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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연고주의가 경찰 고위직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31일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108명

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11개 

반기에 대한 연고 정보 등을 조사하여 1,188개의 관측치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승진 여부는 종속변수로, 출신지⋅출신대학⋅입직 경로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는 독립변수로, 시간⋅계급⋅소

속 관서⋅담당업무⋅성과점수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는 승진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앞서 수립한 연구모형에 따라 합동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찰 고위직의 출신지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나 경찰청장과 일치하면 승진에 유리하다고 해석되었다. 이는 경찰조

직에 지연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고주의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조사하지

않고, 치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경찰 고위직의 연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찰 고위직의 승진 여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소속 부서의 성과점수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패널데이터를 횡단면으로 

분석하였으며, 도구 변수를 발견하지 못해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요어 : 연고주의, 경찰 고위직, 승진,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학  번 : 2018-2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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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면서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연고주의는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적 병폐와 관련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는 연고주의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기반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조은경⋅이정주, 2006). 즉 연고주의에 따라 형성된 연고 

집단은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을 배제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연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인원이 유입되지 않아 부패에 취약하며, 결국 

낮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일차적 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시하여 일상생활에 드러내는 문화적 경향을 의미한다(이종수, 2009). 

연고주의는 개인의 실력과 절차 공정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주로 연고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임희섭, 1988; 이재혁⋅박준식, 2000; 조은경⋅이정주, 2006;

전오진⋅남상화, 2009). 이에 따르면 연고주의는 구조적 부패를 유발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저해하며, 각종 사회적 비용을 늘려서 효율성을 

낮추는 등 폐해가 많다.

한편 공직사회에서 연고주의는 주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직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및 인사청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인사행정에서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원칙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국경제, 2002. 12. 26).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특정한 연고 집단이 경찰 내 

독주체제를 이루려고 한다며 경찰조직의 연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 2 -

하였다(KBS, 2007. 10. 19).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총경(4급) 이상 

경찰 간부 중에서 20.8%를 차지하는 경찰대학 출신들을 지적한 것이라

고 해석하였다(조선일보, 2007. 10. 20).

경찰은 다른 공공조직보다 인사행정, 특히 승진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편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계급구조와 상명하복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상명하복 원칙을 따르므로, 높은 계

급으로의 승진은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경찰은 계급

이 순경(9급)부터 치안총감(차관급)까지 11단계로 9단계인 일반직 공무

원보다 두 직급이 많아 승진이 더 오래 걸리고, 계급구조가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파른 첨탑형이므로 조직 내 승진

적체 현상이 뚜렷하다(황성원⋅권용수, 2009). 또한, 입직 경로가 고시 

특채, 경찰대학, 간부후보, 순경공채, 이외에 각종 특채로 매우 다양하고 

입직 경로에 따라 승진에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

찰에는 인사에 관한 잡음이 많은 것이다.

또한, 경정(5급) 이상의 경찰 간부는 계급정년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더욱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형적인 인력분포로 인해 승진의 기회는 매우 적어 그만큼 갈등이 많다. 

때로 경찰 고위직은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2018년엔 

한 고위직 경찰이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연합뉴스, 2018. 11. 29). 이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윗선의 정

무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승진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실적

과 업무 강도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분위

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이므로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 안팎으로 불만 

없이 대다수가 인정하는 인사를 실천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는 출신지나 입직 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리를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문화가 있어 더욱 그렇다(머니투데이, 2019. 1. 9). 이런 관행은 형식적 

균형 인사를 통하여 출신 배경에 따른 위화감을 완화하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실적이 좋거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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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높아도 승진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가 객관적인 실적

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때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강욱⋅김석범⋅백창현⋅강선, 2015). 경찰은 국민의 생명, 안

전,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때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개인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결과를 중시하는 실적주의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에 실제로 연고주의가 존재하는가? 만약 연고주의 요소가 

경찰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경찰에 연고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면 경찰에 연고주의

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연고주의가 경찰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조직에 연고주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대표관료제1) 관점에서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는 고위직 수준에서 인구 구성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김상호, 2006). 즉 하위직뿐만 아니라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수집단 비율이 낮아져 소수집단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Reeves, 1972; Nigro, 

1976). 하위공무원은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1) 대표관료제는 Kingsley(1944)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그동안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종합하자면 계층, 성별, 지역, 인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수를 반영한 인구 비율대로 공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오석홍(1994)은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 관료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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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미가 있지만(Lipsky, 1980), 이들은 고위직이 결정한 정책에 

상당 부분 예속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무원에 

관한 대표성 문제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다(김혁, 2002).

둘째,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의 출신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등 

연고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면,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다. 연고 정보를 실제 수집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

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다만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으로 일정 수준 용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정보가 집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아니면 말이다. 고위공무원은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주요한 책임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이름, 소속, 직위와 같이 

비교적 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과정상 투명성과 책임

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2013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

기관의 주요직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반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

고, 고위직의 출신지, 출신대학, 인사이동과 같은 개인정보는 대형언론사 

인물검색 서비스나 지역신문 기사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앞선 이유로 본 연구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은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현직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109명 중,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까지 인사 기록이 불분명한 1명을 제외한 108명이다. 연구를 위해 조선

일보와 중앙일보의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사혁신처의 ‘중앙행정

기관 주요직위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출신지,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와 반기별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머지 자

료는 지역신문, 인터넷 기사, 동창회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였다.2)

2) 특히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은 총경 때 대다수 어느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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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우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연고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고주의를 실증적

으로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방법론적 한계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앞선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기초

로 경찰조직의 연고주의가 고위직 경찰관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세우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경

무관(3급) 이상 경찰 고위직의 연고 정보, 보직 경로, 재직 기간 등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때, 통계 패키지는 STATA 12를 사용하였다.

부임하는데, 해당 지역의 신문사에서 지역관서장인 경찰서장의 부임 소식과 

연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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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연고주의

1. 연고주의의 의의

한국에서 연고주의는 ‘빽(background)’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로 엮인 

비공식적인 연결망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매우 뿌리 깊이 구조화된 특징”이다(유석춘⋅장미혜⋅김태은,

2000, p. 90). 사회적으로 연고주의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사

회에는 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연고주의를 단순히 유행이 지난 패러다임이나 전근대적 경향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서인석⋅강국진, 2018).

지금까지 연고주의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고주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첫째,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으

로 연고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사성에 기초한 연고에 

따라 서로 연결된 사람들을 편향적으로 대하는 경향(한규석, 1989), 혈

연, 학연, 지연 등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 행동 양식(이종한, 1994), 연고 관계를 중심으로 행위와 의사결정

을 하는 성향(유팔무, 1996), 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고 정도에 따라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는 관행(박경서⋅안대민⋅이은정, 2008) 등이 있다.

둘째,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연고주의에 접근한 연구도 있다. 

김용학(1996)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개인들이 거래 

과정상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혈연, 학연, 지연 등 같은 연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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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자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김용학, 1996). 이처럼 개인이 사적인 

연결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 또는 법과 같은 공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

하지 않아 신뢰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개인은 공적 제도보다 사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배타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협력 및 경쟁

하게 된다(이재혁⋅박준식, 2000).

셋째, 연고 집단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한 관점도 존재한다. 유석춘 외

(2001)에 따르면, 연고주의는 행동의 자원을 지원받고 개인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연고 집단을 활용하는 문화적 경향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인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이기주의를 억제하며 공동체적 책임

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박기관⋅이상임(2011)은 연고

주의를 사회에서 맺은 연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내적 귀속성과 외적 배타성을 보이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아래 <표 1>은 연고주의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 내용

한규석(1989) 연고로 연결된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 편향성

이종한(1994)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결고리를 토대로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 행동 양식의 한 유형

유팔무(1996) 연고성을 기준으로 행위와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

김용학(1996)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결망을 형성·활용하는 성질

이재혁 외(2000) 배타적 이익을 위해 사적 연결망을 통해 경쟁·협력하는 패턴

유석춘 외(2001)
개인에게 행위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개인의 지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연고 집단을 형성하는 동아시아적 문화

박경서 외(2008) 조직의 인적 구성에 능력보다 연고가 더 반영되는 관행

박기관 외(2011)
사회에서 맺은 연을 매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적 귀속성과 외적 배타성을 보이는 성향

이종수(2009) 일차적 관계를 우선시하여 일상에 드러내는 문화적 경향

이상임(2015)
자원, 권력,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이 드러난 
이해집단의 연고를 배경으로 형성된 수단

권인석(2015) 과거의 연고를 다른 사회관계보다 중시하는 한국적 경향

<표 1> 연고주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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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고주의라는 용어와 합치되어 온전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최누리⋅이성준⋅김중화, 2018). 이와 

관련하여 권인석(2011)은 연고주의가 과거의 연고로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ascription(귀착)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하였고, 최누리 외

(2018)는 연고주의가 nepotism(족벌주의)과 cronyism(정실주의)을 모

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연고주의의 개념은 외국의 용

례와 다른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권인석, 2011).

종합하자면, 연고주의란 인간관계에서 연고(緣故)를 다른 사회적 관계

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같은 연고인 사람끼리 폐쇄적인 연결망을 형성

하여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때 연고는 과거의 경험 

등으로부터 맺어진 사회적 인연이므로 연고주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연고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즉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한

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였지만(한규석, 1989), 

강신표(1986)의 주장처럼 사람 사이의 공통된 속성에 따라 형성된 집단

이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 속성은 연고가 될 수 있다(한규석, 

1989에서 재인용). 또한, 연고는 과거에 형성된 다양한 인연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대표적인 인연 

외에 다른 인연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2. 연고주의의 기능

현대사회에서 연고주의는 전근대적인 행동 양식이자 없어져야 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된다. 연고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주로 연고

주의의 부정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임희섭, 1988; 문석남, 

1989; 이재혁⋅박준식, 2000; 조은경⋅이정주, 2006; 전오진⋅남상화, 

2009). 이에 따르면 연고주의적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인연을 

공유하는 연고 집단을 형성한다. 연고 집단은 그 집단에 소속된 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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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애하고,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을 배척하고 차별한다. 이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연고주의는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연고주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으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김용학(1996)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 개념을 통해 연고주의 등 사적 

연결망이 발달하고 존속하는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나 

법과 같은 공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부족한 경우 사적 연결망

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장기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와 같은 사

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거래 비용, 즉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제도보다 사적 연결망이 더 

큰 신뢰를 받는다면, 사적 연결망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아 발달하게 된다

는 것이다.

앞서 연고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관점은 연고주의가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전근대적 개념이므로 개선

해야 한다고 본다. 연고주의는 연결망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을 차별

하고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등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도 연고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유석춘 외, 2000). 

이에 따르면 연고주의는 구성원이 연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하고, 이기적인 개인을 도덕적으로 통제하며,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등 현대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

서 유석춘 외(2000)는 비록 연고주의가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일지라도 

연고주의는 현대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주장한다.

3. 선행 실증연구 검토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연고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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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더라도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오경훈, 2012; 서인석⋅강국진, 2018). 여기에선 

연고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증연구 위주로 살펴보았다. 다만 

연고주의는 개인의 출신 배경과 연관될 수밖에 없으므로, 출신 배경에 

관한 실증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1) 연고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첫째, 원숙연(2001)은 상관의 지역주의 성향이 부하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3급에서 7급까지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동향 집

단에서는 상관의 지역주의 성향이 부하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으나 비(非) 동향 집단에서는 영향력이 컸다. 이는 상관과 부하가 

동향 관계가 아닌 경우 부하의 출신 지역에 따라 상관의 평가와 신뢰가 

왜곡되어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박경서 외(2008)는 한국기업에 연고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003 회계연도부터 2006 회계연도까지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재무⋅회계 자료가 이용 가능한 기업 

1,828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연고지수(cronyism 

index)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최고경영자(회장, 부회장, 

사장)와 연고(출신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가 같은 임원의 비율로 측정

되었다. 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같은 임원들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아서 국내 기업 내 연고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고, 출신 대학교보다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연고주의가 더 영향력이 

있었으며, 회계연도에 따라 연고주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박기관⋅이상임(2011)은 공공조직에서 연고주의와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때, 연고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직연(職緣)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조직 효과성은 직무 만족

과 조직 몰입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문화는 경쟁 가치



- 11 -

모형에 따라 발전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로 구분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총 252부의 설문

지를 분석한 결과 연고주의는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연고주의와 조직 효과성 사이에 조직문화가 매개변수로서 기능하였다. 

이는 조직 외부의 연고주의가 조직 내 구성원의 행태나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오경훈(2012)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연고주의와 인사 공정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때 연고주의는 지연과 학연 집단의 영향력을 인지

하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설문 조사한 705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고주의는 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수도권에서 연고주의는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

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연이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학연이 조직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오경훈(2012)은 비수도권

이 지역적 동질감과 결속력이 높아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해석하였다.

다섯째, 홍정화⋅최창현⋅조용현(2012)은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연고

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8명을 연구 대상

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출신 지역, 출신학교, 소속당 정보를 수집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결과, 지연(고등학교)

에 대해선 전주고(민주당)와 대구경북고(한나라당) 출신이 많았고, 학연

(대학교)에 대해선 고려대, 연세대, 방통대가 우세하였다.

여섯째, 이상임(2015)은 조직 내 연고주의 행태가 개인 간 경쟁 또는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충주시 기초자치단체 직원과 

농업협동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총 257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학연이, 농협은 직연이 

경쟁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두 조직 모두 연고주의 행태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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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서인석⋅강국진(2018)은 개인의 연고가 직위 동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행태를 조사한 

기존 연구와 달리, 2018년 2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33명의 실제 고향, 대학, 학과를 조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연구 대상의 단일 특성을 변수화한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들 

간의 관계성을 변수화하여 직위 동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런 

관계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다중

회귀분석 결과, 고향 변수는 단일변수일 때 직위 동일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대학과 학과 변수는 어느 경우에서나 직위 동일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학과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아래 <표 2>는 연고주의에 관한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 연구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결과

원숙연
(2001)

중앙정부
공무원

상관의
지역주의 성향

부하에 대한
상관의 신뢰

· 동향 관계: 큼
· 비동향 관계: 작음

박경서 외
(2008)

국내 상장
기업 임원

출신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연고지수

· 연고주의 실재
· 대학교 < 고등학교

박기관 외
(2011)

기초단체
일선 관료

연고주의에
대한 태도

조직 효과성
· 연고주의(+)
·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오경훈
(2012)

광역단체
공무원

지연·학연 조직 효과성
· 수도권: 영향 없음
· 비수도권: 地(+), 學(-)

홍정화 외
(2012)

’10. 6. 2.
지방선거 
당선자

지연·학연
연고주의
연결망

형성 여부

· 지연: 전주고, 대구경북고
· 학연: 고대, 연대, 방통대

이상임
(2015)

기초단체,
농협조합

직원
연고주의 행태

갈등 · 영향 없음

경쟁
· 기초단체: 학연(+)
· 농협조합: 직연(+)

서인국 외
(2018)

기재부
고위공무원

고향·대학·학과 직위 연결망 · 대학(+) < 학과(+)

<표 2> 연고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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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연고주의에 대한 행태, 인식 또는 태도를 설문 

조사한 연구이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개인의 생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연고주의 정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떠도는 소문, 개인의 경험, 

소수의 사례 등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연구 대상들의 실제 연고 정보를 조사하고 그 특성이나 관계성을 변수로 

처리하여 통계 분석한 연구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대상들의 연고에 

관한 실제 정보가 포함되어 사실의 왜곡 가능성이 작지만,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연고 정보를 변수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출신 배경에 관한 실증연구

연고주의는 개인의 출신 배경과 관련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출신 배경을 실제로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

상들 간의 변수 관계만을 살펴본 서인석⋅강국진(2018)의 연구와 달리, 

아래 연구들은 연구 대상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하상묵(1994)은 공무원의 출신 배경에 따라 인사행정에 차별이 

있다는 가정하에 출신 배경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 7월 경제기획원 등 6개 중앙부처 소속의 1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 203명 전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대학전공, 5급 입직 방법, 승진 시점, 재직 기간 등의 정보를 수집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의 

출신 배경이 승진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고, 출신 배경에 따라 

승진에 차별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둘째, 김흥로⋅안문석(2004)은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 기획예산처 등 

4개 핵심경제부처의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 중 1975년에서 1991년 사

이에 사무관으로 임용한 35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승진 소요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출신지, 출신대학교, 최초 임용 형태, 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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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등을 환경적 요인으로 묶고, 청와대 재직 여부, 보직 이동 횟수, 

소속 기관을 정책적 요인으로 묶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4급까지 승진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신지, 출신대학, 승진 

시 대통령 출신지, 청와대 재직 여부, 소속 기관으로 나타났지만, 고위직 

공무원인 3급이 된 이후에는 승진 시 대통령의 출신지 이외에는 어떤 

변수도 승진 소요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

해 김흥로⋅안문석(2004)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출신 지역 안배 등 인

사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김흥로(2005)는 김흥로⋅안문석(2004)의 연구를 발전시켜 환

경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승진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보직 경로 

변수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와 같은 연구 대상 

중에서 별정직 5명을 제외한 35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환경적 요인에는 출신지, 출신대학교, 출신 부처, 성별 등이 

포함되고, 정책적 요인에는 청와대 재직 여부, 보직 이동 횟수, 최초 임

용 형태, 5급 입직 연도, 해외 유학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매개변수인 

보직 경로는 요직에서의 재직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요직에

서의 재직 기간에는 출신 부처, 청와대 재직 여부, 보직 이동 횟수가 영향

을 미쳤으나, 4급에서 1급까지의 승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

직에서의 재직 기간은 승진 소요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승진 소요 기간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장관의 출신 배경과의 일

치 여부 및 출신 부처였고, 정책적 요인은 청와대 재직 여부였다.

넷째, 김민규(2016)는 경찰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찰관 26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출신지, 입직 

경로, 소속, 담당업무를 독립변수로, 승진 여부와 승진 소요 기간을 종속

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출신지와 담당

업무 변수는 승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입직 경로와 소

속 변수는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3>은 

출신 배경에 관한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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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결과

하상묵
(1994)

중앙부처
1~3급 관료

출신 배경
승진

소요 기간
· 영향 없음

김흥로 외
(2004)

핵심경제부처
1~4급 관료

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승진
소요 기간

· 4급: 영향 있음
· 3급↑: 대통령 출신지 외

영향 없음

김흥로
(2005)

핵심경제부처
1~4급 관료

(별정직 제외)

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승진
소요 기간

· 장관 출신 배경 일치(-)
· 출신 부처 재무부(-)
· 청와대 재직 경험(-)

김민규
(2016)

99년~15년
경무관 승진

경찰관

출신지,
입직 경로,
소속, 업무

승진 여부
· 고시 특채 입직(+)
· 경찰청 소속(+)

승진
소요 기간

· 고시 특채 입직(-)
· 경찰청 소속(-)

<표 3> 출신 배경에 관한 실증연구 정리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실증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연고주의에 관

한 태도보다는 연구 대상들의 실제 연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의 개별 특성과 타인과의 연고 관계를 모두 

고려하였다.

제 2 절 경찰조직의 특성

1. 계급체계

한국 경찰공무원은 제주자치경찰단을 제외하고 국가경찰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 하위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3) 이렇게

3)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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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같은 일부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지정한 것은, “담당 직무가 특

수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복무규율⋅정년⋅보수체계⋅신분 보장 등에

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

재구⋅최근열, 2014, p.225). 이런 이유로 경찰은 계급제도를 채택하여 

계급별로 직무 난이도와 보수 차원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계급이 올라

갈수록 더 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경찰은 엄격한 계급제도를 통해 

대규모 조직에 대한 지휘통솔과 장악, 그리고 상황전파가 신속하고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장 낮은 

순경부터 가장 높은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로 변환하면 <표 4>와 같다.

계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직급 차관급 1급 2급 3급

인원 1 6 27 63

계급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직급 4급 5급 6급(갑) 6급(을)

인원 539 2,609 8,622 16,062

계급 경사 경장 순경 -

직급 7급 8급 9급 -

인원 25,049 31,000 34,673

<표 4> 경찰계급별 직급 및 인원 현황

  ※ 계급별 인원은 2018. 12. 31. 기준으로 ‘현원’에 해당(사이버경찰청)

경찰계급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의 계급은 총 11개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

무원으로 나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1급에서 9급까지의 직급이 있고 직군과 직렬에 따라 

직위가 분류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검사, 경찰관, 소방관 등 특수 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보다 직업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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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1급부터 9급까지 9개의 직급으로 구성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급체계가 더 복잡하다.4) 둘째, 경찰의 계급구조는 계급이 올라가면서 

비율이 완만히 줄어들다가 6급부터 급속히 감소하는 가파른 첨탑형을 

띤다. 이는 다른 조직의 직급구조와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 

<표 5>는 경찰청, 국세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현원 비율을 정

리한 것이고(인사혁신처, 2019), <그림 1>은 조직별 직급구조를 비교

한 이다(경찰청, 2019). 이를 살펴보면 경찰의 계급구조가 가파른 첨탑 

모양을 띠는 데 반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국세청의 직급구조는 하위직

과 고위직의 비율이 낮고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종 모양을 띤다. 이

를 통해 경찰은 경위(6급) 때부터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가

파르게 감소하여 승진적체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현기(2004)는 끝없는 승진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

에서 경찰조직의 기형적인 계급구조가 인사 등에서 비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구분 3급 4급 5급 6급(갑) 6급(을) 7급 8급 9급

경찰청 0.05 0.45 2.20 7.27 13.54 21.12 26.13 29.23 

국세청 0.09 1.49 5.46 21.98 34.64 22.96 13.38 

국가일반직 0.60 4.64 11.40 23.62 32.33 17.87 9.54 

<표 5> 직급별 현원 비율

  ※ 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하고,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만 고려함.

  ※ 직급별 인원은 2018. 12. 31. 기준으로 현원에 해당함, 단위: %

4) 엄밀하게 경찰의 수장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이므로 일반직 공무원의 9단계 직

급체계와 바로 비교할 수 없고, 일반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을 포함

했을 때 경찰의 계급은 일반 부처의 직급보다 1개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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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직별 직급구조 비교

  ※ 경찰청에서 배포한 2019 경찰백서 p.400 그림을 재구성한 것

2. 승진제도

승진(昇進)이란 낮은 계급(직급)에서 높은 계급(직급)으로의 수직적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진 후 개인은 이전보다 더 곤란한 

직무를 맡고 더 큰 책임을 부담하면서 더 많은 권한과 급여를 받게 된다

(강성철 외, 2014). 승진은 상위 계급에서 발생한 결원을 조직 내부에서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본인의 업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를, 조직에는 동기 부여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김렬⋅권영주⋅유근환⋅이정훈, 2004). 보통 

대부분 공무원이 승진을 추구할 테지만, 경찰에게 더 높은 계급으로의 

승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강욱 외, 2015). 경찰은 엄격한 상명

하복 원칙에 따라 지휘통솔이 이루어지므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우가 급격히 좋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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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

임용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 경찰이 승진하기 위해

서는 계급별로 서로 다른 최저 근무연수를 충족해야 한다. 총경은 4년 

이상, 경정과 경감은 3년 이상, 경위와 경사는 2년 이상, 그리고 경장과 

순경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다음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승

진임용규정 제5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사람은 징계 의결 요구된 자, 

징계처분 받은 자, 직위 해제된 자, 휴직 또는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등이다(동 규정 제6조). 정리하자면, 승진 최저 근무연수를 채우고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경찰 승진의 유형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 승진이 있다. 

심사승진은 승진 후보자의 근무성적평정(65%), 경력평정(35%), 가점평

정(2%)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승진 대상자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시험승진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점수를 일정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승진임용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특별승진은 경찰행정 발전 기여, 무장공비 

검거 또는 사살, 중범죄자 검거 등과 같은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근속 승진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재직자를 승진시키는 방법이고, 계급별로 근속 승진

의 최저 근무연수가 상이하다. 순경은 4년 이상, 경장은 5년 이상, 경사

는 6년 6개월 이상, 경위는 10년 이상 근무를 계속할 때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아래 <표 6>은 승진 유형별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을 정리

한 것이다. 심사승진으로는 경무관까지, 시험승진으로는 경정까지, 특별

승진으로는 치안정감까지, 근속 승진으로는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다.

구분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 승진

대상자 총경 이하 경감 이하 치안감 이하 경위 이하

계급 범위 경무관까지 경정까지 치안정감까지 경감까지

<표 6> 승진 유형별 대상자 및 계급 범위



- 20 -

특별승진을 통해 치안정감까지 승진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는 많지 

않다.5) 실질적으로 치안감 이상으로의 승진은 ‘지명인사 승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명인사 승진은 직전 계급의 모든 경찰관에 대해 작성된 

지명심사 대상자 명부를 보고 대통령이 지명하여 이루어진다(조철옥, 

2012). 이렇게 특수한 방법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치안감 이상의 

경찰지휘관은 행정공무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신현기 외, 2012). 

김민규(2016)는 치안감 이상 승진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으나, 지

명심사 대상자 명부는 승진심사위원회 없이 경찰청장의 추천에 따라 작

성된다고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법6) 제6조 제1항에서 “경찰

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칙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경에서 

경무관으로의 승진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

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경무관으로의 승진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치안

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의 승진은 지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험승진은 과정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심사승진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심사승진의 5배수

에 들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근무성적평정이 개인 

능력보다 연공서열이나 경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조경호, 

5)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년 1년 전까지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전투, 대간첩작전, 그밖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3호).

6)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12호, 2014. 12. 30., 일부

개정]을 의미한다. 2017. 7. 26. 정부조직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들어갔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

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는 문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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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박천오, 2012), 5배수에 들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진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매년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김상호, 2006). 또한, 

지명인사 승진은 기관장인 경찰청장이 누구를 승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심사 또는 지명승진은 시험승진보다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3. 계급정년

경찰공무원은 연령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다. 

계급정년 제도는 자칫 침체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군인, 소방, 경찰 등 일부 공직에만 도입되어 

있다(신현기 외, 2012). 계급별로 치안감은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

24조 제1항). 징계로 인해 강등되면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최고 계급

을 기준으로 하고(동법 동조 제2항), 경찰청장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

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경무관 이상

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경 이하는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이 시작되고, 경정 정원(2,607명)은 바

로 위 계급인 총경 정원(539명)의 약 5배이다. 따라서 계급정년에 걸려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지 않기 위해 경정끼리의 승진 경

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 출신 윤재옥 국회의원은 

과도한 승진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계급정년

이 연장되면 인사 적체 현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많

은 상황이다(KBS,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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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경찰조직과 기능

1) 경찰청의 조직구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국가 치안에 관한 전반적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조직은 <그림 2>와 같이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8국 9관 31과 17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찰청의 

부속기관에는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4개의 교육기관과 경찰병원 1개의 책임 운영기관이 있다. 경찰청은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여 치안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각 거점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찰서 산하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두어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표 7>과 

같이 2018. 12. 31. 기준으로 전국에는 경찰청 1개, 지방경찰청 17개, 

경찰서 255개, 지구대 582개, 파출소 1,433개가 있다.

<그림 2> 경찰청(본청) 조직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2. 27.]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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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개수 1 17 255 582 1,433

<표 7> 전국 경찰관서의 수

  ※ ’18. 12. 31. 기준, 사이버경찰청 검색, 단위: 개

2) 지방경찰청의 조직구조

다음으로 각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경찰청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은 약 천만 명 서울시민의 치안을 

담당하여 치안 수요가 많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지방경찰청과 달리 경무부, 생활안전부,

수사부, 교통지도부, 경비부, 정보관리부, 보안부 7개의 부로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 3>은 2018. 12. 31.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도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기타 지방경찰청의 조직구조는 크게 

차장 제도를 도입했는지, 부장 제도를 채택했는지, 부장은 몇 명인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차장이 있는 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와 제주 2개

인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부장제를 채택하고 있고(유형 I), 제주지

방경찰청은 부장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유형 II). 차장이 없는 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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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은 15개이며, 부산과 인천 2개의 지방경찰청은 3부장제를 채택하고 

있고(유형 III), 광주, 대구, 대전 등 13개의 지방경찰청은 2부장제를 채택

하고 있다(유형 IV). <표 8>은 전국 지방경찰청 17개를 차장과 부장의 

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형 차장 부장 해당 지방청

I 1명 3명 1개(경기남부)

II 1명 0명 1개(제주)

III 0명 3명 2개(부산, 인천)

IV 0명 2명
13개(광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기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표 8> 전국 지방경찰청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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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기능

경찰의 기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발생한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것이다(조철옥, 2012). 전통적으로 경찰의 기능은 경

무·감사,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보안으로 분류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치안 수요가 다원화되면서, 경찰 기능은 점차 분화되었다. 

특히 <그림 2>를 살펴보면, 경찰청의 각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청이 경찰조직의 최고 관청으로서 치안에 관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빠르게 조직을 개편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청

의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는 <표 9>와 같다.

부서 담당업무

대변인 대국민 홍보, 언론 대응, 온라인 소통, 브리핑 지원 등

기획조정관 행정 개선, 주요 정책 기획, 조직관리, 예산, 법무 등

경무인사기획관 전반 행정, 회계, 인사관리,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감사관 감찰, 감사, 인권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등

정보화장비정책관 정보통신 관련 계획 수립, 시설·장비 관리, 보안 등

과학수사관리관 과학수사, 범죄감식, 증거분석, 범죄기록 수집 등

생활안전국 범죄예방,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성범죄 수사 등

수사국 발생 범죄 수사, 범죄통계, 수사자료 분석 등

수사기획관 수사업무의 조정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예방, 사이버범죄 수사, 전자적 증거분석 등

교통국 도로 교통, 운전면허,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조사 등

경비국 집회·시위관리, 대테러, 경찰부대, 경호, 항공 등

대테러위기관리관 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

정보국 치안 정보와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등

정보심의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

보안국 북한이탈주민, 간첩, 좌익사범, 보안관찰 등

외사국 외국인범죄 수사, 국제 협력 등

<표 9> 경찰청 부서별 담당업무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2. 27.]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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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경찰의 성과평가 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라고 

명명되었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성과평가를 통해 객

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며,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치안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함이다(김창호, 2009; 강욱 외, 2015). 도입 초기 치안종합성과

평가는 공정하지 않고 현장에 부담을 준다는 등 지적이 많았으나, 결과에 

대한 수용도와 공감대 향상을 위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경찰청, 2015).

특히 2016년에는 외부전문가의 컨설팅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일선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업무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경찰청, 2016).

치안종합성과평가는 크게 경찰관서와 각 관서에 소속된 부서를 평가하

는 ‘조직평가’와 개인의 노력도와 성과 기여도를 측정하는 ‘개인평가’로 

나누어진다. 조직평가는 같은 위계의 조직끼리 비교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에 S등급(20%), A등급(40%), B등급(30%), C등급(10%)을 

부여한다. 개인평가는 같은 계급의 직원끼리 비교하여 개인에게 4단계의 

성과등급을 부여하는데 경정 계급 이상에는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을, 경감 계급 이하에는 S등급(20%), A등급

(40%), B등급(30%), C등급(10%)을 부여한다.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는 성과상여금, 심사승진, 우수조직 포상 등에 활용된다(경찰청, 2018).

조직평가 중에서 관서평가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부서평가는 관서 소속의 과, 계, 팀 

등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방경찰청에 

대한 성과평가만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연 1회 

성과평가를 받고,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이나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2018년 평가항목은 성과과제(70%), 치안만족도(20%), 인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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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도(10%), 지휘관 가점(2점)이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성

과과제는 13개 기능에 대해 6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치안만

족도는 치안고객만족도(10%)와 체감안전도(10%)로 구성되며, 인권수준

향상도는 인권교육이수율(5%), 인권위 권고 수용도(2.5%),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 예방 사례(2.5%)로 구성된다(경찰청, 2018).

기능 지표명 기능 지표명

민생치안 과제 사회안정 과제

생활안전
(11개)

1.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경비
(5개)

36. 집회시위 대응 노력도

2.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37. 집회시위 보장 노력도

3. 공동체 치안 활동 38. 의무경찰 관리실태
4. 성폭행 미검률 39. 현장부대 위기 활동 역량평가
5. 탄력순찰 활동 노력

40. 위기관리 활동 역량
6. 지문 등 사전등록률

정보
(5개)

41. 정책자료 활용도
7.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42. 상황정보 활용도
8. 지역경찰 내부역량 제고

43. 정보활동 기여도9.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44. 범죄첩보 활용도10. 112허위신고 근절 활동

45. 신원조사 정확도11. 112신고 대응역량 평가

수사
(11개)

12. 강력범죄 검거율

보안
(5개)

46.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검거 활동

13. 주요 기획수사 검거 활동 47. 사이버안보 수사 활동

14. 조직폭력배 단속·검거 활동 48.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

15.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 49. 보안첩보 수집 활동

16. 주요사건 수사 활동 성과 50. 탈북민 범죄예방 및 정착 지원
17. 지명수배(통보)자 검거지수

외사
(4개)

51. 국제범죄 등 수사 활동
18. 경제팀 수사역량 강화 활동 52. 외사 첩보 수집 실적
19. 주요범죄 피해품 회수율

53. 다문화 치안 활동 평가
20. 수사 주체성 확보 노력도

54. 외사 치안정책 추진 노력도
21. 마약류 범죄 검거율

현장지원 과제
22. 중요 범죄첩보 발굴 비율

경무
(3개)

55. 정부 정책 협력도

교통
(7개)

2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56. 교육 이수율24.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57. 현장경찰관 건강관리 지원실적25. 교통범죄수사팀 운영성과

대변인
(4개)

58. 정책홍보 활동26. 교통조사 현장치안력 제고 노력도

27. 교통안전시설 개선 59. 언론 보도 오보대응 활동

28. 교통 과태료 징수 활동 60. 온라인 소통·이슈대응 활동

29. 돌발교통정보 활성화 노력도 61.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사이버
수사
(2개)

30.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감사
(4개)

62. 청렴도 평가 결과
31. 사이버안전 기여도

63. 공감받는 감찰 활동 추진성과
32. 사이버첩보 수집 활동

64. 피해자 지원율33. 증거분석 신속도
65. 피해자 보호 노력도과학수사

(2개)

34. 사건 해결 기여 과학수사 역량

정보화 66. 정보화장비 업무 활동35. 과학수사 활동률

<표 10> 2018년 지방청 성과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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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경찰의 승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연고주의 요소 중 혈연은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에 경찰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직 경로를 연고

주의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출신지, 출

신대학, 입직 경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계급, 시간, 성별, 소속 관서, 담당업무, 성과점수, 보직 경로, 

계급 재직 기간, 집권 여당에 따른 지역 편향으로, 종속변수는 승진 여

부로 설정하였다. 한편 개인의 업무능력, 실적, 평판 등과 같은 능력주의 

요소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제외하였고, 근무성적평정점수는 비

공개 인사자료라 구할 수 없어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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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 승진 여부

연고주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것은 

대상자가 실제 승진했는지다.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심사 또는 지명을 

통하여 승진할 수밖에 없는데, 심사승진과 지명승진 모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기준이 있더라도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경찰 고위직이 승진하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연고주의 변수에 따

라 승진 여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해당 연고주의 

변수는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승진 여

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출신지

공직사회의 대표성 및 인사행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관료의 출신 

지역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박경효, 1993; 양형일⋅이태영, 1993; 

하상묵, 1994; 김상호, 2006; 민병익, 2006; 서인석 외, 2018). 관료의 

출신 지역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연고주의 풍토와 지역 차별 관행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하상묵, 1994). 

오늘날 공직사회에서는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출신지는 무시할 수 없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출신지가 승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출신지는 언론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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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신지는 <표 11>과 같이 경인, 충청, 호

남, 영남,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설명 구분 설명

경인 서울, 인천, 경기
영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충청 대전, 충남, 충북

기타 강원, 제주
호남 광주, 전남, 전북

<표 11> 출신지 변수의 구분 및 설명

개인의 출신지가 승진 여부에 영향을 주면, 그 출신지가 인사권자 

또는 기관장의 출신지와 일치하는지도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의 출신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일치

하는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7) 장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기관

장인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2) 출신대학

공무원의 출신대학도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태권(1990)은 

공무원의 출신 대학교를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출신의 과다 대표성을 지

적하면서, 학연을 중시하는 풍토로 출신대학이 인사행정에 영향을 미쳤

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하상묵(1994)은 관료의 출신 배경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출신대학은 승진 소요 기간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과에도 후속 연구는 출신 대학 

7) 행정안전부는 국가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거 여러 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행정

안전부’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안전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2014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행정자치부’로, 2017년 국민

안전처를 통합하면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두산백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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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데(김흥로⋅안문석, 2004; 김흥로, 2005; 

서인석 외, 2018), 이는 학벌이나 학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

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출신 대학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다. 공직사회에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경찰

조직에는 서울대 출신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경찰 고위직이 

거의 없다. 대신 경찰 고위직에는 전통적으로 간부후보 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과 1980년에 개교한 이후 매년 

약 120명씩8) 경찰 초급 간부를 양성한 경찰대학 출신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출신대학 변수는 <표 12>와 같이 서·연·고, 

동국대학교, 서울 내 대학, 경찰대학, 기타 지방대학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설명

서울

서·연·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출신

서울 내 대학 기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지방
경찰대학 국립경찰대학 출신

기타 지방대학 기타 지방 소재 대학 출신

<표 12> 출신대학 변수의 구분 및 설명

  출신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출신대학이 인사권자 또는 기관장과 

일치하는지가 승진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출신대학이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3>, <표 14>, <표 15>는 2013년 이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임기와 출신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8)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20명을 선발하여 교육하다가 2015년 입학생

부터는 선발 인원이 100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입학생부터는 1학년 때 

50명을 선발한 후 3학년 때 편입생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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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대학

18대 대통령 박근혜 2013.2.25.~2017.3.10.9) 영남 대구 서강대

19대 대통령 문재인 2017.5.10.~현재까지 영남 거제 경희대

<표 13> 2013년 이후 대통령의 임기와 출신 배경

구분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대학

안행부 1대 유정복 2013.3.13.~2014.3.6. 경인 인천 연세대

안행부 2대 강병규 2014.4.2.~2014.7.15. 영남 의성 고려대

안행부 3대 정종섭 2014.7.16.~2014.11.18. 영남 경주 서울대

행자부 1대 정종섭 2014.11.19.~2016.1.12. 영남 경주 서울대

행자부 2대 홍윤식 2016.1.13.~2017.6.16. 강원 강릉 서울대

행자부 3대 김부겸 2017.6.16.~2017.7.25. 영남 상주 서울대

행안부 1대 김부겸 2017.7.26.~2019.4.5. 영남 상주 서울대

<표 14> 2013년 이후 장관의 임기와 출신 배경

구분 이름 임기10)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경로)

18대 청장 이성한 2013.3.29.~2014.8.23. 경인 서울
동국대

(경찰간부)

19대 청장 강신명 2014.8.25.~2016.8.23. 영남 합천
경찰대

(경찰대학)

20대 청장 이철성 2016.8.24.~2018.6.29. 경인 수원
국민대

(경찰간부)

21대 청장 민갑룡 2018.7.24.~현재까지 호남 영암
경찰대

(경찰대학)

<표 15> 2013년 이후 경찰청장의 임기와 출신 배경

9) 본 연구에서는 2017년 3월 10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의 대통령 공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대통령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10) 임기 사이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임기 시작 시점을 취임한 날짜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 전임자가 퇴직해도 취임할 수 없다.



- 33 -

3) 입직 경로

김상호(2006)는 우리나라에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고위직 경찰관의 

대표성을 측정할 땐 입직 경로를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경찰이 다양한 입직 경로를 두고 있고, 입직 경로마다 처음 

시작하는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크게 5가지 채용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경정으로 임용되는 고시 특별채용,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과 경찰 간부후보 공개채용, 순경으로 임용되는 순경 공개채용, 

그리고 경위 이하로 임용되는 기타 특별채용이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임용하는 변호사 특별채용이 시작되었지만, 본 

연구는 2019년 상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승진을 위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충족할 때마다 바로 승진하여도 입직 계급인 경감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기 위해선 최소 10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1) 입직 

경로 변수는 <표 16>과 같이 순경,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로 

구분하였다.

구분 설명 입직 계급

공개채용

순경 경찰 일반공채 출신 순경

간부후보 경찰 간부후보 출신 경위

경찰대학 국립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특별채용
고시 사법·행정·외무고시 출신 경정

기타 항공·외사·보안 등 경력자 경위 이하

<표 16> 입직 경로 변수의 구분 및 설명

11) 경감 3년, 경정 3년, 총경 4년 이상 재직 시 승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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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계급

본 연구는 총경부터 치안총감까지의 승진을 한꺼번에 고려하기 위해 

‘계급별’ 승진 여부 대신에 승진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인원과 승진 건수가 감소하므로, 계급 변수는 승진 여부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계급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고, 계급 변수는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구분

하였다.

2) 소속 관서

경찰공무원의 보직은 크게 소속과 직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이라는 보직은 경찰청 소속과 기관장 직위로 구성된다.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은 109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보직을 가진다. 만약 보직을 소속과 직위로 나누지 않는다면 

109개의 보직을 변수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직을 소속과 직위로 나누고, 소속 관서는 청 단위로 <표 17>과 같이 

경찰청, 서울청, 기타 지방청, 기타 관서로 구분하였다.

구분 설명

경찰청 경찰청 하위부서 및 T/F팀(부속기관, 지방청 제외)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 소속 하위부서, 경찰서, 기동단, 직할대

기타 지방경찰청 기타 지방청 소속 하위부서, 경찰서, 기동단, 직할대

기타 관서 경찰청 부속기관, 해외주재관, 국외연수, 파견 등

<표 17> 소속 관서 변수의 구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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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업무(기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직은 소속과 직위로 이루어진다. 이때 직위를 

보고 담당업무를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은

경무⋅감사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과장은 생활안전 기능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찰은 여러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에서 

경찰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그 기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담당업무에 따라 승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담당업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찰의 담당업무

에 대한 구분과 설명은 <표 18>과 같다.

구분 설명

경무·감사 경무, 인사, 교육, 기획조정, 장비, 홍보, 청문, 감사

생활안전 범죄예방, 생활질서, 여성청소년, 성폭력

수사 수사, 형사, 범죄정보, 사이버안전

경비 경비, 위기관리, 대테러, 경호, 항공

교통 교통기획, 교통안전, 교통운영

정보·보안 정보, 보안, 외사

기타 미분류 기능

<표 18> 담당업무 변수의 구분 및 설명

4) 성과점수

공직사회에서 실적주의가 강조되면서, 성과점수가 공무원 개인의 승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때 성과점수는 개인의 근무

성적평정 또는 개인이 소속된 부서의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아니라 

청(廳) 단위의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로 설정하였다. 성과점수 변수는 

관서가 경찰청인 경우와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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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은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주관하는 ‘치안종합성

과평가’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직 내 상급 기관이 없으므로, 외부 상급 기관인 국무

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하였다. 정부 업무평가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정리하면, 성과점수 변수는 연구 대상이 소속된 청 단위 

관서의 해당 연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경찰청) 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지방청, 부속기관)를 의미한다. 이때 성과평가는 연말에 이루어지므

로 하반기 성과점수는 청 단위 소속 관서의 성과평가 결과이지만, 상반기 

성과점수는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전년도 

소속 관서의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입력하였다. 가령 2017년 하반기 

서울청 소속이고 2018년 상반기에는 경기남부청 소속이라면, 2018년 상

반기 성과점수는 2017년 하반기 서울청의 성과평가 결과로 보았다.

5) 보직 경로(보직별 승진 빈도)

어느 조직에서나 경험적으로 승진이 잘 된다고 알려진 자리가 있고, 

승진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김흥로(2005)

는 보직을 승진예정자리(요직), 중간자리, 초임자리(한직)로 구분하여12)

요직 재직 기간을 보직 경로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보직별 승진 빈도(횟수)를 보직

경로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위 기간 중 승진이 내정된 12번의 정기

인사 내용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 범위를 설정한 것은, 연구 

범위인 2013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보직은 한 반기 앞선 

정기인사 때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 권력 등에 따라 승진이 

잘 되는 요직이 있을 텐데, 조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시대적 효과를 

12) 김흥로(2005)는 승진예정자리를 승진하여 유출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보직, 중간자리를 승진 없이 수평적으로 유입⋅유출되는 보직, 초임자리를 

직전 직급에서 승진하여 유입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보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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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최근의 시대적 배경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19>는 조사한 승진임용 내정 일자를 정리한 것이다.

내정계급
2013년 정기인사 2014년 정기인사 2015년 정기인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치안총감 13.03.15. 없음 14.08.06. 없음 없음 없음

치안정감 13.03.29. 13.12.03. 14.08.29. 14.12.01. 없음 15.12.22.

치안감 13.04.05. 13.12.24. 14.08.29. 14.12.01. 15.09.30. 15.12.22.

경무관 없음 14.01.09. 없음 14.12.17. 없음 15.12.23.

내정계급
2016년 정기인사 2017년 정기인사 2018년 정기인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치안총감 16.07.28. 없음 없음 없음 18.06.15. 없음

치안정감 16.09.19. 16.11.28. 17.07.26. 17.12.08. 18.07.25. 18.11.29.

치안감 16.09.19. 16.11.28. 17.07.28. 17.12.08. 18.07.26. 18.11.29.

경무관 없음 16.12.05. 없음 17.12.18. 없음 18.12.13.

<표 19> 경찰 고위직 승진임용 내정 날짜

6) 해당 계급 재직 기간

경찰은 최저 근무연수가 지나야 승진할 수 있고, 고위직은 해당 계급

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승진이 비교적 잘 되는 시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총경은 해당 계급에서 최소 4년을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부여되지만, 보통 8년 차 총경이 경무관으로 잘 승진한다(김민규,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계급 재직 기간이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

리라 생각하여,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7) 성별

공직사회의 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 관리직의 과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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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여성 공무원이 체감하는 인사상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권경득, 

2000; 김혁, 2004; 박수경, 2013). 이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

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양적 대표성이 확보되었지만, 실

제로 정책이 형성되는 고위 관리직에는 여성이 부족하여 질적 대표성이 

낮다고 한다. 또한, 승진이나 부서 배치 등 인사 차원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경찰은 조직 내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05년 ‘여경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매일경제, 2005. 2. 24). 매년 

채용 인원의 10%에서 20%까지를 여성 경찰관으로 충원한 결과 2017년 

12월 말 여경이 전체 경찰관의 10.9%를 차지하여 여경 점유율 10% 목

표를 달성하였다(경찰청, 2018). 하지만 총경(4급) 이상의 여성 경찰관 

현황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경(4급) 

이상 경찰관 674명 중 여성은 단 15명으로 2.22%에 불과하다. 이는 같

은 시기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8,093명 중 여성이 1,186명으로 

14.65%를 차지하는 것(인사혁신처, 2019)과 대조된다. 아래의 <표 

20>은 계급별 여성 경찰관 인원 현황과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이하

전체(명) 1 6 28 74 565 2,632 9,640 107,502

여성(명) 0 0 1 0 14 134 615 12,818

비율(%) 0.00 0.00 3.57 0.00 2.48 5.09 6.38 11.92

<표 20> 계급별 여성 경찰관 인원 현황 및 비율

  ※ 위 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통계자료를 변용한 것임.

  ※ 2018. 12. 31. 기준,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렇게 고위직 여성 경찰관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성별 변수가 연구

에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김민규, 2016), 오히려 여성이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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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때문에 경찰 고위직의 승진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욱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성

별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8) 집권 여당에 따른 지역 편향

현대 정치에서 지역감정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보수와 진보 정당은 각각 지역별 지지기반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

수 정당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정당은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집권 여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를 우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에 따른 지역 

편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9) 시간

본 연구는 2019년 상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연구 대상과 관련된 

변수 정보를 수집하였다. 해당 시점마다 여러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시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

였다. 시간 변수는 <표 21>과 같이 11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일 구분 기준일

2016년 상반기 ’16. 3. 31.

2013년 하반기 ’13. 9. 30. 2016년 하반기 ’16. 9. 30.

2014년 상반기 ’14. 3. 31. 2017년 상반기 ’17. 3. 31.

2014년 하반기 ’14. 9. 30. 2017년 하반기 ’17. 9. 30.

2015년 상반기 ’15. 3. 31. 2018년 상반기 ’18. 3. 31.

2015년 하반기 ’15. 9. 30. 2018년 하반기 ’18. 9. 30.

<표 21> 시간 변수의 구분 및 기준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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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연고주의와 승진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고위직 경찰관의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에 따라 승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고주의는 타인의 연고가 본인의 연고와 같은지를 중심으로 형성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연고가 연구 대상의 연고와 같은지를 고려하여, 이들과의 연고 관계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각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경찰 고위직의 출신지는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출신지가 대통령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1-2. 출신지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1-3. 출신지가 경찰청장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가설 1]은 연고주의 요소 중에서 출신지에 따라 승진에 차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의 출신 지역이 

인사권자나 기관장 등과 같으면 지연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가정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고 

있다(하상묵, 1994; 김흥로, 2005; 김민규, 2016). 즉 여러 실증연구 결

과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 지역이 대통령 등과 같은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출신의 관료가 전체뿐만 아니라 고위직도 과다 대표되어 있다

는 연구(박경효, 1993; 양형일⋅이태영, 1993; 하상묵, 1994,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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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를 고려하면, [가설 1]은 단순히 배격하기보다는 여러 번 통계적

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설 1]을 설정하

였다.

[가설 2] 경찰 고위직의 출신대학은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출신대학이 대통령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2-2. 출신대학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2-3. 출신대학이 경찰청장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가설 2]는 학연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로, 경찰 고위직

의 출신대학이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같은지에 따라 승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정한 가설이다. 하태권(1990)은 

공직사회에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비대화 현상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전통적으로 학연을 중시하였다는 점, 서울대 출신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이 많다는 점, 이들은 공무원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승진 등에 “학연에 따른 정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p.107).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출신대학에 따라 승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3] 경찰 고위직의 입직 경로는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 입직 경로가 경찰청장과 같은 경찰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승진이 더 잘 될 것이다.

[가설 3]은 입직 경로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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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 경로에 따라 입직 계급이 상이하고, 입직 경로가 같은 공무원끼리 

파벌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직 경로에 따라 승진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4년 8월 최초로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청장이 

탄생하였고, 2019년 상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에서 63.3%가 

경찰대학 출신인 등 경찰 내에서 경찰대학 출신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김민규(2016)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입직 경로에 따라 치안감, 치안

정감 승진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고시 출신이 다른 구성원보다 

치안감과 치안정감으로 더 잘 승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설 3]을 설

정하였다.

제 4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무관 계급 이상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대상을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는 고위직 수준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상호, 2006). 만약 조직에서 일부 연고 집단이 고위직을 독점한다면, 

조직 내 불만이 증가하고 결속력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다(김상호. 2006). 또한, 경무관 이상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정보를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없고, 수집하더라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은 2019년 3월 31일 재직 중인 경무관 

이상 경찰관 109명 중 2013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인사 기

록이 불분명한 1명을 제외한 108명이다. 계급별 인원은 <표 22>와 같이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6명, 치안감 28명, 경무관 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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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직급 차관급 1급 2급 3급

총원 1명 6명 28명 73명

<표 22> 연구 대상의 계급별 분류

2. 자료수집 방법

우선 유명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들의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인물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신빙성이 

높고 자료 업데이트가 빠른 조선일보 인물 정보를 중점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현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제공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중앙일보 인물 정보를 활용하였다. 그

래도 자료가 부족하면 인터넷 지역신문, 동창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

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반기별 보직 경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사혁신처가 제

공하는 ‘국가주요직위명부’를 통해 조사하였다. 국가주요직위명부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과장급과 본부 서기관 이상 재직자의 직위 

등을 취합한 자료이다. 상반기 인사자료는 매년 3월 31일, 하반기 인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다만 해외 또는 다른 부처로 파견 

가는 경우 국가주요직위명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에는

언론사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비교 

검토하며 자료를 보충하였다.

한편 보직별 승진 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해 

‘연도별 승진임용 내정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청 단위 성과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포털에서 ‘연도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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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처리 방법

1) 출신지

출신지 변수는 경인 1, 충청 2, 호남 3, 영남 4, 기타 5로 분류하였다. 

광역 행정상 우리나라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

시, 1개의 특별자치도, 8개의 도로 구성되나, 위와 같이 지역을 분류한 

것은 표본 수가 적은 지역이 있어 정확한 교차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출신지와 개인의 출신지와 

일치하는지는 일치 1, 불일치 0으로 코딩하였다.

2) 출신대학

출신대학 변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1, 동국대 2, 서울 내 대학 3, 

경찰대학 4, 기타 지방대학 5로 분류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캠퍼

스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내 대학으로 분류

하였다. 이외에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출신대학과 일치하

는지는 일치 1, 불일치 0으로 코딩하였다.

3) 입직 경로

입직 경로는 순경공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 중 순경공채 출신인 경찰 고위직이 단 1명이

라 순경공채 집단을 기타 집단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입직 경로 변

수는 고시 1, 경찰대학 2, 간부후보 3, 기타 4로 분류하였다. 또한, 경찰

청장의 입직 경로와 일치하는지는 일치 1, 불일치 0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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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급

계급 변수는 총경 1, 경무관 2, 치안감 3, 치안정감 4, 치안총감 5로 

분류하였다.

5) 소속 관서

소속 관서 변수는 경찰청 1, 서울지방경찰청 2, 기타 지방경찰청 3, 

기타 관서 4로 분류하였다.

6) 담당업무(기능)

담당업무 변수는 <표 18>에 따라 분류하려고 했으나, 변수가 너무 

복잡해져 일부 기능을 통합하였다. 일부 경찰관서는 치안 수요가 적은 

기능끼리 통합하여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담당업무 변수는 

경무·감사 1, 생활안전 2, 수사 3, 경비·교통 4, 정보·보안 5, 기타 6으로 

분류하였다(김민규, 2016).

7) 성과점수

성과점수 변수는 지방청과 부속기관의 경우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주

관하는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따라 4단계의 등급을 받게 되고, S등급 4, 

A등급 3, B등급 2, C등급 1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이 주관하는 정부 업무평가에 따라 3단계의 등급을 받게 되며, 우수 4, 

보통 2.5, 미흡 1로 코딩하였다.

8) 집권 여당에 따른 지역 편향

보수 정당이 집권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영남 출신이, 진보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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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호남 출신이 유리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여당의 우대 지역에 해당하면 1, 해당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9) 보직 경로(보직별 승진 빈도)

보직 경로 변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보직별 승진 빈도

로 정의하였다. <표 23>은 총경급 보직의 승진 빈도를 정리한 것으로, 

승진 빈도가 가장 높은 직위는 서울청 경비1과장이었다.

횟수 소속 직위

5회 서울청 경비1과장

4회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서울청 경무과장, 인사교육과장

3회
경찰청 감찰담당관, 보안1과장, 홍보담당관

서울청 수사과장, 정보2과장, 청문감사담당관

2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경무담당관, 경비과장, 교통안전과장, 

범죄예방정책과장, 복지정책담당관, 사이버범죄대응과장, 

외사기획과장, 정보2과장, 정보3과장, 정보4과장, 형사과장

서울청
101부단장, 교통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보1과장,
형사과장, 홍보담당관

전남청 정보과장

1회

경찰청

감사담당관, 경호과장, 교통운영과장, 수사1과장, 수사과장,

수사구조개혁1팀장, 수사기획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인사과장,

인사담당관, 재정담당관

서울청
강남서장, 광역수사대장, 광진서장, 보안과장, 여성청소년
과장, 영등포서장

경기청 안산상록서장, 외사과장, 정보과장, 형사과장

부산청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과장, 해운대서장

파견 기획비서관실, 치안비서관실

기타
강원청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수사과장, 충남청 정보과장, 
충북청 정보과장, 경남청 김해중부서장, 경북청 정보과장,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 대구청 수사과장, 대전청 경무과장

<표 23> ‘총경 → 경무관’ 보직별 승진 횟수(13~18년)

<표 24>는 경무관급 보직의 승진 빈도를 정리한 것으로, 위 기간 중 

경찰청 정보심의관이 5회 치안감으로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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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소속 직위

5회 경찰청 정보심의관

4회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서울청 경비부장

3회
경찰청 대변인, 사이버안전국장

서울청 경무부장, 교통지도부장, 기동본부장, 생활안전부장

2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교통국장, 수사구조개혁단장, 수사기획관

서울청 보안부장, 수사부장, 정보관리부장

경기청 1부장

1회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관, 쇄신기획단장, 자치경찰추진단장,

치안정책관

서울청 수사국장

파견 국무총리실, 국정상황실, 대통령비서실, 해외주재관(워싱턴)

기타 경기남부청 3부장, 경남청 1부장, 치안정책연구소장

<표 24> ‘경무관 → 치안감’ 보직별 승진 횟수(13~18년)

<표 25>는 치안감급 보직의 승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위 기간 중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대구지방경찰청장이 4회,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과 

치안비서관실 파견이 3회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였다.

횟수 보직

4회 경찰청 기획조정관 / 대구청장

3회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 치안비서관실 파견

2회
경찰청 수사국장 / 강원청장 / 경남청장 / 경북청장 / 광주청장 /

인천청장 / 전남청장 / 충북청장

1회
경찰청 보안국장, 외사국장, 차장 / 경기북부청장 / 인터폴(파견) /

제주청장 / 중앙경찰학교장 / 대전청장

<표 25> ‘치안감 → 치안정감’ 보직별 승진 횟수(13~18년)

마지막으로 <표 26>은 치안정감급 보직의 승진 빈도를 나타낸 것으

로, 위 기간 중 경찰청 차장은 2회,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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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1회 치안총감으로 승진하였다.

횟수 보직

2회 경찰청 차장

1회 서울청장 / 부산청장

<표 26> ‘치안정감 → 치안총감’ 보직별 승진 횟수(13~18년)

10) 해당 계급 재직 기간

해당 계급 재직 기간은 계급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사이의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시작 시점은 해당 계급으로 승진임용이 내정된 날짜로,

종료 시점은 <표 21>에 따른 각 시점으로 보았다. 이렇게 종료 시점을 

연도별 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 설정함으로써, 계급 재직 기간의 측

정에 통일성과 편의성을 기하고 보통 정기인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

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었다.

11) 성별

성별 변수는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12) 시간

시간 변수는 <표 21>에 따라 2013년 하반기 1, 2014년 상반기 2, 

2014년 하반기 3, 2015년 상반기 4, 2015년 하반기 5, 2016년 상반기 

6, 2016년 하반기 7, 2017년 상반기 8, 2017년 하반기 9, 2018년 상반

기 10, 2018년 하반기 11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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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진 여부

승진 여부는 승진 1, 미승진 0으로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21>

에 따른 N 시점보다 한 반기 후인 (N+1) 시점에 상위 계급이 된 경우, 

정확한 승진 날짜와 상관없이 N 시점의 승진 여부를 1로 입력하였다. 

이는 N 시점의 연고 변수, 소속, 담당업무, 보직 경로 등이 승진 여부에 

영향을 끼쳐 (N+1) 시점에 상위 계급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표 2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를 요약한 것이다.

변수명 척도 변수 설명

독
립

출신지 명목 경인=1, 충청=2, 호남=3, 영남=4, 기타=5

일치 여부
(대통령/장관/청장)

명목 일치=1, 불일치=0

출신대학 명목
서·연·고=1, 동국대=2, 서울 내 대학=3
경찰대학=4, 기타 지방대학=5

일치 여부
(대통령/장관/청장)

명목 일치=1, 불일치=0

입직 경로 명목 간부후보=1, 경찰대학=2, 고시=3, 기타=4

일치 여부 (청장) 명목 일치=1, 불일치=0

통
제

계급 명목
총경=1, 경무관=2, 치안감=3,
치안정감=4, 치안총감=5

소속 관서 명목 경찰청=1, 서울청=2, 기타 지방청=3, 기타 관서=4

담당업무(기능) 명목
경무·감사=1, 생활안전=2, 수사=3,
경비·교통=4, 정보·보안=5, 기타=6

성과점수 서열
(경찰청) 우수=4, 보통=2.5, 미흡=1
(지방청) S등급=4, A등급=3, B등급=2, C등급=1

여당 지역 편향 명목 해당=1, 미해당=0

보직 경로 비율 ’13년 상반기~’18년 하반기 보직별 승진 빈도

계급 재직 기간 비율 해당 계급에서 재직한 개월 수

성별 명목 남성=1, 여성=0

시간 명목
13하=1, 14상=2, 14하=3, 15상=4, 15하=5, 16상=6,
16하=7, 17상=8, 17하=9, 18상=10, 18하=11

종
속

승진 여부 명목 승진=1, 미승진=0

<표 27> 변수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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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방식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 STATA 12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우선 연고주의 변수인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연고주의가 승진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기 위해 연구모형에 따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

인 승진 여부는 예(Yes)와 아니오(No)로 구성되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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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1. 출신지별 분포

연구 대상 108명에 대한 출신지 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이에 

따르면 경인 9명(8%), 충청 24명(22%), 호남 24명(22%), 영남 46명

(43%), 기타 5명(5%)으로, 이 중에서 영남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경인 9명은 모두 서울 출신이며, 기타 5명은 제주 1명과 

강원 4명이다.

구분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기타 합계

인원(명) 9 24 24 46 5 108

비율(%) 8.33 22.22 22.22 42.59 4.63 100.00

<표 28> 연구 대상의 출신지별 분포

이들의 출신지별 비율이 한국 사회의 지역 대표성을 만족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표 29>와 같이 2018년 지역별 인구 비율과 비교하였다.

구분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기타 합계

연구대상(A) 8.33 22.22 22.22 42.59 4.63 100.00

전체인구(B) 49.80 10.89 9.87 25.20 4.21 100.00

대비(A/B) 0.167 2.040 2.251 1.690 1.099 1.000

<표 29> 지역별 인구 비율 비교

  ※ 통계청의 ‘2018년 인구 총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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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에 따르면, 연구 대상의 출신지 분포는 한국의 지역 대표성

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중 경인 지역 출신의 비율

은 8.33%로 전체인구의 0.167배 대표되고 있고, 충청은 2.040배, 호남

은 2.251배, 영남은 1.690배, 기타는 1.099배 대표되고 있었다. 그러므

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경인 출신은 과소 대표성을, 충청, 호남, 

영남 출신은 과다 대표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 출신대학별 분포

연구 대상 108명에 대한 출신대학 분석 결과는 <표 30>과 같다. 이에

따르면 서·연·고 출신은 3명(3%), 동국대는 14명(13%), 서울 내 대학은

7명(6%), 경찰대학은 69명(64%), 기타 지방대학은 15명(14%)으로, 이 

중에서 경찰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연·고 3명은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으로 구성되고, 서울 내 대학 7명은 경희대 1명, 

방통대 1명, 서강대 1명, 성균관대 3명, 중앙대 1명으로 구성된다.

구분 서·연·고 동국대
서울 내 

대학
경찰대학

기타
지방대학

합계

인원(명) 3 14 7 69 15 108

비율(%) 2.78 12.96 6.48 63.89 13.89 100.00

<표 30> 연구 대상의 출신대학별 분포

3. 입직 경로별 분포

연구 대상 108명의 입직 경로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이 

간부후보 28명(26%), 경찰대학 69명(64%), 고시 6명(6%), 기타 5명

(5%)으로, 이 중에서 경찰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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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시 출신 6명은 사법고시 3명과 행정고시 3명으로 구성되

고, 기타 출신 5명은 순경공채 1명과 경사특채 4명으로 구성된다.

구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합계

인원(명) 28 69 6 5 108

비율(%) 25.93 63.89 5.56 4.63 100.00

<표 31> 연구 대상의 입직 경로별 분포

이들의 입직 경로 분포가 경찰조직의 입직 경로 대표성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32>와 같이 2013년 8월 전체 경찰공무원의 입직 경

로별 비율을 연구 대상과 비교하였다. 2018년 자료와 현재 연구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다만 

2014년 전후로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매년 전체 경찰

공무원 입직경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입

직 경로별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13년 8월 현황과 2018년 현황

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기타 합계

연구대상(A) 25.93 63.89 5.56 4.63 100.00

전체경찰(B) 1.34 2.78 0.05 95.81 100.00

대비(A/B) 19.351 22.982 111.200 0.048 1.000

<표 32> 입직 경로별 인구 비율 비교

  ※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2008년 이후 매년 전체 경찰공무원 입직 경로 

현황’을 저자가 정리한 것으로, B는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함, 단위: %

<표 32>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의 입직 경로별 분포는 전체 경찰의 

입직 경로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에서 1.34%에 

불과한 간부후보 출신이 경찰 고위직의 25.93%를 차지하여 조직을 

19.351배 대표하고 있고, 2.78%에 불과한 경찰대학 출신이 경찰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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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3.89%를 차지하여 조직을 22.982배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 33>과 같이 기타 출신을 제외하고 경위 계급 이상에서 시작하는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출신만 고려하면 간부후보 0.85, 경찰대학 

1.01, 고시 4.44로 대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1에 가까워졌고, 오

히려 고시 출신이 조직을 과다 대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시 합계

연구대상(A) 27.18 66.99 5.82 100.00

전체경찰(B) 32.10 66.58 1.31 100.00

대비(A/B) 0.847 1.006 4.442 1.000

<표 33> 경위 이상 입직자의 입직 경로별 분포

  ※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2008년 이후 매년 전체 경찰공무원 입직 경로 

현황’을 저자가 정리한 것으로, B는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함, 단위: %

하지만 이렇게 순경공채 등 기타 입직 경로 출신을 제외하고 대표성

을 분석하는 방법은, 경위 이상 입직자들이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입직 경로에 따라 입

직 계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 고위직 중에서 간부후보, 경찰대학, 고

시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상호(2006)의 지적처

럼 특정 경로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응집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완

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고위직 중 기타 출신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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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경찰 고위직의 출신지는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기각).

우선 출신지와 승진 여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경인
87

87.9/8.3

12

12.1/8.6

99

100.0/8.3

충청
232

88.6/22.1

30

11.5/21.6

262

100.0/22.0

호남
231

87.5/22.0

33

12.5/23.7

264

100.0/22.2

영남
450

88.6/42.9

58

11.4/41.7

508

100.00/42.8

기타
49

89.0/4.7

6

10.9/4.3

55

100.0/4.6

합계
1049

88.3/100.0

139

11.7/100.0

1188

100.0/100.0

<표 34> 출신지, 승진 여부

    x2=.269, df=4, p=.992,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992가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므로 출신지 

변수와 승진 여부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되었다. 

다만 정확한 가설 검증을 위해 계급을 한정하여 출신지와 경무관, 치안

감, 치안정감 승진 여부에 대해 교차분석을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5>, <표 36>,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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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경인
42

82.4/9.0

9

17.7/9.5

51

100.0/9.1

충청
76

80.0/16.3

19

20.0/20.0

95

100.0/17.0

호남
123

85.4/26.5

21

14.6/22.1

144

100.0/25.7

영남
202

82.8/43.4

42

17.2/44.2

244

100.0/43.6

기타
22

84.6/4.7

4

15.4/4.2

26

100.0/4.6

합계
465

83.0/100.0

95

17.0/100.0

560

100.0/100.0

<표 35> 출신지, 경무관 승진 여부

    x2=1.275, df=4, p=.866, 단위: 명, %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경인
37

92.5/7.6

3

7.5/8.3

40

100.0/7.7

충청
126

93.3/25.9

9

6.7/25.0

135

100.0/25.9

호남
91

91.0/18.7

9

9.0/25.0

100

100.0/19.1

영남
208

93.7/42.8

14

6.3/38.9

222

100.0/42.5

기타
24

96.0/4.9

1

4.0/2.8

25

100.0/4.8

합계
486

93.1/100.0

36

6.9/100.0

522

100.0/100.0

<표 36> 출신지, 치안감 승진 여부

    x2=1.170, df=4, p=.883,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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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경인
8

100.0/8.6

0

0.0/0.0

8

100.0/8.0

충청
29

93.6/31.1

2

6.4/28.6

31

100.0/31.0

호남
15

88.2/16.1

2

11.8/28.6

17

100.0/17.0

영남
39

95.1/41.9

2

4.9/28.6

41

100.0/41.0

기타
2

66.7/2.1

1

33.3/14.3

3

100.0/3.0

합계
93

93.0/100.0

7

7.0/100.0

100

100.0/100.0

<표 37> 출신지, 치안정감 승진 여부

    x2=4.689, df=4, p=.321,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출신지와 경무관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866이고, 

출신지와 치안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883이며, 출신지와 치안정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321이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유의확률이 

0.05를 초과하여 출신지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승진 여부 사이에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1]을 

기각하였다. 즉 경찰 고위직의 출신지와 승진 여부 간에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김흥로(2005) 및 김민규(201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공무원의 출신지와 승진 여부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은 지역 균형 인사를 위해 승진 후보자의 출신지를 고려

하여 승진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찰은 고위직의 승진임용 시 

엄격한 지역 안배 문화를 통해 지역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박종진,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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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경찰 고위직의 출신대학은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이번에는 ‘학연’과 관련하여 출신대학과 승진 여부에 대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38>과 같다.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서·연·고
29

87.9/2.8

4

12.1/2.9

33

100.0/2.8

동국대
133

86.4/12.7

21

13.6/15.1

154

100.0/13.0

서울 내 대학
69

89.6/6.6

8

10.4/5.8

77

100.0/6.5

경찰대학
670

88.4/63.9

88

11.6/63.3

758

100.0/63.8

기타 지방대학
148

89.2/14.1

18

10.8/13.0

166

100.0/14.0

합계
1049

88.3/100.0

139

11.7/100.0

1188

100.0/100.0

<표 38> 출신대학, 승진 여부

    x2=.817, df=4, p=.936,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출신대학과 승진 여부에 관한 유의확률이 0.936으로 

유의수준 0.05를 크게 상회하였다. 따라서 출신대학과 승진 여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계급을 한정하여 교차분석을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9>, 

<표 40>,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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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서·연·고
12

85.7/2.6

2

14.3/2.1

14

100.0/2.5

동국대
58

81.7/12.5

13

18.3/13.7

71

100.0/12.7

서울 내 대학
26

83.9/5.6

5

16.1/5.3

31

100.0/5.5

경찰대학
293

82.8/63.0

61

17.2/64.2

354

100.0/63.2

기타 지방대학
76

84.4/16.3

14

15.6/14.7

90

100.0/16.1

합계
465

83.0/100.0

95

17.0/100.0

560

100.0/100.0

<표 39> 출신대학, 경무관 승진 여부

    x2=.323, df=4, p=.988, 단위: 명, %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서·연·고
9

81.8/1.9

2

18.2/5.6

11

100.0/2.1

동국대
61

89.7/12.6

7

10.3/19.4

68

100.0/13.0

서울 내 대학
34

94.4/7.0

2

5.6/5.6

36

100.0/6.9

경찰대학
320

93.6/65.8

22

6.4/61.1

342

100.0/65.5

기타 지방대학
62

95.4/12.8

3

4.6/8.3

65

100.0/12.5

합계
486

93.1/100.0

36

6.9/100.0

522

100.0/100.0

<표 40> 출신대학, 치안감 승진 여부

    x2=4.147, df=4, p=.387,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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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서·연·고
8

100.0/8.6

0

0.0/0.0

8

100.0/8.0

동국대
14

93.3/15.1

1

6.7/14.3

15

100.0/15.0

서울 내 대학
8

88.9/8.6

1

11.1/14.3

9

100.0/9.0

경찰대학
54

93.1/58.1

4

6.9/57.1

58

100.0/58.0

기타 지방대학
9

90.0/9.7

1

10.0/14.3

10

100.0/10.0

합계
93

93.0/100.0

7

7.0/100.0

100

100.0/100.0

<표 41> 출신대학, 치안정감 승진 여부

    x2=0.978, df=4, p=.913,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출신대학과 경무관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988이고,

출신대학과 치안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387이며, 출신대학과 치안

정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913이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유의확률

이 0.05를 초과하여 출신대학과 계급별 승진 여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기각하였다. 

즉 출신대학과 승진 여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승진자를 선발할 때 출신대학별 균형 역시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승진임용 보도자료에서는 출신지와 

입직 경로를 고려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신대학을 반영하였다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대학 입직 경로 출신은 모두 경찰대학

을 졸업한 사람이고, 간부후보 출신 중 많은 수는 동국대를 졸업했다는 

점에서 승진심사 시 입직 경로를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상 출신대학도 고

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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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경찰 고위직의 입직 경로는 승진 여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다음으로 연고주의 변수인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간부후보
272

88.0/25.9

37

12.0/26.6

309

100.0/26.0

경찰대학
670

88.4/63.9

88

11.6/63.3

758

100.0/63.8

고시
59

89.4/5.6

7

10.6/5.0

66

100.0/5.6

기타
48

87.3/4.6

7

12.7/5.0

55

100.0/4.6

합계
1049

88.3/100.0

139

11.7/100.0

1188

100.0/100.0

<표 42> 입직 경로, 승진 여부

    x2=.161, df=3, p=.984,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984로 유의

수준 0.0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

해 계급을 제한하여 교차분석을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3>, 

<표 44>,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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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간부후보
116

82.9/25.0

24

17.1/25.3

140

100.0/25.0

경찰대학
293

82.8/63.0

61

17.2/64.2

354

100.0/63.2

고시
26

83.9/5.6

5

16.1/5.3

31

100.0/5.5

기타
30

85.7/6.5

5

14.3/5.3

35

100.0/6.3

합계
465

83.0/100.0

95

17.0/100.0

560

100.0/100.0

<표 43> 입직 경로, 경무관 승진 여부

    x2=.215, df=3, p=.975, 단위: 명, %

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간부후보
123

92.5/25.3

10

7.5/27.8

133

100.0/25.5

경찰대학
320

93.6/65.8

22

6.4/61.1

342

100.0/65.5

고시
26

92.9/5.4

2

7.1/5.6

28

100.0/5.4

기타
17

89.5/3.5

2

10.5/5.6

19

100.0/3.6

합계
486

93.1/100.0

36

6.9/100.0

522

100.0/100.0

<표 44> 입직 경로, 치안감 승진 여부

    x2=.587, df=3, p=.899,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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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진 여부

전체
미승진 승진

간부후보
31

91.2/33.3

3

8.8/42.9

34

100.0/34.0

경찰대학
54

93.1/58.1

4

6.9/57.1

58

100.0/58.0

고시
7

100.0/7.5

0

0.0/0.0

7

100.0/7.0

기타
1

100.0/1.1

0

0.0/0.0

1

100.0/1.0

합계
93

93.0/100.0

7

7.0/100.0

100

100.0/100.0

<표 45> 입직 경로, 치안정감 승진 여부

    x2=.777, df=3, p=.855, 단위: 명, %

교차분석 결과 입직 경로와 경무관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975이고,

입직 경로와 치안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899이며, 입직 경로와 치

안정감 승진 여부의 유의확률은 0.855이었다. 세 경우 모두 유의확률이 

0.05를 상회하므로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3]을 기각하였다. 즉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이는 김민규(2016)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규(2016)는 1999년 12

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

였지만, 본 연구는 경찰 고위직 1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11개 시점

에 대한 1,188개의 관측치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여러 

영향변수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연고주의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때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하위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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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지금까지는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등 개별 특성 변수와 승진 

여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연고 변수와 승진 여부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 고위직의 

승진에는 단일변수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승진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고

주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에서는 연고 변수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만을 독립변수로 고려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여러 

통제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

다. 이때, 종속변수인 승진 여부가 승진과 미승진으로 이루어진 이분 변

수이므로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체 와 시점 에 대한 

표준적인 패널 로짓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인경우

  ≦인경우

 

여기에서 오차항 는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지만 한 개체에 대해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항이고, 오차항 는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을 말한다. 이때, 패널 모형은 패널의 개체 특성에 

관한 오차항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과 오차항 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가정하는 고정

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구분된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절

한지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정효과 추정량과 임의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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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비교하는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체 특성에 관한 오차항 를 고려해야 하는지 

우도비(likelihood ration, LR) 검정을 진행하였다. LR 검정은 보통 회귀

모형의 이분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검정하

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때, 가 1에 가까울수록 회귀모형에서 개체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민인식⋅최필선, 2019).



 






여기에서 LR 검정의 귀무가설은  이고, LR 검정 통계량은 자유도 

에 따른 카이제곱분포를 띤다. LR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498로

(=0.000, =107)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체 특성을 고려한 임의효과 로짓 모형 대신에, 개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 로짓 모형(Pooled logit model)을 채

택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9). 이는 패널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 방식으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면 오차항에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또는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패널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여러 개체의 특성을 관

찰하는 것이므로, 같은 개체 내에서 오차항이 시간에 따라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한치록, 2019).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에 시계열 

상관이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Wooldridge-Drukker 검정을 진행하였다. 

이때 귀무가설은 ‘패널데이터에 1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그 결과 유의확률은 0.000(=275.094, =107)으로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패널데이터에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시계열 상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분산 추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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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에 따른 동일 개체의 관측치를 하나의 클러

스터로 묶어 분산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클러스터 개수가 50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한치록, 2019). 본 연구의 클러스터, 

즉 패널 개체의 수는 108로 50보다 크므로, 클러스터 분산 추정량을 사

용하여 합동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의 출신지와 일치하는지는 시⋅군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

계 분석의 결과는 <표 46>과 같다.

변수
종속변수(승진 여부)

계수값 표준오차 p-value 승산비 VIF

지역

대통령 일치 0.980* 0.542 0.071 2.664 1.08

장관 일치 3.264*** 0.666 0.000 26.154 1.08

청장 일치 3.364*** 1.050 0.001 28.911 1.13

대학

대통령 일치 0.043 0.541 0.936 1.044 1.04

장관 일치 -0.964 0.414 0.231 0.609 1.05

청장 일치 0.950 0.702 0.170 0.381 4.15

입직 청장 일치 0.950* 0.512 0.064 2.585 2.67

통
제
변
수

계급

경무관 4.051*** 0.562 0.000 57.445 5.59

치안감 5.173*** 0.836 0.000 176.498 3.35

치안정감 8.203*** 1.693 0.000 3651.849 1.21

치안총감 0 (empty) 1.000 1.10

소속관서

서울청 -1.027*** 0.313 0.001 0.358 2.10

지방청 -0.779 0.528 0.141 0.459 3.75

기타 0.607 0.606 0.316 1.835 2.28

담당업무

생활안전 -0.141 0.427 0.741 0.869 1.34

수사 0.516 0.378 0.172 1.676 1.59

경비교통 -0.018 0.418 0.996 0.982 1.85

정보보안 -0.160 0.450 0.721 0.852 1.64

기타 0.037 0.501 0.942 1.037 4.39

성과점수 -0.324 0.263 0.218 0.723 1.43

여당 지역편향 0.036 0.286 0.898 1.037 1.20

보직 경로 0.868*** 0.112 0.000 2.382 1.85

<표 46> 연고주의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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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05, *p<0.1

합동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14년 상반기에는 모든 관측치가 미

승진인 상태로 종속변수의 변동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치안총감 

계급도 같은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측치가 기존의 

1,188에서 1,079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Pseudo R2의 값은 0.4497로,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97%라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값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 모든 VIF 값의 평균은 2.22였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장관 출신지와 일치 여부’ 및 ‘청장 출신지와 일치 

여부’ 변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1-2, 1-3을 

채택하였다. 각 변수의 승산비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장관과 출신지가 같으면 승진할 확률이 승진하지 못할 확률의 

26.154배, 청장과 출신지가 같으면 28.911배라고 해석되었다. 한편 통제

변수 중에서 성과점수는 1단위 증가할 때 승진하지 못할 확률 대비 승

진할 확률이 0.723배였는데, 이는 성과점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승진 확

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계급 재직기간 0.103*** 0.011 0.000 1.108 5.06

성별 -2.152*** 0.348 0.000 0.116 1.08

시간

’14년 상 0 (empty) 1.000 1.85

’14년 하 0.410 0.573 0.474 1.507 2.09

’15년 상 -2.912*** 1.057 0.006 0.054 2.15

’15년 하 0.222 0.599 0.711 1.248 2.18

’16년 상 -2.212** 0.883 0.012 0.109 2.23

’16년 하 -0.090 0.436 0.836 0.914 2.12

’17년 상 -2.685*** 0.693 0.000 0.068 2.30

’17년 하 -0.675 0.516 0.191 0.509 2.30

’18년 상 -0.942 0.613 0.124 0.390 2.39

’18년 하 -0.345 0.679 0.611 0.708 2.71

상수항 -6.962*** 1.038 0.000 0.001 -

관측치 1,079

Log pseudo-

likelihood
-228.07345

Pseudo R2 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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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나오면서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연, 학연, 입직 경로 등 연고주의가 경찰 고위직의 

승진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31일 재직 중인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1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11개 반기

에 대한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총 1,188개의 관측치를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들의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를 독립변수로, 시간, 계급, 소속 관서, 담당업무, 

성과점수 등을 통제변수로, 승진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와 승진 여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한 후 연구모형에 따라 합동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단일 특성변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경찰 고위

직의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변수와 승진 여부는 0.05의 유의 수준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경찰청에서 경찰 

고위직 승진자를 선발할 때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등 출신 배경

에 따른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고위직 

승진임용을 발표할 때 출신지와 입직 경로를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출신대학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경찰대학 입직 경로 출신은 

전원 경찰대학을, 간부후보 출신의 다수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출신대학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관계변수를 독립변수로 보고 여러 통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에는, 경찰 고위직의 출신지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과 

같으면 승진에 비교적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는 지역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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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눈 것으로(소분류), 지역을 경인, 충청, 호남, 영남, 기타로 나누

거나(대분류) 지역을 시⋅도로 나누어(중분류)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의 일치 여부를 변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세 변수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즉 출신지를 광역으로 고려하지 않고 세분화할 때 지연이 승

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적

으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영남(대분류)이나 경북(중분류) 

출신보다는 같은 의성군(소분류) 출신일 때 더 정감을 느끼고 연고주의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경찰 고위직의 출신대학과 

입직 경로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 일치하는지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지연이 출신대학과 입직 경로에 따른 인연보다 

승진 여부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연과 달리 

출신대학과 입직 경로에 따른 인연이 승진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고, 이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가 경찰 고위직의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고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연고주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증연구라도 설문 조사를 통해 연고주의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또는 인식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출신 배경과 승진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는 몇 있었으나 연고주의와 승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실제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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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와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고위직 경찰관의 승

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는 승진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연고주의에 관한 관계 변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승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출신지와 일치하는지

가 승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경찰

조직에 지연이 일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연고주의를 실증분석할 때

에는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 등과 같은 일차적 특성변수뿐만 아니

라 타인의 연고와 일치하는지와 같은 이차적 관계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찰 고위직을 연구 대

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분

석한 연구는 많지 않고,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

표성 확보가 중요함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기 때문이다(Reeves, 

1972; Nigro, 1976; 김상호, 2006). 경찰 고위직의 승진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이미 존재한다(김민규, 2016). 하지만 본 연구는 개별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 경로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과의 

연고주의 관계를 고려하였고, 연구모형 설정에 있어 성과점수, 보직 경

로, 계급 재직 기간, 성별, 시간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김

민규(2016)의 연구와 다르다.

2. 연구의 한계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현실적 문제로 청 단위의 성과점수만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대상인 경찰 고위직은 대다수 부서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점수 변수를 청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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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다는 부서 수준의 성과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13) 따라서 일부 연고주의 변수가 승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다고 나타났어도, 연고주의의 대립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성과주의 또는

실적주의를 온전히 배격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방청뿐만 아니

라 부서별 치안종합성과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연고주의와 승진 여부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여러 통제변수를 반영하였지만, 승진 여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를 참고했을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권력기관 파견 경험, 석⋅박사 학위의 유무, 

근무성적평정 결과, 입직 후 재직 기간, 일반적인 평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한다면 더 적합한 연구모형

을 만들고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수집한 데이터는 횡단면과 시계열로 이루어진 패널 

형식이었지만, 패널 분석이 적합하지 않아 데이터를 횡단면으로 분석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패널 분석을 통하여 회귀모형의 내생성, 즉 오차항

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여 내생성 문제를 적절

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의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시간 더미 변수를 추가하고 클러스터 분산 추정량

을 이용하여 시간과 패널 개체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패널 모형에 적합한 연구설계를 통해 패널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거나, 도구 변수를 통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13)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보다는 

경무부의 성과를 성과점수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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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nepotism on the promotion 

of high-ranking police officers. For this reason, as of March 31, 

2019, 108 high-ranking police officers were selected for research. 

And from the latter half of 2013 to the second half of 2018, these 

nepotism and personnel information for 11 half-years were 

investigated and the total 1,188 observations were collected. In the 

research model, whether to be promoted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whether the hometown, university, employment path 

matched that of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Police Comissione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ime, class, office, function, performance score 

etc.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First, as a result of cross-tabulation of the hom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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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ployment path had no correlation with the promotion. Next, 

based on the research model reflecting several variables, a pool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it suggested that if 

the hometown of a high-ranking police officer matched the 

Minister’s or the Commissioner’s, the officer is advantageous for 

promotion. This means that there may be some regionalism in the 

police.

This study did not investigate attitudes or perceptions of nepotism,

but collected personnel information of high-ranking police officers 

who can determine public security policy,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however, had some limitations

in that only the performance score of provincial police agency was 

considered although the performance of department or individual was 

thought to have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motion. And this 

study did not find out instrumental variables while analyzing panel 

data cross-sectionally, and did not control endogeneity appropriately.

keywords : Nepotism, High-ranking police officers, Promotion, 

Hometown, University, Employmen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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