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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술은 친목 도모나 감정의 완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개

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도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다.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행사함

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량

권을 행사하기 어려워하는데 이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1

대1 심층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분석해보았다. 현장 경찰관들은 재

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고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찰관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적

극행정 면책제도를 경찰청에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재량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재

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

게 되었고 현장 경찰관들은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재량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

작하여 현장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고 경찰청에서 먼저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찰관을 상대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경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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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업무 수행에 대해 당시 판단을 했

던 현장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는 조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대응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주요어 : 주취자, 현장 경찰관, 재량, 한계, 인식

학 번 : 2019-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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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와 균형발전

이라는 가치 아래 자치경찰의 시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치

경찰의 사무범위는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 등이 있지만 자치경찰 시

행의 목적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보여된다. 즉, 지구대·파출소 소속의 현장 경찰관들이 112신고 또는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 가장 먼저 접촉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에 현장 경찰관들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현장 경찰관들은 주

로 112신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게 되며 다양한 내용의 신고를

처리하게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_기타로 구분하여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19년 1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112신고 출동 중 자치경찰이 출동한 신고는 31.6%(38,453

건)를 차지하였고 이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41.5%(16,217건)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1) 주취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써 이를 처리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은 증가하고 있고, 현장 경찰관

들이 주취자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

구도 현재까지 많이 수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술은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인

간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

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술은 긍정적인 역할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보도자료,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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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림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

해를 주기도 하고 음주운전 등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이 2년마다 조사해 2018년 발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자료에 따

르면 △ 2012년 49.9% △ 2014년 44.4% △ 2016년 50.8% 등 전체폭력

사건 가해자의 절반 안팎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2)(세계일보,

2020년)으로 나타나는 등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의 직무는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에게 재량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현장에서도 재량권에 기초하여 신

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법학의 시각에서는 재량행위를 행정

기관이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능한 복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자유라고 보고 있는데3) 이는 경찰권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량의 남용, 일탈, 불

행사 등 합목적성을 벗어난 재량행위나 위법한 재량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현장 상황에서 자신이

판단을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판단이 잘못되어 남용, 일탈, 불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담

을 가지고 있고 소극적인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경찰관은 대부분 지구대‧파출

소 소속의 경찰관들이다. 가장 먼저 주취자들을 접하고 상황에 맞추어

현장조치를 취하는 현장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법령 정비나 적

극행정과 같은 제도적 정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2) http://m.segye.com/view/20200115516918
3) 조원혁, 일선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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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경찰관은 좀 더 나은 현장조치를 위해 각종 법령 및 제도적 정

비가 되더라도 법령과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해석

을 통해 적용되어야 하고 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 주취자 신고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

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이고 처리를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구대‧파출소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주취자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주취자를 상대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도입되어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현장경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

향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주된 업무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이 접

하는 112신고 중에서는 주취자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취

자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를 상대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취자 신고 처리가 길어

질수록 다른 국민들이 현장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

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주취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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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취자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고자 하거나 매뉴얼 정비를 통해 현장 경찰관

들이 신고 현장에서 적정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의 도입과 같이 제도적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

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

취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느

끼는 어려움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경찰행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다만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자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부분을 가능규정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현장 경찰관은 주취자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취자 신고 처리는 단순주취자로써 주취자 본

인을 보호하는 경우와 생활방해형 주취자로써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 후자의 경우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순주취자이나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용할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즉, 이런 경우 현장 경찰관

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한 현장

경찰관이 이후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부담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현장 경찰관들은

재량권 행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근거를 둘

수 있는 법률, 현장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입한 적극행정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현장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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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취자를 조치함에 있어서 행하는 재량권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장 경찰관들이 가

지고 있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에 대한 112신고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문헌과 연구들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처

리함에 있어서 근거를 둘 수 있는 법령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적극행정 등 현재까지 현장 경찰관들의 적정한 경찰권 행사를 위

해 도입된 제도적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하고, 기존 연구와 판례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행할 수 있는 재량권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

나인 심층인터뷰 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현장 경찰관들과의 심층 인터

뷰를 통해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되어야 할 방

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약 1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

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경위 이하의 경찰관들인 것을 감안하여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계급을

가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선정된 인터뷰 대상 현장 경찰

관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

하고 공통된 답변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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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취자 조치의 현황

1. 주취자의 개념

주취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현행 법령상 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서는 구호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주취자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

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2012년 8월 1일 효력이 소멸하였으나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되었던 주취

자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4)에서는 술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

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

험에 노출된 자,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주취자

안정실에 보호토록 하였다. 주취 상태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4)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 제5조(보호대상)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

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

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2.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4.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5.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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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는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타인에게 눈에 띄는 해악을 끼치지 않으나 보호가

필요한 자이고 후자의 경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로 제지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생활방해형과 비생활방

해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습성여부에 따라서 상습형과 우발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표1> 주취자의 유형

2. 주취자 조치의 법적 근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유형 내용

생활방해성
생활방해형 해악O, 폭언·폭행, 공무집행방해

비생활방해형
해악x, 의식불명, 자기통제불가능,

의료기관 및 경찰보호 필요, 사회복지 시스템 필요

상습성
상습형

주로 생활방해형 주취자가 상습형일 경우 문제 심각

상습형·비생활방해형 주취자는 보호조치에 경찰력이

소모될수록 공권력의 낭비 초래

우발적·1회적
주로 비생활방해형, 안정회복서비스 및 귀가

서비스 필요

보호조치의

계속성

계속적 요보호 주로 상습형 주취자, 사회복지 시스템 필요

일시적 요보호
주로 우발적·1회적 주취자, 임시조치 후 귀가

서비스 필요

출처 : 김용주, 2014, 주취자 보호조치를 대한 경찰법적 검토



- 8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5)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는 헌법 제12조6)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행해지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구호대상자가 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

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거나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

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6)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처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인의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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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판례7)에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

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조치하는 경찰관이 법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평균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

우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보건의료기관

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 경찰관서에서 보호

할 수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24시간을 초과하여

보호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급격히 변화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개별적 수권조항에 규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결

국 모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입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경찰이 각 상황

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수권을 개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개별적 수권조항과는 달리 법치주의 원

리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부

정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

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

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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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

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

하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가히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

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그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

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위

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 내용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명확

성의 원칙은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8)라고 판시하는 등 개괄적 수

권조항에서 사용하는 불확정 법개념은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항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

할 수 있고 주취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경찰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개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

다는 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9)만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

는 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와 결합한 제5조 제1항 제3호10)

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경찰권발동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밖의 위험한 사태’

8)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이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

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

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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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개괄적 수권조항의 방식이라

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위험한 사태’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와 결합한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

다. 다만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은 제1조에서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

해 처벌이 되는 주취자는 주로 경미한 생활방해형 주취자로서 경범죄처

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제20호 음주소란, 제2항 제3호 업

무방해,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11) 등의 사유로 범칙금을 부과한

11)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

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

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

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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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4조12)에 근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고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의 요건이 갖춰지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제1조에서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

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이 역시 죄질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신속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위 경범죄처벌법에 의

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

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받을 수 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다.

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

를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

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12)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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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

주취자 관련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먼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형법 제136조

에서는 공무집행방해13)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

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

행은 적법하여야 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14)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

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15)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

와 상대방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16)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주취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17)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

13)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

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1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 15986 판결
1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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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할 수 있으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1조18)와 제212조19)에 근거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주로 적용이 되는 형법조항을 살펴보면 생활방해형

주취자가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타인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고 모욕을 행하는 경우 제311조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

는 경우에는 제314조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고 타인의 재

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제366조에

의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범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제212조에 근거하여 현행범인으로 체

포할 수 있으나 긴급체포의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여야 하는 범죄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폭행이나 모욕의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18)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

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

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9)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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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량행위 일반론

1. 재량행위의 개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법으로 모든 것을 규율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자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부분을 가능규정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들이 존재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은 위험방지 또는 장해제거 조치를 취하

게 되는데 위험이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법으로 규율할 수 없

고 위험이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

른 내용의 결정 또는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행

정기관에 부여된 재량행위는 어떠한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

는 결정재량과 둘 이상의 행정행위 중 어떤 행정행위를 행할 것인가하는

선택재량이 있다. 즉, 결정재량이란 법규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고 선택재량이란 법규에서

법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허용한 대상과 수단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재량행위와 대비되는 기속행위는 법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 행해

지는 행정행위 즉, 법이 행정청에게 결정이나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

따는 의미에서 「기속된」 행정행위를 말한다.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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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사실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

닌지의 판단에 재량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요건재량설과 재량을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의 선택으로 이해하는 효과재량설로 구분할

수 있는 요건재량설의 경우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전

혀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규정하고 있어도 오직 종국목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종국목적 외에 중간목적을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판단한다. 효과재량설의 경우에는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수익

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로 판단한다.21)

2. 재량행위의 한계

법률이 경찰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은 위험상황

에 개입할 것인지 만약 개입한다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는 법

치주의의 원칙 아래 구체적 사항을 고려한 합목적적 재량행위여야 하고

재량을 행사할 때에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는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

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사가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허용된 재량권의 행사 내에서 행사되

었지만 합목적적이지는 못한 행위인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

판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의

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으로 취소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 홍준형,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박영사, 2018, 93면
21) 서정범·박상희, 행정법총론, 세창출판사, 2012,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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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재량행위란 재량행사가 그 한계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위법한 재량행위에는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재량의 불행사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재량을 전혀 행사하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의 불행사는 무엇보다 경찰이 경찰법상 수

권규범의 전제요건이 존재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존재

한다.22) 즉, 행위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착오나 법

률의 착오로 인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한 재량행위가 될 수 있다. 재량의 일탈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행

정청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이 6월 이

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징계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 위법한 재량

행위가 된다. 재량의 남용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

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량권을 수여한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과 같은 법원칙(조리)에 위배하여 행사하는 경

우를 말한다.23)

부당한 재량행위란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만 합목적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즉, 법률상 행정청에

게 부여되어 있는 선택권 중에서 선택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로는 인정되지 않을 때 재량권의 한계 내의 행위이

므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로는 인정되지 않을 때 부

당한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는 위법한 재

량행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서는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행정권 스스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22) 손재영, 경찰법, 박영사, 2014, 183면
23) 서정범·박상희, 앞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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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3. 재량행위에 대한 사후구제

1) 국가배상

헌법 제29조24)와 국가배상법 제2조25)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

적 법 위 법

정 당 부 당 취 소 무 효

취소심판을 통해

재량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재량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무효확인심판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통해재량

처분의 무효확인

가능

재량권의 한계

출처 : 손재영(2014)

재량행위가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재량의

불행사, 일탈, 남용으로 인해 위법한 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

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급행

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데 위

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방법을 통

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행정부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나 해임건의, 탄핵 등의 방법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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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②

직무를 집행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법령 위반 ⑤ 타인에게 손해라는 5가

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장 경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

2항 제2호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무

집행의 경우 판례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

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로 그것이 실질적으

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26)고 판시함으로써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가 포함되고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판단해야함을 알

수 있다. 직무의 내용에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되는데 공

24)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5)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

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

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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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부작위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김신조 사건에

서 무장공비 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

장, 순경 및 육군 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 중 그

로부터 불과 60~70m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 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 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7)고 판결함으로써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 재량에 달려 있

더라도 위급·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즉시 개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

된다. 또한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

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

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

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28)함으로써 위험발생방지조치를 불이행한 경

우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 또

한 충족하여야 하는데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서 그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

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

다.29) 판례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

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

정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30)고 판시함으로써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과 해석 등을

알고 있을 것을 요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행한 행정처분의

27) 대법원 1971. 4. 6. 71다124 판결
28) 대법원 1998. 8. 25. 98다16890 판결
29) 서정범·박상희, 앞의 책, 448면
30) 대법원 2001. 2. 9. 선고98다52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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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

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

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

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

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31)고 판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공무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판단을 내린 경우

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해석 등을 알지 못한 채 행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는 과실이 인정되나 법규의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합리

적인 해석을 통해 행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사후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위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학

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

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

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

로서 의당 지켜야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

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32)고 판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를 법령위반으로 보고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을 그르쳐

도 ‘부당’에 그칠 뿐이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33)하게

되어 법령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하

는데 여기서 ‘타인’이란 가해자와 그에 관여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

31) 대법원 1997. 7. 11. 선고97다7608 판결
32) 대법원 2008. 6. 12. 선고2007다64365 판결
33) 서정범·박상희, 앞의 책,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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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가해자인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34)고 판시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 역시 타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손

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

해·재산적 손해·생명 및 신체적 손해·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35)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

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

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6)고 판시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

을 밝히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국

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무원에게 구

상할 수 있다. 판례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

34)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
35) 홍준형, 앞의 책, 342면
36) 대법원 2003. 2. 14. 선고2002다6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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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7)

고 판시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무조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

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이란 국가배상과는 달리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이에 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법률로써 규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과는 달

리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개별적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 공용침해

에 대한 법률이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

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

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일부 다른 점이 있

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

면에서 허가어업을 영위하던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어민들이 더 이상 허가어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38)고 판결함으

로써 공용침해에 대한 법률이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37) 대법원 1991. 5. 10. 91다6764 판결
38) 대법원 2004. 12. 23. 선고2002다73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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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헌

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헌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 사

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

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과하여 왔는 바,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

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루

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

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법령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발생

하였으며, 위 폐지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

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

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39)고 판시함으로써 공용침해에 대한 법률이 손

실보상에 대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

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통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

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

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

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

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

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

인 바, 입법자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

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

39)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89헌마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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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40)고 판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공용침해에 대한 법률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위헌

임을 밝히고 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41)에 근거하여 손실보상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

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

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이

절박한 위해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

만, 실제로는 위해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부순 문 값을 경찰관

이 사비로 변상하는 사례가 많았던 그간의 폐단을 막기 위함인 것이

다.42)

40)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전원재판부
4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

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

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42) 손재영, 위의 책,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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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극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은 2009년 1월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

정」을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규정

함으로써 도입된 개념이다.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

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그 요

건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2008년 12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2009년 1월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

다”고 언급하는 등 개념이 확장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

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

한 규칙(감사원규칙 제325호) 제2조 제1호에서는 적극행정을 감사원 감

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

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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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적극행

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극행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

는 업무행태인 협의의 소극행정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인 광의의 소극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극행정의 기본적인 속성은

보신주의, 형식주의, 책임회피, 피동성, 무소신을 포함하며 해야 하는 일

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박윤, 2019) 소극행정

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

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당편의 유형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

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지식, 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거

나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이나 절충으로 처리

하는 것을 뜻한다. 업무해태 유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응을 하는 것

을 의미한다. 탁상행정 유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

로 답습하는 행태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유형이다. 기타 관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

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

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

민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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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비교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

다. 공익 기여와 국민 이해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신속, 적극적, 능동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결과(박

윤, 2019)로 정의하기도 하고 행정의 집행을 맡고 있는 직업 공무원이

자신의 재량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진취

적인 태도로 처리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행위(이종수, 2016)로 정의하기

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적극행정을 정의하는 기

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규

정 및 견해들을 종합하여 공통된 기준을 도출하면 보면 적극행정이란 공

무원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 또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능동적으

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행동적인 측면으

로는 적극성, 능동성, 책임성, 성실성, 진취성 등이 포함되고 가치적 측면

에서는 대응성, 민주성, 준법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출처 : 인사혁신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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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적극행정은 행정의 집행을 맡고 있는 직업 공무원이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을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취

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행위로써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편의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

거나 자의적으로 늑장 처리를 하는 등 소극행정을 하게 된다면 공공부문

에서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

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해서(38.1%)

△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므로(36.0%) △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

수성 때문(35.9%) 3가지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우려, 관례를

답습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성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

인들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 3가지 요인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3>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한 인식

출처 :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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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공무원은 주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되돌아

오는 경우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위험이 클

수록 소극적 자기보호와 방어에 주력하게 되고 적극행정을 행할 동기가

미약하게 된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

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적극행

정 운영규정 제14조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심의를 통해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게는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게 된다.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 임용을 하는 특별승진,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하는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가산

점평점 시 3점 범위 내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특별휴가

의 하나로 포상휴가, 기타 희망부서 전보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는 2009년 1월 감사원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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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근

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2015년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개정하였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을 대상

으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서는 자

체감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2> 적극행정 면책제도 연혁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감사원법 제34조의3 제1항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

Ÿ ’09.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15. 2. 3. 폐지) 제정

Ÿ ’15. 2. 3. 「감사원법」(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3조의2)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Ÿ ’15. 2. 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정

Ÿ ’15. 5. 1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의3, 13조의4)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규정 신설

Ÿ ’18. 2.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발표

- 「적극행정지원단」 신설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적극행정면책자문

위원회」 설치 등

Ÿ ’19. 2. 적극적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과제」발표

- 기존의 면책 기준 개선 및 사전컨설팅 이행에 따른 면책 기준 신설

출처 : 감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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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26일 시행

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적극행정 과

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

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처리가 불합

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③ 그 업무처리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④ 업무처리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공공의 이익’은 업무 자

체가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방법·방식의 의도

및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인 ‘업무의 적극적 처리’는 공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

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능동적·

적극적 업무 처리를 의미한다. 세 번째 요건인 ‘업무처리와 결과발생의

인과관계’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업무처리나 행위로 부정적 효과를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

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는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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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현장면책과

신청에 의한 면책을 통해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장면책의 경

우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적극행정 여부를 심

사하는 것으로 면책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자는 면책 검

토 요청사항을 실지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

출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감사단에 제출하게 된

다. 이후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

한 경우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신청에 의한 면책은 실지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여 적극행정지원단으로

면책신청을 하게 되고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 감사권익보호관과 감사부서

에 이송하여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자

체감사의 경우에는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자체감

사기구의 장에서 제출함으로써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게 되고 이유가 있

는 경우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3) 소극행정 엄정조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부작위 또

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

하게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정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극행정 운

영규정 제19조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서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

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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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보신주의, 책임회

피 등의 속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3. 적극행정의 사례

1) 적극행정이 인정된 사례

[사례1] 공무원 A는 매년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과

정에서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회

공동모금회에 제공하였다. 최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

유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소액 환급금 기부는 선의의 행정

을 펼치고자 한 취지이며, 환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기부 연계를 추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 71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급통지,

인·허가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인정보를 미유출 및 폐기 처분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으로 판단되었고 면책처분되었다.43)

43) 행정안전부, 2019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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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상습적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교차로의 경우, 이동 위주

의 도로인 간선도로는 지·정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나 주도로와 교차

되는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교차로는 주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신호시간에 맞춰 부도로 차량신호시

간이 필요 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의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처럼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통신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경찰청에서는 기존 신호체계와 다른 신

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자료제공·설명으로 설득 및 이해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합동점검을 통하여 신호체계 계획을 함께 수립하

였다. 이후 차량과 보행자 신호시간을 분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신호 운

영이 되는 신호체계를 개발하였고, 통행속도가 15%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이 되었고 경제적 효과도 보게 되었다.44)

2) 적극행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례3] A공사의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고 등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주거·지역여건, 준공기간 등을 감안하여

위 공사에서 산정한 등급별 협의매입률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 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협의기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협의가 결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A공사는 6개 업체와 매입협의를 진행하여

2개 업체는 협의를 완료하고 4개 업체와는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협의

가 결렬된 4개 업체 중 B업체에 대해서만 협의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고,

연장된 협의기한까지도 협의가 안되자 재협의를 진행한 후 매입가격을

직상위 등급의 협의매입률보다도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아파트를 매입하

였다. 이에 대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위한 목적

44)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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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사

업자체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협상 결렬 후 재협

상을 실시하고 매입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특혜성 행위에 해

당하므로 공익목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특혜

성 행위를 하면서 매입공고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45)

[사례4] 공무원 A는 공공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설계예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산 소관부서에 설계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 조정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기관장에게 외주 용역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보

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체에 구두

로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 A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며 면책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업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실시설계 등 외주 용역

을 추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 후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데 용역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

를 문란하게 한 위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

극행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46)

45) 인사혁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2019
46) 인사혁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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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일선 관료들의 일반적 행태

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

Lipsky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에 대해 업무 과정

에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형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업무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재량을 지니고 있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로 여기고 경찰의

경우에는 기획, 교육,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찰관이 일선 관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선 관료들은 관료제

적인 구조 속에 놓여있지만 집행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에 의해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즉,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이

유는 일률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업무상 상황에서 기계적 집행보다는

상황적응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일선관료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다.

일선 관료들의 업무환경의 특징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④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

결여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일선 관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과 일선

관료들에게 제공되는 자원을 비교해볼 때 업무량에 비해 자원은 항상 부

족하고 일선 관료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육체적, 심리적 위협이 존재한다.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이상과 실제 개별사례에서 고려해야하는 현실적 요소 간의 괴리

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일선 관료들의 직무수행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

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업무 환경 속에서 일선 관

료들은 이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자원이 불충분하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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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불분명하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변환경 등은 일선 관료들이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일선 관료들은 이러한 업무환경 속에

서 대응기제를 마련한다. 부족한 자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조화

시켜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관여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모호

하고 대립되는 기대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

나 사회적인 문제로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2. 일선 관료들의 재량행위 원인

1) 업무환경 요인

일선 관료들이 처해있는 환경적 특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

는 것으로서 주로 업무의 불확실성, 복잡성, 자원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

로 여겨진다. 일선 관료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법규대로 업무를 처

리하기가 쉽지 않고 관료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또한 예

측하기가 어렵다. 예외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일선 관료

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업무를

단순화하거나 재해석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업무 처

리를 위해서는 업무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업무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되

는 것이다.



- 39 -

2) 조직특성 요인

일선 관료가 속한 조직의 특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

으로서 조직분위기, 상급자, 업무처리과정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먼저 일선 관료가 속한 조직에서 일선 관료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선 관료에게 자율성

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 일선 관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따라 적

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이를 위해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상급

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상급자가 민원이나 감사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일선 관료들은 재량행위를 회피하게 된다. 민원이

접수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선 관료들의 자율성

을 축소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선 관료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신뢰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징도 일선 관료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 일선 관료

는 재량행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3) 법규 및 지침 요인

일선 관료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규 및 지

침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법규와 지침이 어떤 특성이 가

지느냐에 따라 일선 관료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규 및 지

침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법규 및 지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

적인 경우가 많고 급변하는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 많다. 이 경우 일선 관료는 현실에 맞도록 법규 및 지침의 내용을 적

용하여야 하므로 이 때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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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관련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용하

는 법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량행위를 할 수 있고,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2조 제7호와 제5조 제1항 제3호가 결합한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

해 위험방지를 위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매뉴얼

을 살펴보면 술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누워 졸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주

취자의 경우 음주상태와 부상정도 등을 확인하여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닌 경우 주취자에게 인적사항과 가족 등

연고자를 물어보고 술에 취해 대화가 안 될 경우 휴대폰, 주민등록증, 명

함 등 소지품을 이용하여 가족 등 연고자를 확인한 후 신병을 인계토록

하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일단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동행토록 하고 있다.47) 반면에 술에 만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응급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동시 출동하고 112순찰차 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기관으로 긴급 후송하여야 한다.48) 단순주취자의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서 보호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현장 경찰관에게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

여하고 있고 각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단순 시비 등 경미사안은 안정을 유도하고 귀가를 권

유하는 등 훈방조치하고 지속되는 경우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

하도록 한다. 또한 다수가 난동을 부리거나 상습주취자의 경우에는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받고 형사입건하도록 하고 있다.49) 이 경우도 현장 경

찰관에게 통고처분, 즉결심판 또는 입건을 하거나 훈방을 하는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각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판단

을 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다.

47)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매뉴얼, 2015, 26면
48) 경찰청, 보호조치 업무매뉴얼, 2015, 30면
49) 경찰청, 현장 매뉴얼,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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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료 자체적 요인

일선 관료 개개인의 특성이 재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사적 관계, 개인적 특성 등이 주로 재량행위

의 원인이 된다. 일선 관료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

무인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 재량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역할과

직무가 명확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재량행위를 할 수 있지만 경계

가 불분명한 경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여겨 재량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일선 관료가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의 대상자와 연고관계

에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 보다 엄격하

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관료의 재량행위는 일선 관료 개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상

대방에 대한 고려 등의 따라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현장 경찰관의 부정적 재량행위의 영향요인

1) 책임회피

일선 관료들은 재량행위 이후 발생할 책임 문제로 인해 소극적

으로 재량행위를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판단을 내리는 경우 어떤 판단이 최적의 판단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

한 인센티브는 없고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되어 굳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선 관료는 자신이 행사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자신이 행한 재량행위의 과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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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일선 관료인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소극적이거

나 회피하는 원인들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입법적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단순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응

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의 추상성으로 일선현

장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50) 단순만취자에 대한 응급

구호를 요청하더라도 119구급대에서 출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주취자에 대해서는 추후 진

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51)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취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려고 하는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음주행패, 소

란, 고성방가 등의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않은

때에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반복·지속하더라도 제지하거

나 격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52)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하는 경우 통고

처분이나 즉결심판 정도로는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워 대응 수단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음53)을 지적하고 있다.

2) 재량통제 기제의 발달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일선 관료는 재량행위에 대한 소극적이게 된다. 일선 관료

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재정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편의적인 방법으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이

50) 백창현, 주취자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2011
51)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2009
52) 박형식,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2010
53) 조준택,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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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편의적 재량이 모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선 관료는 적극적인 재량

행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자원이 부족하여 재량행위를 하게 되는 경

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합리적인 재량행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후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는데 그치거나 회피하게 된다.

3) 민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선 관료가 수행하는 업무

에는 심리적·육체적 위협이 존재한다. 일선 관료에 대한 민원인의 반복

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신체적 위협에 대해 일선 관료는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회피하게 된다. 일선 관료에 대해 항의를 많이 하거나 민원

을 많이 제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급자로부터의 질책이나 감사기관

으로부터의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현장 경찰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한 법집행을 하였

을지라도 경찰로부터 인권유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꼼짝없이 피의자 내지 피조사자 신분이 되는

것이 현실54)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청문관

실에 진정하는 일이 비일비재55)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반복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에 의해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회피하게 된다.

54) 이상훈,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 2009
55) 박형식,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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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

술은 사람의 감정을 완화하거나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협을 끼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가장 먼저 접하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에

맞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진 자들로 변수가 많은 주취자

관련 신고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현장 경찰관들이 주

취자 관련 신고 처리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행

사하지 않는 등의 원인을 주로 입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

보호조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구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19구급대에서 사유를 들어

출동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 등 입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생활방해형 주취자

의 경우에도 경범죄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를 할 수 있을 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격리시킬 방법이 없고, 통고

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

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어 형법 등의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고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아닌 타인의 법익 침해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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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법적 미비를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응급구조의 자격

이 있는 소방구급대원이나 의료전문가가 주취자에 대한 응급치료의 요부

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경찰과 함께 조치하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56)하고 주취상태로 인하여 자살·자해를 기

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으로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고 제지에도 불

구하고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57)을 지적한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입법적 미비가 주취자들을 현장

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에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입법적 미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주취자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 평균인의 기준으로 구호대상자 여부를 판단

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

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우라 판단

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여 판단

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에서 발간한 현장 경찰관 매뉴얼에서도 단순

주취자의 경우 음주상태와 부상정도 등을 확인하여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응급구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119구급대 등 구호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분 확인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 또는

56) 백창현, 주취자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바안, 2011
57)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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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경우 훈방조치를 하거나 통고처분, 즉결심판의 방법을 통해 처리

할 수 있으며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단순주취자에서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와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결합한 개괄적 수

권조항에 의해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고 현장 경찰관은 상황에 맞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어진 재

량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법률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을 모두 반영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료들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고자 시도하므로 입법적 개선만으로

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업무환경적 요인과 재량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요건과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

잘못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지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재량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

우 징계나 민원 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

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 무조건 책임

을 진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

고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되

는 것이다. 즉, ‘업무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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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를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3> 현장 경찰관의 주취자 조치 연구 정리

저자 문제점 해결방안

백창현(2011) 체계상·제지수단상 문제 체계 정비 및 명확화 등 입법 개선

이성용(2009) 법제도 차원의 문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개선

정철우·백창현

(2012)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의

우려
공권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

조준택(2017) 대응 법령의 미비 기관간 협력, 입법적 노력

임준택·김재운

(2011)

수동적 정책 집행, 의사소통

부재, 기관간 협력 미비

관리의 체계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주취해소 센터 설립 등

이상훈(2009)
사회적 분위기, 왜곡된

법집행
기초질서 확립, 엄정한 공무집행

나현민·하태수

(2015)

법적, 관료적, 시스템,

업무적, 위험 요인

법적·제도적 수정, 인식 제고,

시스템적 지원 강화

박형식(2010) 법적 미비, 책임의 문제 면책권 도입

이호용(2009) 사회보장시스템, 법률 미비 법률 정비, 사회적 신뢰 회복
차진경·김학선

(2012)
법적 근거의 부족 주취자 관련 법제화

조승원(2011) 다양한 유형의 주취자 공감적 대응 기술의 발달

강영준(2015) 모호한 집행 내용 처벌 실효성 확보



- 48 -

제 2 절 분석틀

본 연구는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의 재량권 행사

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원인을 업무환경적 요인으로 분석

하고 인지적 요인 역시 업무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장 경찰관

의 부정적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요인의 경우 현장 경찰관들이 재량권을 어떤 상황에

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

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하여 인

지적 요인이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업무환경

적 요인의 경우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을 상대할 때 민원이나 징계에

대한 부담과 상급자로부터의 질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 재량행

사의 원인이 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민원이나 징계에 대한 부담이

나 상급자로부터의 질책은 결국 결과나 과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인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문성에 기한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지적 요인이 업무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현장 경찰관의 부정적 재량행

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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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분석틀

 업무환경적 요인
 Ÿ 결과에 대한 책임
 Ÿ 상급자의 질책

 인지적 요인
 Ÿ 재량권 행사의 요건
 Ÿ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인식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
 Ÿ 소극적 행사
 Ÿ 불행사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 방법을 이용

하였다.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들을 상대로 3차로 나누어 1대1 심층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대상

자들에게 배부하여 미리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주취자 상대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무

엇인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을 서면으로 먼저

파악하였다. 이후 파악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 대상

자들 각 개인과 약속을 잡고 카페나 스터디룸,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마

련되어 있는 상담 장소에서 30~60분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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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답변에 따라 질문도 상황에 맞도록 변경하

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2차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정

리하고 연구문제의 일관성과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차 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례 진행되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현장 경찰관들

이 주취자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5> 단계별 연구문제의 구체화 및 면접 방법

 3차 인터뷰 및 자료 분석(10~11월 실시)

 〮 연구문제 : 적극적 재량권 행사를 위한 방안
 〮 초점 : 연구 문제의 체계화와 풍부한 자료의 획득

 2차 인터뷰 및 자료 분석(9~10월 실시)

 〮 연구문제 : 재량권 행사의 문제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인식
 〮 초점 : 연구 문제의 발견과 구체화

 1차 서면 인터뷰(8~9월 15명 실시)

 〮 연구문제 : 주취자 조치의 방법, 재량권 행사의 한계
 〮 초점 : 연구 방향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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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장 경찰관의 인식 연구

제 1 절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는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관의 재량

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주취자 신고를 주로 처리하고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112신고 또는 순찰을 통해 주취자와 가장 먼저 접촉을 하

고 현장에서 직접 재량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구대는 585개, 파

출소는 1,436개, 치안센터는 996개가 있고 그 중 서울에서 지구대가 96

개, 파출소가 145개, 치안센터가 172개가 있는 상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치안수

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서울 지역에서 현장 경찰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구대·파출

소·치안센터에서 직접 신고 처리를 하는 등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경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순경, 경장, 경사,

경위를 대상으로 하였고 순찰팀은 2인 1조로 운영이 되며 주로 경위급

경찰관들이 조장을 맡고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위

계급의 경찰관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총 15명의 경찰관 중 경위 10명,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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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지역경찰 관서 현황(2019.12월말 기준)

출처 : 사이버경찰청(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1.jsp)

<표4>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대 총 근무기간
지구대·파출소

근무기간
계급 성별 비고

1 50 23년 19년 경위 남 a

2 50 30년 20년 경위 남 b

3 50 34년 26년 경위 남 c

4 40 22년 15년 경위 남 d

5 40 12년 3년 경위 남 e

6 40 15년 10년 경사 남 f

7 20 5년 1년 경위 남 g

8 20 5년 1년 경위 남 h

9 20 3년 1년 경위 여 i

10 30 6년 3년 경장 남 j

11 20 5년 2년 경장 여 k

12 30 1년 1년 순경 남 l

13 20 1년 1년 순경 여 m

14 20 3년 1년 경위 남 n

15 20 3년 1년 경위 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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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장 경찰관의 인식

1. 주취자 조치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2신고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자치경찰이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주취자 관련 신고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볼 때 추후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은 다수의 주취

자 관련 신고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도 늦은 시간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

게 발견할 수 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경우

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단순주취자로서 보호조치

의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생활방해형 주취자로서 제지

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장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거나 순찰을 하던 중 발견하는 상황이 생기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취자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근무

를 했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주취자 조치

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뷰해보았다.

1) 법령의 문제

인터뷰를 실시한 경찰관 중 다수의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법령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취자를 단순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구분할 때, 단순주취자의 경우 먼저 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을 확인하

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방법으로 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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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가 만취 상태여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신

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주취자의 소지품을 통

해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런 방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에게 부여된 법적권한과 주취자를 상대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만취상태일 경우

에 주취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주취자의

허락없이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

고 만취상태인 주취자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습니다.”(f경사)

“주취자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모욕

적인 언행을 하거나,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밝기기를 거

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j경장)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명확하게 형법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에 대해서는 그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

사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 애매한 부분이 있

으며 출동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

연성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모욕

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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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일이 고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동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동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을 뿐더러 일일이 개인적으로 고소하기

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i경위)

“주취자 신고 처리에 있어서 주취자의 난동 같은 경우는 물리적 강제력

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재량권의 행사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 내지 정립된 판례 등이 없기에 소극적으

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g경위)

현장 경찰관들에게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동 당시에는 단순

주취자로 신고를 받고 나갔으나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 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단순주취자에서 생활

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

하는 사람이 편의점 앞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 그 주취자가

손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추후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행

패를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출

동한 현장 경찰관은 민원인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출동한 당시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

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취자를 깨운 후에 잘 타일러서 보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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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취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

는 경우 또다시 경찰관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인터뷰에 응한 경찰

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그 조

건이 엄격하여 명확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결국 신고자에게 추후 재차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상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조치가 인정되는

조건이 엄격하여 그 위험이 명확하게 실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

고서는 대부분의 현장경찰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동일 건에 대해 이후 재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h경위)

“실제 생활방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변할 우려만 있는 경우에는 경찰

관이 당장 별다른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최대한 귀가조치를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신고자 내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추후

필요시 바로 112신고할 것을 알리고 현장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i경

위)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주취

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모두 법령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단

순주취자의 경우 주취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물리

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주취자가 현장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일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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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소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 현재는 생활방해형 주취자가 아닌 상태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재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

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양

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 상황마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경찰관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

2) 책임의 문제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경찰관들이 느끼는 문

제점은 법령의 미비뿐만 아니라 조치 이후의 책임 문제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극적

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

취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조치를 취한 경

찰관이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

적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현장 경찰관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없고 외관을 통해 확

인하거나 경험칙에 의존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추후 주

취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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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주취자에 대한 현장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하여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경찰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가 추

후 문제가 생긴다면 이 역시 현장에서 판단을 한 경찰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

우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의없이 주취자의 휴대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추후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그 판단을 한 경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f경사)

“주취자들의 안전을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취자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들어오는 신고가 많은 만큼 단순

히 깨워서 귀가하라고 알려주는 데까지가 경찰관의 역할인지, 아니면 가

족 또는 가까운 이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까지가 경찰

관의 역할인지, 경찰의무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찰

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 불분명한 문제와 맞물려 가는데, 경찰의무

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보니 예컨대, 경찰에게는 주취자를 안전귀가시킬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중대하기 때문에 주취자의 휴대폰을 열람할 권

한 또한 허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 또한 불명

확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명확한 권

한 속에서도 결과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 책임은 경찰관이 부담하

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o경위)

“경찰관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에 현장에서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전문적

인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경찰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칙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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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조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심근경색이 온 경우나 주취자를

경찰관서 내 임시보호조치 하였는데 사망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취

자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힘든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g경위)

“주취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가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

계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

어 관내 노숙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겨울에 공원 내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119에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지만 119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귀소 조치하였고 경찰관은

파출소에 보호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주취자가 심하게 거부하여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2~3시간에 걸쳐 6~7회 순찰을 하며 이불까지 덮

어주며 확인을 하던 중 노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망자

유족의 심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담당 경찰관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감찰 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e경위)

단순주취자뿐만 아니라 생활방해형 주취자를 조치하는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들은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 경

찰관은 이를 제지하고자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때 주취자가 자신이 경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폭행을 당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경찰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추후 경찰관의 조치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

이 인정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

는 등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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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에 반감을 가진 상습 주취자들은 이유없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가 어렵습니다.”(b경위)

“생활방해형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취자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

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주위 동료들을 보더라도 조치를

취했던 주취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민원 제기에 의해 감찰 조사를 받

은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i경위)

현장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까지가 경찰관의 책임인지가 불명확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취자를 조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많은 권한이 인정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권한 내에서 많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적게 발생하도록 소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재량권 행사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결국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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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는

일선 관료들은 집행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

험에 의해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

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장 경찰관은 일선 관료에 해당하므

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력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자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

부분을 가능규정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현장 경

찰관은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거나 법률효과부분이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

는 법령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장 경찰관들에

게는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

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원인

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터뷰해보았다.

1) 업무환경적 요인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로 민원발생의 우려, 현장경찰관 개인에게 책

임을 묻는 조직 환경 등 업무환경적 요인을 언급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

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당시 재량권을 행사했던 경찰관이 모든 책

임을 떠맡아야 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에 어려움

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장에 출동을 하여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잘 해결

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현장 경찰관이 모든 책임

을 져야 하고 그 경찰관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

더라도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추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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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청문 기능에서의 조사, 언론으로부터의 질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자 하고

“잘해도 그만, 못하면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출동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

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소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재량

권을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끼리 말로 잘해도 그만,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d경위)

“현장 경찰관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취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자진귀가 처리하였지만 결

론적으로 그 주취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경찰관에게 책

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재량권을 발동

하기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j경장)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경찰관의 합리적

인 판단 하에 재량권을 행사한 뒤 문제가 생겼을 시 보호받을 장치가 없

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재량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비록 계

량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경찰 조직 내의 분위기는 “재량권의 행사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g경위)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아무리 잘 처리하였다고 하

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청문 기능에서의 조사, 언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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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질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e경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행사에 대해

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청문 기능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을 보호

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b경위)

현장 경찰관들이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행사한 재량권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책임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고 현장에서는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기 어렵고 재량권 행사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책임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직 내에서는 보호해주기보

다는 재량권을 행사했던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부담이 된

다는 것이다. 결국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

이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

가 발생하였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할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일 경

우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경찰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조치한 경찰관에 대

해서는 우대 조치가 있어야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

하고 재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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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요인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현장 경찰관들

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재량권 행사의 요건

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와 재량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 등 인지적 요인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재

량권이 없으며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해서만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었

으며, 법률 검토를 통한 조치보다는 기존의 관행에 의해 조치하는 경우

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재량권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요건

에 맞도록 행사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잘못된 해

석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유

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재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후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재량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최근 인권이 중요시되고 각자의 의사발언이 중요시되면서 경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c경위)

“지구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 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사건을 접수

할지 말지에 대한 정도의 재량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a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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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해당 법률들에 대한 현

장 경찰관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률

에 의거,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기존

의 관행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러다보니 재량권을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사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

리하는 사례 등이 병존하여 일처리가 일정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위

해서는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던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매뉴

얼화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o경

위)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요건이나 개념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것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재량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감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형성된 분위기에 의한 것이지만 지

속적으로 재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는 경우 이는 결국 재량권

을 행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고 적극적

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재량권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경위)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발동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현장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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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출동경찰관은 매우 위축되게 됩니다.”(j경장)

“사실 현장 경찰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다가 이후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직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따지기 때문에 재

량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b경위)

“질서위반의 정도 또는 범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들에는 현장경찰관

이 계도, 훈방과 같은 조치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상

인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있어, 주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대상인으로

부터 의사의 결정이나 표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황의 위

험성 및 긴급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경찰의 공권 행사로 인해 보호

받게 되는 법익이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이익보다 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판단을 현장에서 쉽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량

권 행사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i경위)

현장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대한 인식과 재량권의

개념과 한계를 비교하기 위해 판례를 살펴보면, 먼저 재량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로는 아래와 같이 판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판례들에서

재량권의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는 재량성의

유무에 따라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당해 행위의 근거

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

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 67 -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

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

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경

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

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

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

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

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

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

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

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

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

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58)

[판례2]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

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

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59)

58) 대법원 2001. 2. 9. 선고98두17593 판결
59) 대법원 2008. 5. 29. 선고2007두18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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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

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60)

[판례4]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

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61)

[판례5]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

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62)

[판례6]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

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

60) 대법원 1996. 2. 27. 선고95누165223 판결
61) 대법원 1997. 11. 14. 선고97누7325 판결
62) 대법원 2009. 3. 26. 선고2008두13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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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63)

다음으로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례들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량권의 한계에 대해 판례는 재량권은 그 종류

와 관계없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는 이

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

로써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재량권의 한계는

이를 규정한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일반조리에 의해서도 정해지

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

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의 조

치권한에 대해서도 이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

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

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

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함으로써 재량권은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판례7]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

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

야 할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

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기 보

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64)

[판례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

63) 대법원 2008. 4. 24. 선고2006다32132 판결
64) 대법원 1985. 2. 26. 선고84누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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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

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

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65)

[판례9]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

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

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

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66)

[판례10]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

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

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

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간의 불

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

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 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

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

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

도적 행위라기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

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

65) 대법원 2017. 6. 16. 선고2016두34714 판결
66) 대법원 1982. 9. 28. 선고82누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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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을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67)

[판례11]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

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68)

[판례12]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

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69)

판례에서는 경찰관의 재량에 대해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고 함으로써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

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재량권에도 역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고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

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67) 대법원 1990. 3. 13. 선고90누516 판결
68) 대법원 1991. 11. 22. 선고91누2144 판결
69) 대법원 1996. 10. 25. 선고95다45927 판결



- 72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서 재량권이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사

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장 경

찰관들에게는 주취자가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법의 규정이나 비례·평등 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행

사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해 매우 협소하게 인식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

는 경우 감찰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인식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감사원

에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결

과에 대해 징계나 문책 등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201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경미

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

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적극적으로 재

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업무환경적 요인을 언급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업무 처리 도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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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적극행정 면책제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념에 대한 인식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경찰관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정 부분 설명을

하고 재차 질문을 한 경우에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경찰청에서도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실

질적으로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책

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면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나 한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k경장)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업무 처리시 최선을 다했을 경

우 잘잘못을 논하지 않는 제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

가 우리 조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b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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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

한 후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극행정제

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l순경)

“적극행정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으나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책

하거나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면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나 한계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m순경)

2)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현재 현장경찰관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

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인

터뷰하였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이 이

와 같이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

문에 이런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제도적으로는 책임을 면책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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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제도는 결국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국민의 인식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야 합니다. 결국 공권력을 제대로 확립하여야 실효성이 생

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경위)

“경찰에 있어 재량권은 법적 근거가 충분히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조직

적 차원에서 조직원 보호가 가능함에 대한 내부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적

극행정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만약 적극적으로 나서

서 조치를 취했다가 개인적으로 고소 혹은 민원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업무 중 피소당한 직원에 대

한 법률자문과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그조차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적극행정제도가 실효성

을 얻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확

립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조직이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i

경위)

“현재의 적극행정 제도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후적

조치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보다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시켜 주고,

특히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119나 지방자치단

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재를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경위)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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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찰관에게 유리한 판례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

서도 경찰관 혹은 국가의 배상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소송 관련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판례가 정립되어야 현

장 경찰관들도 판례의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의 행사는 법적으

로 인정이 된다는 인식과 안정감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안정감은 다시

적극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

다. 또한 현재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

조직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장 경

찰관들의 판단 및 조치를 믿어주는 인식을 마련하는 등 조직 내의 인식

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h경위)

현장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

으로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하였

다. 둘째,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

직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의 판단을 믿어주고 이를 지원하여 책임으

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즉, 경찰관이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판례를 축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적으로는 조직이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책임

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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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12신고나 순찰 활동을 통해 가장 먼저 주취자를 접하는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

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2신고 중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됨으로써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경찰

관들은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급

변하는 사회를 입법으로 모두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정개념이나 가능규정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 경

찰관의 경우 다양한 상황을 마주쳐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행사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상

황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여전히 현

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근무를 했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알아보았다. 현장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

시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조치의 어려움으로 주취자를 조치할

때 단순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또는 단순주취자이지만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하

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의없이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

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강제

력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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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이나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시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

사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경찰권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그 조건이 엄격하여 명확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신고를 하도

록 얘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법령의 미비뿐만

아니라 책임의 문제도 주취자를 조치하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됨을 지적

하였다. 적극적으로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하였으나 추후 예상치 못하

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민원을 제기하

는 경우 당시 조치를 취하였던 현장 경찰관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

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주취자

를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단순주취자의 경우 요구조자의 소지

품을 확인하는 조치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현장 경

찰관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데 주취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또한 현장 경찰관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생

활방해형 주취자의 경우에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취자

가 추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더

라도 그 판단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다.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의

원인은 법령의 미비와 책임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책임의 문제 역

시 법령의 미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근거인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걱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상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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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에 있어서 모

든 상황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부분을 가능규정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재

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업무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환경적 요

인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한

현장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업무환경을 지적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잘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결과

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던 현장 경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경찰관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돌발적인 변수가 존재하

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하여 조치를 취하기 때문

에 구체적인 법령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으며 그 책임을 견디는 것이 너

무 힘들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다. 인지적 요

인으로는 현장 경찰관들은 법률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관

행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

가 있었다. 이는 결국 재량권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재

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업무 환경적 요인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판례에서도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에 대해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함으

로써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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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장 경찰관들

이 우려하는 책임의 문제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주위 동료들이 청문 기능에서 감찰 조사를 받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재량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소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

임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

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경미한 절

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 경찰관들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의 문제를 느

끼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 경찰관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에 대해

여전히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한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미한 절차

상 하자나 손실, 중대한 잘못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범위까지 경찰관의 책임을 면책해주는지 명확하지 않고 손해를 발생시키

는 재량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량권에 대한 부

정적 인식과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

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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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1대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현장 경찰

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법으

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며 조치 이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

수되는 경우 당시 조치를 취하였던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취자 조치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적 개선을 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입법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법으

로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집행 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현장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입법자 역시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재량권

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업무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재량권을 행사하

여 조치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그 판단을

했던 현장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적극적

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잘해도 그만 못하면

책임’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인 역시 적극적

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현장 경찰관

들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재량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 경찰관은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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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인권이 중요시되

면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응답자도 있는 등 재량권에 대

해 매우 협소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로 관행적으로

취하였던 조치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있었고, 재량권의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재량권을 행사한 경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과 주변

동료들의 경험으로 인해 재량권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은 결국 재량에 대

해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201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던 중 발생하는 경미한 하자나 손해 등에 대해

서는 책임을 면책해주고 있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

고 있었다.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

로 책임의 문제가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제

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에 있어서 겪고 있는 법령의 미비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현재 협소하

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재량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

는 요인 중 하나인 업무 환경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

책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감사원에서는 2009년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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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규정 및 시행하였지만 경찰청에서는 2019년 9월 규

정하여 시행중으로 현재는 도입 초기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터뷰를 실시한 현장 경찰관들도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

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으

로 다루어졌던 인사상 우대조치 등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

련하여 시행하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 너

무 길고 그 과정에서 청문 기능에서의 감찰 조사와 질책 등이 있기 때문

이라는 응답도 있었기에 분명 민원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사하여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민원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

로 재량권을 행사한 현장 경찰관을 질책하거나 즉시 감찰 조사를 실시하

는 방안은 지양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경미

한 민원의 경우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현장 경찰관

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현장 경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할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의 피

해와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현장 경

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의무가 있

는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두 번째

요인인 인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재량권에 대

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예방

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에게는 전문적 판단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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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재량권

의 한계로는 사실을 오인하여 행사한 경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

여 행사한 경우로 범위를 제시하여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비례·평등의 원칙에 맞도록 재량권을 행사한다

면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장 경찰관은 재량권

을 행사할 때 목적이 정당하고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요구조

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 요구조자에게 이익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관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이라면 어떤 현장 경찰관이 오더라도

동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불

이익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경찰관 개인의 능력에만 맡

겨두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주취자 문제의 경우

단순주취자, 생활방해형 주취자, 단순주취자이나 생활방해형 주취자로 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구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각 상황마다 현장 경찰관이 행사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경찰청에서 매뉴얼로 제작하여 현장 경찰관

들에게 배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의 현장 경찰관들이 재량권을 행사한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

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판례들을 축적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 경찰관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로

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재량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조치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재량권을 행

사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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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재량권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써 더욱 소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을 보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라면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

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업무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현장 경찰관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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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treet-level police officers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taking measures for drunken

people

Lee, Tae Ky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lcohol also plays a positive role, such as social behavior and

emotional relief, but it also has negative functions such as

harming an individual's health or harming other people's lives,

and property, which is a social problem. Street-level police

officers are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in handling drunken

people. because all situations are not clearly defined by law,

streel-level police officers are forced to deal with them by

exercising their discretion. Despite being granted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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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discretion, it is difficult to actively exercise discretion.

According to one-on-one interview with street-level police

officers, streel-level police officers were often unclear about the

requirements or scope of discretion, and tended to be very

narrowly interpreted. In addition, in order to indemnify police

officers who actively carry out their duties, the Police

Depart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system, but it was often unaware of this and was

perceived negatively. In the end, a negative perception of

discretion and an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system created

an atmosphere that could be held accountable if exercised

discretion, and the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were not actively

exercising their discretion to escap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reel-level officers should

be trained to clearly understand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 produce manuals, exercise discretion

without gross negligence in the field, and actively indemnify the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actively administered by the

Police Department in the event of a complaint or minor defects

to be exercised so that they can escape the burden of liability.

In addition, rather than leaving all responsibility to the

streel-levle police officers who were judged at the time for the

conduct of work without willful or gross negligence, this should

be a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 can provide

support and respond to and actively exercise discretion.

keywords : drunken, street-level, discretion, limit,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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