 있었다고 

말 했다. 여자 대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시위 현장에 동원되어 별도로 배

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경기동대에 상황이 끝났으니 철수해도 된다

는 무전이 별달리 전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등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다. 사례 7과 함께 근무하는 사례 9는 대장님으로부터 여경으로서 무언

가 보여줘야겠다는 의식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롤모델이 되는 여성 관리

자를 만난 경험은 이들에게 무전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여성 경찰들이었

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조직의 젠더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기대감

을 불어넣는 계기였다. 경비 부서의 특성상 근무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힘들어도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기존 젠

더 질서에 균열을 내는 힘이 된다. 

3. 젠더화된 조직과 젠더 관점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 

1) 성별화된 평가 기제에 대한 도전과 일상의 재조직

젠더 관념과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젠더 체계가 변화하기 위한 방안

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Ridgeway & Correll(2004)에 따르면, 성별화된 

평가 기제의 구조는 비록 쉽게 침식되지 않고 조직을 구성해내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일상적인 도전을 포함한 개인적 저항

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

제 일부 여성 경찰들은 단지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성별화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상을 재조직하고자 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

해의 확장은 이들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위계서열이 있는 조직에서 자신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비록 최소한의 저항일지언정 차별을 ‘짚고 넘어가

는’ 실천은 그 자체로 의의를 지니며 조직의 변화, 차이와 같음을 넘은 

변형을 시도함에 있어, 일상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개개인의 모습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22는 자신이 시도한 처

음이자 마지막 반항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그것은 동료 경찰관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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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성적 농담과 여성혐오 발언에 웃지 않는 것이었다. 성적 농담을 

용인하는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웃지 않는 것은 신임 경찰관에게 용기

가 필요한 반항이었다. 하지만 조직에서의 비대칭적 젠더 관계는 괴롭힘

과 보복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피해자는 그 행위로 인해 자신

의 주변화된 지위를 강력하게 인지한다(Alvesson & Billing, 1997:122). 

웃지 않은 이후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조차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유독 짜증스러운 꾸짖음을 받았다. 사례 22는 스스로 일

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주눅들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과 

통화를 할 때조차 자신이 내뱉는 어떤 말에 혼이 날까 두려워 한 마디조

차 편하게 말할 수 없었고, 신고 현장으로 출동을 나갈 때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자 긴장했다. 책잡힐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차피 혼이 난다는 사실 때

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어 행위는 눈에 띄지 않는 것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웃어줬지 근데 다음부터는 내가 독하게 (웃음) 마음을 

먹었어 진짜 웃지 말자, 이거라도 내가 최소한의 반항이라도 해보자. 

그냥 안 웃고 가만히 있었어. 약간 그 이후부터 뭔가 나에 대한 태

도가 달라지는 거야 ... 여성혐오적인 농담에 대해서 웃지 않기 시작

했을 때부터 그 꾸짖음이 엄청 잦아졌어 ... 너무 무서웠거든. 그냥 

거기서 내 평가 하나하나가 평가받고 다 꾸짖음 받고 (사례 22)

사례 22의 경우 성적 농담과 여성혐오 발언을 일삼은 경찰관은 팀에

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 유머 감각이 있고 팀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해당 경찰관을 그는 ‘마초’라 표현했다.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은 

팀의 유일한 여성 경찰보다는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경찰관은 순찰차 안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만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아무에게도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여성 경찰관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구대 근무 당시 팀에서 숱한 무시를 당했다는 사례 

25는 자신이 상대를 봐가며 그에 반박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지구대에

서 근무할 당시 한 남성 경찰관은 그에게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자들에 

대해 경찰관이 아닌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계속 던

졌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해당 경찰관은 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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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동료들이 화제를 전환

시켜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은 계속되었고, 어

느 날 퇴근길에 자신을 지하철역까지 태워준다던 그 경찰관은 차 안에서 

또다시 여성 경찰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성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대기시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나가지 않은 한 여성 경

찰관에 대해 한심하다고 평가하는 그 남성 경찰관에게 사례 25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여성 경찰관의 수적 열세와 제한된 직무기회를 

따지는 그에게 남성 경찰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게요 여경이 남경 수의 절반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쵸? 이랬어요 ...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다 

지금 여경이 우리 조직의 10%라고 하지 않냐 뭐 예전보다 지금 많

이 좋아진 거라고. 그때도 (웃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좋아지긴 뭐

가 좋아졌냐, 진짜 좋아지긴 뭐가 좋아졌냐고. 지금도 지구대에 이렇

게 남경 열 명에 여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좋아진 거냐

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통합해서 뽑

는다고 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렇게 얘기했더니 더 이상 말씀 안하시더라고 (사례 25)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할퀴는 듯한 손 모양을 통해 묘사했고, 사례 22의 

경우와 달리 문제제기 이후 그 남성 경찰관의 앞에서 보란 듯이 립스틱

을 바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할퀴기’는 스스로 너무 화가 나 참지 못해 

시도한 반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남성 경찰관이 내부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이 한 번의 반항 이후 그는 

지구대 근무가 끝나는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폭발’했다. 

○○ 같았으면 예전에는 뭐 순마 타지도 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 3차 때 이제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나도 술이 여까지 올라가지

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세 가지 이유를 댈 테

니까 이 중에 뭔지 말하라고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두 번째

는 내가 키도 작고 그래서 좀 몸집이 작아서 세 번째는 그냥 여경이

라서. 이 셋 중에 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사례 25) 

키가 작은 자신이 예전이었으면 순찰차에 타지도 못했을 것이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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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사례 25는 참지 못하고 왜 그런 말

을 자신에게 하는지에 대해 따졌다. 어린 나이, 작은 몸집, 여자라는 성

별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그는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에 정면으로 

반박했고, 그 경찰관은 당황하며 사과했다. 다만 그 상황 또한 근무지를 

옮기기 전 마지막 회식 자리였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용기를 얻은 상

태였다며 사례 25는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고 말

했다. 그의 말은 일상을 재조직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시도할 수 있는 

저항이 얼마나 큰 제약 가운데 놓여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가령 직접적인 반박을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례 22의 경우, 

상황에 동조하지 않고 웃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불편함을 표현

했던 대응 이후 꾸짖음과 괴롭힘을 경험했다. 소극적 대응에 불과했지만 

일상에서 개인에 대한 반박은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여성 개인을 소

진시킬 수 있는 등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Poggio, 2000). 사례 

27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교육기관에 있을 당시부터 남성 동기

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인적으로 싸우는 등 일상에서 ‘일대

일’의 전투를 시도했다. 스스로 소진되는 것을 느낀 후 그는 지금 지쳐

있는 상태라 별다른 저항의 시도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다만 근무

를 시작하며 배운 처세술 덕분에 이제 농담의 형식을 빌려 그만하라는 

정도의 의미는 전달할 수 있었다. “위험한 발언 하셨네요?”, “청문 번호

가 뭐더라”와 같이 가벼운 농담의 형태를 띠는 표현은 불편함과 경고를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었다. 

약간 좀 처세를 배 배우면서 (웃음) 막 좀 팀장님이 선 넘는 말 

하거나 뭐 다른 팀원들한테 아 방금 좀 위험한 발언 하셨네요? 이렇

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만 말을 해도 나 기분 나쁘니

까 그만 해라 이런 뜻으로 알아는 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은. 막 청문 번호가 뭐더라 이런 (웃음) (사례 27)

이러한 일상에서의 전략은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분위기 가

운데 가능했던 것이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이래 미투(MeToo)를 외치

는 많은 목소리들은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기관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용기 내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실제 사례 27이 교육기관에서 경험한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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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당시 여성 교육생들과 함께 자신들이 겪은 여성혐오를 

공론화했고,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당시 교육기관에는 

의지할 수 있는 여자 교수님 한 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공론화는 남성지

배적인 환경에서 여성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막 댓글 같은 거에서 여혐 몰이를 엄청 당했는데 이거 때문에 이

것도 그거 일부인 거 같다 뭐 여혐이라고 표현은 안했지만 그때 사

회 분위기가 약간 좀- (말할 수 있는) 네 말할 수 있는 분위기처럼 

좀 형성이 되던 단계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를 시키자 해가

지고 글을 이제 써가지고 (사례 27)

미투 운동이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조직 내 여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젠

더 관계를 교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 사례 27은 교육기관에서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학 수업 개설과 여성 교수 임용

에 대해 건의하는 등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반 마

련을 요구했다.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조직 차원의 변

화조차 알지 못하고 “젠더가 뭡니까?”라고 되묻는 내부 담당자의 반응으

로부터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제도적 개입을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례 26

은 자신이 교육생이었을 당시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이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을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그가 당연하다는 듯 ‘공론화가 안 된다’

고 표현한 것은 여성들이 실제 많은 감시와 스스로의 검열 때문에 페미

니즘 자체에 대해 터놓고 말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론화가 안-되잖아 그 분위기 자체가 ...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애들이 없었고 내 주위에.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때쯤 돼서야? 그니까 한 18년도?쯤 되니까 애

들이 그냥 만나면은 아 이래서 안돼 (웃음) 극혐이야 이런 (사례 26)

경찰에서 조직 내 여성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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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향한 남성들의 분노와 역차별 담론은 역으로 청년 여성들에게 

젠더 권력을 자각하고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접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 

경찰 교육기관에 만연한 반-페미니즘 정서 또한 오히려 여성들의 의식

고양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앞서 2017년도에 경찰에 입직해 자신과 동

기들을 ‘페미니즘 세대’라 평가하며 조직 변화에 대한 확신을 보인 여성 

경찰관 사례 9는 이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2016년 강남역의 한 공

중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그가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였다. 학계에서

도 페미니즘 부상의 본격적인 분기점으로 진단되는 이 사건은 당시 경찰 

조직과 언론에 의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되었

으나113), 이후 여성‘이라서’ 살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한 많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공론장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직 내 젠더 불평등을 간파한 여성 경찰관의 이해는 내부의 

외부인(outsiders within)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여성주의 인식론과도 

닿아 있었고, 나아가 조직 변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저는 완전 페미니즘 세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16년도에 15년도인

가 강남역, 강남역 터지고 저희 동기 언니들 내부에서도 담론-이 계

속 있었고 저도 솔직히 그런 성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해서 아마 계속 바뀔 거 같애요 (사례 9) 

페미니즘 부상과 반-페미니즘 정서의 확산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차별

의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모든 여성 경

찰관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페미니즘이 잘못된 방향으

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거나 페미니즘 이슈와 스스로에 거리를 두는 여

성들도 있었다. 근무 1년차인 사례 28은 젠더 폭력 이슈들과 불평등에 

대해 2016년 크게 가시화되었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페미니즘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관련 교육을 받은 경

험도 없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여성됨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113) 김민정(2017)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전문가집단의 지식권력을 통해 여성혐오 범죄

가 아닌 묻지마 범죄로 규정되고, 그 대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

지는 모습을 비판했다. 폭력의 화살이 왜 여성에게 가해졌는지에 대해 모두 침묵했다

는 것이다. 홍지아(2017)는 언론 보도 또한 이와 같은 여성혐오 은폐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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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계를 자각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으

로 인정받고자 했다. 반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말하는 근무 2년차 경찰

관 사례 25은, 처음 지구대에 배치 받았을 당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았으나 차별을 경험한 이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지구대에 발령받은 동기 오빠는 계속 순찰차를 타고 신고 현장으로 출동

하는 반면, 자신은 팀장님의 반대 때문에 지구대에 앉아 상황 근무만을 

맡고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 신고 현장 경험의 차이는 오롯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라는 평가로 자신에게 돌아왔고, 사례 25는 동기 오빠

와 자신의 젠더화된 위치를 인지했다. 이후 그는 여경기동대에서 근무하

며 이것이 여성 경찰관들의 공통된 경험임을 알게 되었고, 페미니즘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를 접하며 구조로서 작동하는 젠더

를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두 여성 경찰

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지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조직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검열의 과정을 겪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왜’를 질문하고 전환시

킬 방법을 고민하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기능하기

도 했다. 교육생인 사례 17은 성평등과 관련된 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

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벽에 붙여놓은 메모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수업 이후 공식적인 교육장에서조차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남성한테 불리하다”, “여자도 무조건 군대 가야한다”, “남자만 피

해볼 수 없다”는 등 전형적인 역차별 담론들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었

다. 경찰교육기관의 내부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인 수업에서조차 그와 같

은 역차별 담론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례 16에게도 여

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메모지 같은 데에다 적어서 내는-게 있었어요. 근데 그 메

모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

체가 남성한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다- 막 여자도 무조건 군대 가

야 된다- 남자만 피해볼 수 없다. 막 약간 이러고~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군다. 막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은 거에요. 이 공식적인 

수업인데도 ... 애들끼리 하는 뒷담화도 아니고, 익명이라 그런지 이

렇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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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들의 연대와 연결망 구축

  (1) 여성 연결망과 여성 경찰관 채용 확대에 대한 지지 

변형을 꾀하는 청년들은 여성들 간의 연결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를 보였다. 이러한 의지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이나 일상을 재조직하는 것

에 그치기도 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각 팀에 한 명씩 따로 떨어져 외롭게 지내본 경험만을 가진 인터뷰

이들과 달리, 같은 지구대에 소속된 다른 팀 여성 경찰관끼리 모임을 가

졌던 사례 25는 같은 여성 경찰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덕분에 힘

든 지구대 생활을 견뎠다. 동기 언니와 함께 처음 배치받은 지구대에는 

여성 경찰관이 단 한 명뿐이었다. 사물함이나 주차 위치와 같은 사소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대화를 나눴던 이 세 명은, 함께 밥을 먹는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져 여경들끼리의 모임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에게 지구대에서의 근무는 말 그대로 남자들로 가득한 공간에 

‘찌들어있는’ 시간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던 여경 모임은 그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속상했던 경험들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욕할 

수 있는 관계는 사례 25에게 지구대에서 경험한 차별 경험의 무게와 그 

효과를 덜어주었다. 이러한 관계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성들 간에 형성된 연결망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

라 남성이 지배적인 공간에서 연대감을 경험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

하고 있었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네트워크는 정신적인 지지와 신뢰를 공유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

는 기반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실제 연구자와의 만남 또한 사례 25에

게는 “우리 모두 페미”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미화 되었다.  

□□ 지구대에 여경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

것 물어 봤죠 저희가 사물함 어디 쓰냐 뭐 주차는 어디 하냐 그냥 

이런 거 물어보고 ... 한 번 모이고 나서 되게 막 이 모임이 되게 너

무 좋은 거예요. 지구대에서 남자들한테 찌들어있다가 여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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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들은 같은 여성과의 관계 맺기에 굳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름을 도식적으로 붙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 관계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사례 26의 경우 자

신과 띠동갑인 여성 경찰관과 옆자리에 앉아 사수와 부사수로 지내고 있

었다. 그는 사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덕분에 직업에 대

한 애정도가 올라갔다고 표현했다. 애정도의 증가에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상

황, 그로부터의 타격감은 “왜 저러는 거야?”, “쯧쯧” 등 옆에 있는 여성 

동료와의 자칫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 대화를 통해 완화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연결망의 존재는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의 고발 과정

에서도 큰 동력이 되었다. 근무 3년차 경찰관인 사례 9는 교육생이었을 

당시 수업시간 중 표출되는 여자 비하발언, 성평등 교육에서 싫은 티를 

내는 남자 교육생들의 행동에 대해 동료 여성들과 함께 고발을 많이 했

다. ‘맘 맞는 언니들’의 존재는 남성중심적인 조직에 도전하는 것을 용이

하게 만드는 조건 중 하나였다. 본격적인 대응과 공론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곁에 있는 여성 동료들의 존재와 그들을 통한 연대감은 여성 

경찰관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지쳐 

특별히 저항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사례 27 또한, 함께 분노하고 공감

해주는 여자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이 크다고 말했다. 

불편해가지고 아 저는 고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수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 비하발언 너무- 그리고 남 그 양성평등 시간이 꼭 

있잖아요 그런 성평등 교육과정이 꼭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은 남자들이 막- 싫은 티를 막 ... 

저는 직접 찾아갔었던 거 같애요 제가 맘 맞는 언니들이랑 (사례 9)

근무 6년차 경찰관으로 여경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사례 8은 경찰 조직

에 여경이 적은 상황에 대해 못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파출소에 여

경이 단 한 명뿐인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여성들이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인 

성희롱 센터 이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

이나 연대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말해서 뭐하나 싶죠 그거 참- 여경 선배들이 해 주면 좋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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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전 딱 그- 원하는 게- 여경들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세 

명 정도만 되면 뭔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두 명도 너무 적

고 파출소에 한 세 명이상 (파출소에 세 명 이상이면) 그 정도면 말

할 수 있겠다 (사례 8)

사례 8은 여경 선배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싶지만 조직에서 

충분한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며, 여경채용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현했다. 사례 8과 함께 근무하는 사례 9 또한 여성 경찰을 확

대 채용하는 조직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다. 적어도 “한 30%”, 

“열 명 있다 치면 세 명” 정도면 무언가 말할 수 있겠다는 데에 두 여성 

경찰관 모두 동의하며, 외부적으로 반발은 있겠으나 조직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고 연결망이 뒷받침된다면 그러한 반발에 대해 대응하고 

돌파하는 역할 또한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근무 2년차 경찰관인 사례 24 또한 성별통합모집의 도입과 여경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지지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공고하

게 유지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제한된 직무기회 때문에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험,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관으

로서 여성의 적합함에 대해 여경무용론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많은 말들

이 난무하지만, 그에 따르면 경찰 직무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힘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필요한 능력이 아니며 그나마 중요할 만한 것은 밤

을 새기 위한 체력일 뿐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 직무를 충분히 수행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여성과 경찰이 공존하기 위

한 고민과 논의의 장 자체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례 24는 여경

채용확대가 그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 ‘새판짜기’ 전략 구상에 참여하기: 경찰젠더연구회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만큼, 조직 내 여성 관

리자들을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책무감을 가지고 실제 연대의 장

을 마련하기도 했다. 청년 여성 경찰관들이 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만남은 ‘경찰젠더연구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젠더에 대해 이

야기하거나 서로에게 자원이 되는 연결망이 아니라 ‘고참 여경이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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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던’ 여경 모임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없어졌으나, 여성 경찰관들의 네트

워크 형성을 주도한 사례 2는 젠더를 공부할 수 있는 여성들간의 학술 

모임을 결성했다. 이 새로운 시도 역시 사회적으로 부상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조직 내에서 성평등 정책이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가능했다. 경

찰젠더연구회는 2017년 겨울 여경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경찰개혁위원

회 인권분과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2006년 인사혁신처가 시행, 장려해 온 공무원 조직 연구모임 중 하나인 

젠더연구회는 평소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울 지역 여경 15명이 모

여 현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다.114)

기성세대 여성 경찰관으로서 조직 내에 있는 청년 여성 경찰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끌어내고자 했던 사례 2는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경찰젠더연구회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은 집

단으로 모여 경찰 직무기회 자체가 이미 성별화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임파워링(empowering)을 시도하고 변화를 도모했다. 

‘대림동 여경 사건’이 이슈화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명의로 SNS를 통

해 대한민국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종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 확

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공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115)

앞선 여성경찰관들의 대응전략과 달리 유독 젠더경찰연구회에서 더욱 

이러한 연대와 의식고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이 서로 조직 

내 업무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

게 작용했다.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로 만나 모임을 갖는 이들의 익

명적인 관계는 보다 자유로운 발언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었다. 

경찰젠더연구회에 속한 청년 여성 경찰관들은 동년배가 아닌 다른 연령

대의 여성 경찰관들과의 교류 속에서 구조로서 작동하는 젠더에 의해 조

직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었다. 

사례 17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형사과에 여성이 없는 이유를 묻자 

한 남성 경찰관은 양말도, 속옷도 며칠 빨지 않고 다니는 근무 환경을 

여성 경찰이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 답했다. 형사 부서에서의 직무 기회

는 개인의 위생관념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나, 남성적인 상징과 이

114) 중앙일보. 2019.5.22. ““여경 비하 멈춰달라” 경찰젠더연구회는 어떤 곳”. 편광현 

기자. 

115) 한국일보. 2019.5.21. ““대림동 여경 논란, 잘 대처해서 되레 비난받았다” 주명희 

경정 반박”.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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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여성 경찰의 참여를 배제하는 논거로서 활용되었다. 형사과에서 

2년째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 사례 3은 자신이 직접 근무

하며 느낀 결과, 체력보다는 오히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환경이나 

신고 떨어지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었으며 가장 필요한 역량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팀에- 여경 안 받는다고. 그때 그래서 왜 안 받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우리는 왜 양말도 며

칠, 속옷도 며칠, 안개고 안빨고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 여경이 

그거 견딜 수 있겠어? 서로 불편해... 그래서 너는 형사나 강력팀에 

안 넣는 거라고. (사례 17)

사례 3은 몇 번의 지원 끝에 어렵사리 형사과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

데, 자신은 형사과에서 일하기 위해 수사경과를 받은 후 지원을 계속해

도 배치받기 어려웠으나 남성 경찰은 수사경과가 없어도 배치되곤 했다

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직무에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크다는 

인식이 그러한 보직 배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사례 3은 젠더화된 

분리와 상징이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직무기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 내 형사 보직의 특성과는 별개로, 실

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경찰 조직에 대해 여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에 따르면 성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경에게 이야기하

려 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남경에게 심지어 적대적이며 얘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3은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

는 여경을 피하려 하는 것 같다며, 분명히 해당 부서에 여경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형사 보직에서는 여경을 뽑지 않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기성세대 여성 경찰관인 사례 2 또한 사회적으로 젠더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또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보니 지휘부에서

는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사실 현장에 있는 남경들 사이

에선 여전히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사례 3의 

평가에 동의했다. 연구회에 속한 여성 경찰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의

견을 나누고 함께 문제의식을 벼리고 있었다. 더하여 여성들은 성별통합

채용 제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경 문제’가 아닌 평등권의 문제로 접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통합모집은 여성 비율 증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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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것이고, 그것이 경찰 조직에 건강하게 반영될 것이라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통합모집이 여경확대를 위한 하위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에 따르면 통합모집 도입의 근거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닌 노동기회

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여자도 끼워

달라”는 주장이 기존의 젠더 질서와 남성 중심적 기준에 도전할 수 없음

을 간파한 경찰젠더연구회의 여성 경찰들은, 기준 자체의 변형을 제안하

고 있었다. 이는 남녀의 위계적 구분 하에 이루어지는 시혜적 대우가 아

니라, 같음과 차이의 대립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새 판 짜기’였다.  

차이의 정의를 이론화한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Young(1990)은 분배 

중심으로 이야기된 기존 정의론이 포착하지 못한 바 구조적 억압과 지배

를 문제로 정의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얽힌 문제로 짚었고, 차이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정의론을 주창했다. 영에 따르면 부정의를 교정하는 적

극적 차별시정조치 정책(affirmative action)은 무의식적 혐오와 고정관

념의 결과물이자, 중립성을 표방하는 특권집단의 잘못된 관점이 만든 억

압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44). 하지만 특정 제도 및 실천

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특정 지위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는 분배적 정의가 가지는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젠더 정의를 특권적 지위들이 집단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파악하므로, 제도적 조직과 의사

결정 권력이라는 쟁점을 문제 삼지 못하게 된다(412). 

실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경찰 조직 내 여성할당제를 시행한 프

랑스 경찰의 경우, 그러한 정책이 일시적으로 여경 증원에는 도움이 되

었을 지 몰라도 결국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판단, 1991년에 폐지된 바 있다(박선영, 2019). 이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배상만을 강조하는 적극적 조치의 한계를 마주한 후 나온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젠더 질서 내의 불평등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책 

결정에서도 실천되고 제도 내에도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화된 

젠더의 작동과 권력의 맥락이 변형을 목표로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적극적 조치는 평등을 향한 전략적 의의를 잃기 쉽다. 적극적 조치 시행

의 위험과 전망을 동시에 다루는 이 논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성별 그리고 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 건강, 고용, 정치적 불균형을 해

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도입된 아프리카 가나에서 약 40여년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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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후의 결과와 그 한계를 평가한 Tsikata(2009)의 연구에 따르면, 

섬세하게 계획되어야 하는 적극적 조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되었을 때 마주한 역차별 논란의 시비와 수혜자 여성들에 대한 저평

가, 예산 부족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을 되짚었다. 그에 따르면 적극

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별과 불평등의 전환이라는 

그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적극적 조치의 필요를 만들

어낸 그 오랜 차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할 것과 동시에 적극적 조치 

시행에 대한 사후평가와 정책검토, 통계 작성 등을 통해 이후의 변화 또

한 추적하고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록의 작업 없이 수혜적 접

근으로서 이루어진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실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52). 

여경무용론의 증폭제가 되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적극

적 조치의 한계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결과 발생한 갈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기 시작한지 약 20여년 이래, 조직 

자체에 젠더 관점을 삽입하고 성차별을 시정하는 접근보다는 여성 규모

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주변화

되어  지금과 같은 갈등이 분출된 것이다. 이는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정

의가 마주했던 한계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유성에 대한 명시적 주목과 

표현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시도는 차이를 고려하는 동시에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래서 Young(1990)은 기회의 평등 논의의 기저

에 깔려 있으면서도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제

도 자체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젠더연구회의 여성 경찰

들이 던지는 물음 또한 이와 같다. 중립적인 과학적 척도를 사용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능력 원칙-경찰의 경

우, 대표적으로 신체적 힘-과 그에 기반한 위계적 노동분업 구조의 ‘정

당성’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변형을 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433). 

사례 24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같은 여성

들이 아니라 ‘여성을 뽑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권력과 구조의 문제에서 

차별이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나아가 조직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

제 이러한 생각을 나누거나 저항을 시도하지는 못하는 반면, 경찰젠더연

구회에 소속된 여성 경찰관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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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얻었다. 다만 이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데에는 서로 조직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을지라도 표출하기 힘든 조직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회는 

그만큼 여성들에게 의미가 크다. 

새로운 평등은 여성을 같음에 포섭하고 법·제도상 동등한 권리를 쥐

어주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여성을 차이로 보는 적극적 조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직무 자체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스콧이 차

이의 의미에 대해 던진 질문과도 닿아있다. “어떠한 특성이 비교되고 있

으며, 비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차이의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가?”(Scott, 1999:173) 이러한 질문은 곧 적극적 조치가 기울어져 있는 

조직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어떻게 교정을 시도했고, 어떤 평등을 지향

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성평등을 

위한 조직의 변화는 단순한 여성의 수적 변화와 기계적 평등에 의해 실

현되지 않으며, 젠더화된 조직에서 직무기회의 남성중심성을 간파한 여

성들은 차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조직

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을 요구하고 있었다. 

3)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 

  (1) 젠더 관점이 부재한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조직 변형을 기대하고 직무가치의 재평가를 위한 여성들의 도전은 단

순히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

은 아니다. 경찰 조직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정책과 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지만, 실상 조직 

내 젠더 관계의 재설정은 그 의제에서 전면화되지 못했다. 청년 채용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 경찰들이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사회적으

로는 늘어난 경찰인력에 대한 역할 기대가 커졌지만, 20대 신임경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

업은 불과 6개월 전에야 시작된 상황이다.116) 이러한 가운데 남성중심

116) 출처: 온나라 정책연구<진행연구과제 검색<신임경찰관 문화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찰청 정책연구과제) (2019.12.24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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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에 대한 변화 요구와 문제제기는 예비 경찰관인 교육기관의 교

육생들로부터 먼저 시도되고 있었다. 

사례 27은 교육생이었을 당시 동기들과 함께 여성학 수업의 개설과 

여자 교수의 선발을 계속적으로 건의했다. 젠더 교육이 전무한 교육기관

에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여학생들의 요구는, 시대 상황과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 조직을 보여준다. 사례 27은 젠더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자신에게 한 지도관이 “젠더가 뭡니까?”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온라인 통신매체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통적인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데이트폭력과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대여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

라 이미 2017년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치안과제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젠더 폭력 근절을 제시했지만, 경찰교육기관에는 젠더가 무엇

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을 정도로 젠더 관점 자체가 부재했다. 교육 과정

에 젠더 관점을 기입해달라는 요구가 교육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제기된 

상황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의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학 수업 개설해달라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진짜?) 네 3,4학

년 때 ... 몇 번 얘기 했어요 진짜. 그 여학생 간담회할 때마다 얘기 

했어요 젠더 과목 만들어달라고. 젠더가 뭡니까? (사례 27)

교육생인 사례 21은 같은 인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다며, 교육기관의 환경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이

야기했다. 그는 일반대학에서는 열린 생각, 사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

견을 표출하는 데에 비해, 경찰교육기관에서 법과 판례를 배웠던 자신은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대

해야 할 경찰관이, 정작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법전과 판례를 통해서만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기도 

했다. 사례 21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미니

스트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젠더 교육을 요

구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대응까지는 하지 못했다. 여

성학 수업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여

성학 수업을 듣게 된다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기간에 무지개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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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자는 말을 농담 삼아 하곤 했으나, 그것은 이후 직장 내에서의 

소문을 감수해야 할, ‘미친 척’을 해야만 가능할만한 일로 평가되었다.

(여성학 수업 같은 거 열리면 어떨까?) 너무 좋을 거 같애요. 근데 

약간 그 열리면 듣, 들으면 그 듣는 리스트가 곧 블랙리스트가 될 

거 같애요 (웃음) 학교 안에서 사실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

거든요 그냥 축제 때 무지개 부스 만들자고 (웃음) 미친 척하고 ... 

막 아 그럼 우리 나, 우리 이제 서울청에 다 소문난다고 (사례 21)

  (2) 성희롱 사건의 공론화와 공동 대응

사례 27은 후배 기수에서 일어났던 교육기관 내 성희롱 사건이 공론

화 되는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의 문제제기를 옆에서 지원했고, 함께 대

응했다. 당시 피해 학생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교육생들 내

부에서는 피해자 여성에 대한 거짓 소문과 그를 깎아내리며 다른 내용을 

근거로 그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사건에 대해 듣게 된 사례 27은 

피해자인 여학생을 만나 공론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전적으로 도와주겠

다며 손길을 건넸다. 사례 27은 자신 또한 교육생이었을 때 남녀갈등으

로 포장된 여성혐오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마녀사

냥에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묻어두었던 사건은 이후 오

히려 더 큰 사건으로 돌아왔다. 이 경험으로부터 그는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고 목소리를 내야 함을 깨달았고, 후배 여학생의 성희롱 사건을 

보며 후배는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후회했던 경험은 다른 여성의 피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배경이 되어, 피해의 공론화 과정에서 공동대응을 가능케 했다. 

제가 그 여자애 먼저 불러가지고 너 원하는 게 혹시 있으면 말해

달라 원하는 게 있으면은 만약에 너가 이거를 만약에, 묻고 싶을 수

도 있잖아요, 묻고 싶으면은 내가 조용히 다른 후배들 입단속 시킬 

테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너가 이거를 공

론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은 언니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사례 27)

사례 27은 스스로 자신이 크게 도와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실상 교육기관의 현실과 이후의 근무 현장과 연결되어있는 조건 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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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응 가능성에 있어 어떤 제약을 갖는지를 고려할 때 그 의의는 결

코 작지 않다.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공론화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앞서 

교육생인 사례 16가 이야기했듯 공식적인 교육장에서조차 남성의 역차

별 피해에 대한 주장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용인되었다. 교육기관에서 

지배적인 몰성적 태도는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하기’ 자

체를 어렵게 만든다. 교육기관에서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 6은 자

발적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충격적인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남자 교육생의 절대 자수는 자발

적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고, 성노동자 여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성폭력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의 책임을 묻는 시선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회적 위치에 대한 몰이해는 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구조

적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환원했다. 

남자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냐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자

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예! 한 번 그럼 손 들어

볼까요? 그러면 거의 한 95%가 손들어요. 합법화해야 하고 공창제 

해야 하고. 그럼 스웨덴 아 노르딕 모델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줘

도 ... 명품백 사려고, 또는 자발적으로 놀려는 사람들, 뭐 돈 벌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 때문에 좀- 어려워요 ... 이 관점으로는- 

내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여성이-면 네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잖아, 따라간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냐 (사례 6)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생 개인들의 남성중심적 

사고와 내부 분위기뿐만이 아니다.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자체도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 28은 자신이 교육생이었을 당시 있었던 충격

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교육장에서 그

에 찬성한 한 남학생에게 남성 교수님은 “니 엄마나 니 누나가 그거 한

다고 생각을 해봐라”라는 대답으로 대응했고, 이에 화가 난 학생과 교수

님 간에 박 터지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례 28을 포함한 다른 

교육생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그게 교수가 할 소

리냐”와 같은 입장을 취했고, 교수의 대답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

기했다. 교육생과 교수 간에 벌어진 이 싸움 가운데, 성노동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이 싸움의 당연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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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남겨졌다. 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성평등을 교육하는 시간에서조차 

성노동자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자화된 존재로 남겨졌다. 이 가운데 사회적 위치와 불평등에 대

한 문제의식은 소거되고, 청년 경찰들이 세상을 동등한 개인들의 ‘투명

한’ 공동체로 이해하는 방식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다. 이 가운데 성

희롱 사건의 공론화와 더불어 성평등한 치안의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어떤 남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

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잘못 됐죠 이게 정답

은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어 니 엄마나 니 누나가 그거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그래서 이 남경분께서 지금 그게 교수가 할 소리냐고, 너

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둘이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사례 28)

설사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관으로서의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신분인 교육생들에게 퇴교 조치와 같은 징계 절차가 이루

어지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육담당자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다. 교

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례 4에 따르면, 징계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의 ‘뒷감당’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퇴교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교육기관에

서 근무하는 기성세대 경찰관 사례 5는 청년들이 힘겹게 조직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퇴교 조치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 처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문제 제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경찰교육기관은 모두가 예비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등 경찰 조직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조직과 분리되어 있

는 공간이 아니다. 예비 경찰관인 교육생들에게 있어서 교수, 지도관은  

선배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의 위계 또한 존재한다. 교육기관에

서의 행동은 이후 평생 일해야 할 조직에서의 평판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이미 사회생활이라고 평가되었다. 교육생이었을 당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까봐 두려움을 

느꼈다던 사례 26, 자신이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페미니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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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지를 드러내기 부담스럽다던 사례 13과 눈에 띄는 것을 걱정했던  

사례 14의 모습은 젠더 관점이 부재한 교육기관의 현실을 보여준다. 

후배 여학생의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에서 자신이 크게 도와준 것이 없

는 것 같다는 사례 27의 말 또한 별다른 자원을 가지지 못한 교육기관 

내 여성들의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고, 지도관들 또한 남성화되어 있어 신뢰와 연

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교육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피해 당사자

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젠더 관점이 없더라도 믿을만한 여자 교수 한 

명조차 부재했던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 전반에 있어 상담을 해주거나 

음식을 사주고, 선배님과의 연결을 시도했던 그의 대응은 그가 할 수 있

는 전부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자원 없는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선배님이랑 연결시켜줄려 하고 그냥 그 그랬던 정도 ... ◊◊◊ 교

수님이라도 계셨으면은, 그 분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으시고 좀 

믿을 만한 여성 멘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 지도교수

들도 다 완전 마초화 (웃음) 된 사람들이어가지고 ... 그 정도 되는 

교수님만 있었더라도 애들이 좀 의지할 데가 있었을 텐데 (사례 27) 

교육기관에서만 유독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니다. 실제 근

무 현장에서도 여성 경찰들의 공식적 문제제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피해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

뷰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피해를 겪었으나 공론화 등의 대응은 하지 못

했다. 마찬가지로 피해 경험을 가진 사례 8의 경우, 고발 대신 도망을 

택했다. 사례 8은 형사과 근무를 희망하는 편지를 쓸 정도로 열의를 가

진 경찰관이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형사과에서 근무하며 성희롱을 당했

다. 당시 팀 내의 분위기는 피해자 여성이 이해해야 한다는 식이었기 때

문에 그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고, 신고 과정에서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례 8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여경기동대로 도망을 갔다. 

저도 도망 ... 저는 고발을 못 하고 온 거죠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성희롱 같은 그런 ... 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많이 심하게 안하는데 그 중에도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주고 이

런 사람들이 한두 분은 계셨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출장가고 

하고 이러면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제가 뭐 어떻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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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대고 아 이렇게 하지 마

세요 하면 또 그 출장 분위기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사례 8)

하지만 문제제기 자체에 제약이 가해지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힘든 가

운데에도 여성들은 함께 문제의식을 나누고 지지하며,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사례 8이 도망친 곳은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경기동대였고, 그는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들을 

만났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가운데에는 사례 9처럼 잘 참는 성격이 아

닌 개인적 성향 때문에 고발한 이후 도피처를 찾아 여경기동대 근무에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 그와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대신 도망을 온 경우

도 있었다. 사례 8은 자신의 피해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발을 잘 하는 성격이라던 사례 9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도 있었

겠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것은 페미니즘의 영

향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을 경유하여 

차별에 대한 언어와 감수성을 갖게 된 상황에서 구조적 차별과 피해에 

대해 청년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문제의식을 별렀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경기동대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 경찰들은 언니들

로부터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는 일종의 노하우를 학습하기도 했다. 사례 

25의 경우, 교육생이었을 당시 군대를 안간 여자라서 일찍 합격한 것이

라 비꼰 후 아는 여경이 있으면 좋으니 아는 척을 하겠다는 남성 경찰에

게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상황을 불편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자신은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지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기동대에서 만난 언니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꼭 한 마디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만약 자신이었다면 “아는 척해서 

좋을 거 없을 걸요. 저 개또라이거든요”라고 말했을 거라 이야기하는 언

니도 있었다며 사례 25는 웃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지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성들과의 이러한 만남은 여성 경찰에게 

큰 응원이자 지지가 되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자기 신뢰로 이어졌다.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죠? (웃음) 아무래도. 뭐 다시 

살아남아보려고 할 거 같아요 ... 지구대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웃

음) 버둥버둥 하겠죠 (사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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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관들은 경비부서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대개 다시 

지구대로 배치 받게 된다. 지구대에서의 민생치안 업무가 싫은 것은 아

니지만 그 공간의 남성중심적인 구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했던 그는, 그래도 돌아간다면 다시 열심히 살아남아보겠다고 말했

다. 사례 25는 자신의 여성됨을 인지하게 된 지구대 근무 기간 동안 스

스로 위축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성들만의 직무 경험을 통해 

주변 여성 경찰들로부터 느낀 연대감은 그에게 “버둥버둥” 노력하면서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다. 

4. 소결

청년 여성들은 성별과 무관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기대하거나, 

그나마 성평등한 직업인 공무원을 기대하며 경찰이 되었으나 남성중심적

인 경찰 조직에서 주변화된 지위만을 가진 채 성별직무분리를 경험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

평등 정책이 경찰의 성별분리 채용 제도 폐지로 이어지면서, 여성 경찰

관은 공무원 일자리 문제, 남성성의 위기, 페미니즘 부상이 교차하는 지

점에서 격발한 갈등의 중심에서 주목받았고 여경무용론까지 대두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 여성 경찰관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치는가? 여성

들의 대응은 균질적이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한 기대, 차별의 경험, 페미

니즘 이해, 능력주의에 대한 지지 등 상황적 조건과 가용한 자원에 따라 

이들의 대응 전략은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차별의 타격으로부터 다소 안전한 공무원 직업을 기대하고 경

찰이 된 여성들의 경우 남성중심적 직무 가치를 수용한 채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축소하거나 회피했고, 일부는 문제에 대한 진단보다 이직이

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조직 내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문제의식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거나 일부러 문제의식과 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조직에 남기를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의 

변화를 포기하고 소소한 삶을 영위하고자 불완전한 경찰관으로 간주되는 

여성됨을 수용하고 조직에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해 여경확대정책에 대한 회의감과 우

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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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능력을 입증하고자 쉽지 않은 노력을 통해 각개전투를 이어갔

다. 나아가 여성 경찰의 양적 증가와 체력시험에서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통해 성차를 제거하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조직, 여성이자 경찰로 살아가기 위해 

조직의 ‘변형’을 꾀하는 여성 경찰들의 도전 또한 포착되었다. 이 여성들

은 경찰의 직무 가치와 성별에 따른 평가 기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신체적 힘 등 남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두는 경

찰 직무 가치를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 업무와 치안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여성 경찰들은,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감하는 역할에 대

해 성별고정관념을 떠나 경찰관 일반에 요구되는 능력이자 스스로의 직

무 역량으로 이해했다. 이 청년 여성 경찰들은 여성됨과 경찰됨의 공존

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찰관으로서 동료들과 상생하기 위해 근무 

현장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했고, 직무의식을 가진 경찰관

의 선발을 지지하고 있기도 했다. 성별직무분리의 공간인 여경기동대에

서 근무하면서 역설적으로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쌓고 페미니즘을 접

할 기회를 얻은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여경기동대

는 구조적 변형을 꾀하는 저항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셋째, 조직의 변형을 위한 여성들의 차이의 정치는 개인의 일상과 여

성 집단, 조직 내 제도변화의 다양한 수준에서 실제 변화를 시도하는 모

습으로도 나타났다. 성평등한 조직을 지향하는 여성들은 불평등한 상황

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일지라도 일상을 재조직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시

도했다. 이와 같은 도전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확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같은 여성 경찰들과의 네트워크를 경험한 여성들은 여성 

간 연결망 형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조직의 여경채용확대 정책을 지지

했다. 성별직무분리의 현장인 여경기동대에서 역설적인 의식고양의 기회

를 얻어 지지와 연대를 경험하고 이것이 문제의식을 벼르는 모습으로 이

어진 여성들도 있었다. 청년 여성들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책무를 가

진 여성 관리자가 마련한 경찰젠더연구회라는 소통의 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제의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제도화를 요

구한 여성들도 있었다. 젠더 관점이 부재한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는 교

육생들로부터 먼저 요구되었고, 피해 발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대하며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론화와 공동대응을 시도한 청년 여성들도 있었다. 



- 143 -

제5장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이 격발하는 경찰 조직에 주목

하고, 청년들의 유입 이후 젠더화된 조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를 탐구했다. 특히 청년 여성 경찰관의 대응을 조직의 남성중심성에 균

열을 가하는 힘으로 보아, 성평등을 위한 페미니스트들의 변형 전략에 

기반하여 이 여성들이 조직의 변형을 꾀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관찰했으

다. 청년들의 ‘젠더갈등’은 젠더화된 조직에서 새로운 성별직무분리와 여

성 배제로 이어지고 있었고, 청년 여성들은 균질하지 않은 방식으로 현

실을 이해하며 그에 상이한 전략을 통해 대응했다. 경찰의 젠더 질서는 

균열과 지속이 교차하는 장이자,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젠더화된 조직의 

변형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안전 감각의 확장에 따라 경찰이 요구받은 직무 수행

의 변화를 개괄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방식으

로 경찰 직무 모델이 확장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찰 조직으로 유입되었다.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대상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자 경찰은 여성 안전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채용 확대가 견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맡겨진 피해자 보호 업무는 여성화되었고,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가 나타났다. 더하여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성 채용 비율이 확대되고 성별분리 채

용 제도의 폐지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

이 격화되며 여성 경찰의 직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담론이 등장했다.

3장에서는 생존주의와 능력주의를 수용하고 경찰 조직으로 유입된 지

금의 청년들이 이해하는 경찰 직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라 구성되는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의 양상을 분석했다. 많은 청년들이 프레카리아트

로서 낮은 직무 의식을 가지고 승진, 수당 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선호

의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청년 남성들은 신체적 힘을 직무 능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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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합리화하며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남성중심적 기준을 전제

로 한 공정을 요구했다.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자 등

장한 ‘펜스룰’은 여성 경찰관이 조직으로 포섭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배제의 기제로서 나타났다. 청년 남성 경찰관이 실천하는 젠더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를 지속시

키며 기왕의 조직 논리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위계를 구성했고, 여

성 경찰관의 주변화된 지위는 재생산되고 있었다. 

4장에서는 이 가운데 청년 여성 경찰관들이 성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따라 각자 고군분투하며 취하고 있는 이질적인 대응 전략들을 살

펴보았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대를 가지고 경찰이 된 여성들은 젠더

에 대한 문제의식을 회피하고 조직의 남성중심성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정을 기대하며 경찰이 된 

여성들은 성차를 제거함으로써 획득되는 같음으로서의 평등을 추구하고 

능력주의를 통한 변화를 그리기도 했다. 한편 페미니즘을 접한 여성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두는 경찰 직무 모델과 능력 평가 기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구조적 변형을 통한 평등을 모색했다. 이 여성들은 여성됨과 경

찰됨이 공존하는 경찰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했고, 단순한 성차의 인정

을 넘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일상을 재조직하거나 집단으로서 연

대하며 연결망을 구축하고,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찰되기로부터 젠더화된 조직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청년 여성이 경찰 조직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가운데 

젠더화된 조직의 지속과 균열이 경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경찰 직무에 대한 남성적 모델이 부각되는 사회적 상황

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여성 경찰의 신체적 취약함을 강조하는 담론이 

부상하는 배경 이면에서 벌어지는 젠더를 둘러싼 청년들의 갈등 그리고 

이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의 양상이다. 페미니스트 

조직 연구와 성평등 전략에 대한 페미니즘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균열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밑바탕이 

된다. 조직에서 나타나는 균열이 마침내 성평등을 향한 조직의 변형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기성세대 경찰관

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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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본 연구에서 경찰은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힘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화된 조직의 양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쟁점을 시사한다. 

첫째로, 조직의 젠더화된 작동원리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사회적 맥락

에 따라 변모한다. 조직을 구성하는 젠더는 시대의 물질적·문화적 조건

들과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경찰은 남성성

을 중심으로 강고하게 구축된 조직으로 그려졌고(Loftus, 2010), 고용 

평등을 위한 조치와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한 여성 경찰

관들이 여전히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Silvestri, 2007; 

Loftus, 2010). 하지만 조직 내 성별직무분리는 새로운 양상으로 여성의 

위치를 구조화하고 있었다. 청년들로부터 촉발된 공정성 중심의 평등 논

쟁은 젠더를 누락시키며 안전 문제를 매개로 페미니즘의 부상으로 이어

졌으나, 그와 동시에 남성중심적인 경찰 조직의 변화에 있어 포문을 열

었다. 조직 차원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지금, 차이와 평등에 대한 논제의 재론이 필요하다. 청년 남성들로부터 

나타나는 공정과 평등에 대한 몰성적 인식은 나아가 경찰관으로서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성폭력 피해자 외에 일반 시민을 대하고 치안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이해로의 확장을 막는 요인이 된다. 이는 변형

(transformation)을 통한 새로운 성평등 전략이 필요한 논거가 된다.  

둘째로,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실제 젠더화된 조직의 변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 따라 직무 가치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으로 새로이 진입한 청년 여성들의 직무 경험이 젠더와 얽혀 

구성되는 모습을 분석한 본 연구는 조직 내 여성 비율 확대와 관리직에

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가 그 자체로 성평등을 증진시키지 않으며, 변화

를 위해 남성중심성을 극복한 직무가치의 재정의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

평등 전략으로서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체적 힘을 위시

한 남성중심적 기준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제는 경찰조직에서만 나

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성을 배제하

는 논리는 비단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적용되고 있다

(Reskin & Roos, 1990). 실제로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모터카·철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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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운전 분야117), 2017년 가스안전공사118), 2018년 KB국민은행의 신

입 행원119), 2019년에는 서울 메트로120) 등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은 해당 업무의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 투입에 적절하지 않

음을 이유로 탈락했다. 마찬가지로 젠더화된 경찰 조직은 지금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지했던 성별분리 채용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

는 경찰 조직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으며, 동시에 

젠더화된 조직의 변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한 사례가 됨을 보여준다.  

셋째로, 변형을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의 물질적 여건 

과 동시에 젠더를 실천하는 행위자들로부터의 인식 변화 또한 요구된다. 

청년 남성 경찰관들은 여전히 남성성을 조직 내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의 직무 참여를 배제하는 젠더 실천을 보이고 있었으나, 모든 청년 

남성들이 직무에 대한 몰성적 이해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통적 남성성을 거부하며 새로이 남성성을 협상하는 과정 

중에 있는 청년 남성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에게 성별의 무게

를 덜어줄 가능성을 내포하며 동시에 이전의 가부장적 질서가 아닌 평등

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질서에서 나타나는 균열을 의미 있는 

정치로 견인할 잠재적 에너지를 가진다(추지현, 2019b). 이 힘을 젠더 

평등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

의 치안 패러다임은 고전적 모델인 범죄투사에서 공동체 치안을 거쳐, 

이제 법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통해 갈등해결 과정의 공정성을 추구하

는 절차적 정의(Tyler, 2003)의 도입을 향하고 있다. 젠더화된 경찰 조

직을 재구조화는 지금/여기에서 요청되고 있으며, 청년 경찰의 등장으로 

젠더 질서의 지속과 균열이 교차하는 조직은 ‘젠더갈등’의 격전지인 동

시에 변형의 가능태(dynamis)다. 단순히 조직의 남성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젠더 구조화의 양상을 포착하는 작업과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기반으로 조직에 개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117) 중앙일보. 2019.11.10.  “"女 힘든 일" 한마디에…점수 바꾼 면접관, 1등 떨어뜨렸

다”. 이가영 기자. 

118) 한겨레. 2017.9.27. ““여성은 안돼”... 가스안전공사 면접 점수 조작해 여성 지원자 

탈락시켜”. 오윤주 기자. 

119) SBS뉴스. 2018.3.22. “"여자 많으면 곤란해"…국민은행, 남성 지원자 점수만 올린 

이유는?”. 송욱 기자. 

120) 경향신문. 2019.9.30. ““여성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전원 탈락시킨 서울메트로””. 최

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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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olice organization where conflicts 

among young people surrounding gender are raging and explored how 

the gendered organization appears after the influx of young 

generation. While the discourse devaluing female police officers’ job 

competency has emerged around the young, this study focused on 

different understandings about police organization and different 

strategies for dealing with inequality of young female police officers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they understand themselves 

as a police officer and perform their duties, and to whether this 

gender-unequal organization can chang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xamines the shape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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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s at the new turning point and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by looking at gender dynamic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age of neo-liberalism, the police shifted the security 

paradigm from the classic crime-fighter model through two  

frameworks: the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prevention of 

security. The increased hiring of female police officers was driven 

by growing social needs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 and calls for 

criminal victims protection.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feminism 

and gender equality policies in the police force in earnest, police 

organization is changing dramatically with the expansion of the ratio 

of female recruitment and promotion and the abolition of the 

gender-separated recruitment system which lasted 74 years.

Gender conflict escalated among young generation, men who 

became police officers gave up the orientation to hegemonic 

masculinity but still practiced gender with masculinity as a resource  

and demanded women to meet male-centered job competency 

standards. Job segregation by gender is being continued through 

gender-blind meritocracy and gendered assessment of job 

competency. 

Among them, young female police officers responding to reality 

were taking different strategies based on their different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Some attempts to avoid the 

awareness of the gender problem and adapt to the 

male-centeredness of the organization, or attempts to achieve 

equality as equals by eliminating gender differences resulted in 

accordance with the male-centered job value of the organization. 

Gender-conscious women, on the other hand, questioned 

male-centered work practices and drew up the transformation for 

organization where differences were not discriminated against. From 

this young women’s becoming a female police officer, a crack in the 

gendered organization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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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ealed that in police organization, the continuance of 

gender order and the rift are intersecting. The operating principles 

of an organization should be read as a process that changes 

according to social context rather than simply a ubiquity of 

masculinity.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affirmative actions 

accumulated in Korean police organization did not lead to 

transformation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suggests that it is 

strategically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ow job values were set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before those system was introduced. 

Furthermore young people's perception of fairness requires a 

strategy of transformation in that it presents limitations in law 

enforcement as a police offic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urning 

the energy of young men who reject patriarchal order and negotiated 

masculinity into an engine to restructure police organization. 

keywords : Police, gendered organization, job segregation by 

gender, young generation, female police officer,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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