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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

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직무는 책임성, 위험성, 긴급성, 예측 불가능

한 근무시간 등으로 다른 공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3D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

찰 보수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보수의 외적 공정

성과 내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찰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균형급을 고려한 외적 공정성 확보, 적실성 있는 직무급

과 성과급을 통한 내적 공정성 확보, 수당 재정비를 통한 내적 공정성 보완, 
독자적인 경찰 보수표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기한다.

【주제어: 경찰직무, 보수체계, 보수 공정성】

Ⅰ. 서 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글로벌 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위기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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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빈도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의 위기 예방과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갈등과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위기관리는 매우 중

요한 정부의 역할이며, 특히 국민생활의 최일선에서 24시간 사회의 안정과 법질

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3D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처우는 직무 특수성에 상응하는 만큼 높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직에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확보하고 

재직자의 사기(morale)를 높임으로써, 경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책으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경찰 보수의 적정화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황우(2007: 
383)는 경찰 사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조병인 외(2004: 141-2)는 사기관리와 관련 예산 규모, 경찰 

장비, 복지제도 및 근무 여건, 보수 수준 등 4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

조사하여 보수수준의 가중치가 다른 항목에 비해 특히 높다는 결과를 밝혀내어 

경찰관 사기관리에 있어 보수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 제약과 물가, 민간부문의 임

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정책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렇다면 주어진 예산 및 정책 제약 상황에서 경찰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 합리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찰 보

수체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다. 즉, 경찰직 공무원은 타 공무원과 비

교하여 많은 부문에서 특수성, 가령 법집행 행위라는 직무의 복잡성과 전문성, 
일상적인 강도 높은 근무, 범죄 예방과 경비, 작전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성, 야
간 및 공휴일 등 휴식시간대의 근무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 보수체계는 경찰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성상 2장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의

의, 공무원 보수결정 요인과 기준, 경찰공무원 보수결정의 방향에 관한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연구 분석 틀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경찰 보수의 실태 및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진단한다. 4장에서는 경찰 보수체계를 분석하고 보수 수준의 

적정화를 논의한다. 이어서 경찰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외적 공정성과 내적 공정성 확보, 내적 공정성 보완, 그리고 독

자적인 경찰 보수표를 제정할 것을 제기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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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경찰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의 재설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높이

는데 기여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치안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보수체계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 

Ⅱ. 경찰공무원 보수의 이론적 검토

1. 경찰공무원 보수의 의의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틀에서 움직이며 영향을 받는다. 공무원

의 보수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며 봉급

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보수는 봉급과 각

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종류 및 지급

대상･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단서 조항을 보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그리고 연구 및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보수는 따로 정하여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급인 봉급은 보수의 기본(base)이 되며, 각종 수당, 연금, 실비변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대우공무원수당 등 각종 수당(11종)이
나 퇴직연금 등의 산출 기초가 된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수당(43종), 실비변상(6종) 등 총 49종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종래 직종 및 근무 여건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기말수당 등의 도입으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공무

원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책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신설과 확충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강성철 외, 2008: 474).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사회의 치안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봉사한 대

가에 대해 매달 정규적으로 받게 되는 일련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러한 경

찰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신현기, 2006: 278-9). 경찰공무원의 봉급은 경찰공무원들이 자기가 맡

고 있는 직책이라든가 또는 책임성의 강약에 따라 각자의 직책별로 주어지는 

기본급이다. 직무의 어려움, 책임성의 정도, 각자의 재직기간 등에 의해 계급별 

및 호봉별로 받게 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한다(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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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률, 부정부패 등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신현기, 2006: 278-9). 

2. 경찰공무원 보수의 주요 논점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우선 경찰을 포함한 공무

원 보수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크게 ⅰ) 공무원 보수결정 요인, ⅱ) 공무원 보

수결정 기준, ⅲ) 경찰공무원 보수결정 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공무원 보수결정 요인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보수의 

일반적 수준의 결정요인을 보면, 이는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보수의 최

고액과 최저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보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보수의 일반 수준을 결정하고 다음에 조직체 내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

여 차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보수의 일반적 수준에서 고려할 요인(신현기, 
2006: 277)으로는 첫째, 사회윤리적 요인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를 최저 어

느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가의 측면이다. 여러 요인 중 건강과 품위유지를 위

한 수준의 생계비용 등과 관련된다. 둘째, 부가적 요인이 있다. 이는 휴가시간, 
근무조건, 연금제도, 퇴직수당, 신분보장 등에 있어 보수 이외에 받는 부가적인 

각종 혜택을 말한다. 셋째, 정책적 요인이 있다. 보수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높은 

근로의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가를 의미한다. 넷
째, 경제적 요인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최고 어느 수준까지로 하

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불능력, 민간보수 수준, 물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공무원 보수결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진재구(1995: 185)는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외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합리적 보수 차별화의 원칙을 지적한다. 이도형(2007: 269)도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대외적 균형급, 생계비 보장, 직무값에 따른 보수 차별화, 실적

보수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보수 결정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책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일반의 표

준생계비, 물가수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되,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동법 제2항).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 상대적인 균형을 도모한다(동법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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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보수결정 기준

공무원 보수는 직종별, 기관별, 계급별 직무가치와 직무수행의 난이도, 입직

을 위한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보수체계와 보수 수준을 내부적으로 균형감 있

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이도형, 2007: 273-274). 보수결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다섯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대외적 균형급으로 이는 외부의 

경쟁적 노동시장에 직면해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그 대외적 균형

(market adjustment)을 맞추어 주거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이도

형, 2007: 262-3). 둘째, 연공급으로 근속연수와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하며(박천

오 외, 2004: 354),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결정 

기준이다(이창길 외, 2007: 192). 직장 내의 오랜 경력(seniority pay)이 고용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켜, 조직의 경제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에

서 비롯된 것이다(이도형, 2006: 262-3; 박경규, 2008: 429). 그러나 연공급은 근

속 근로자에게 맞는 기업의 능력을 제약시키며, 연공급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확

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감시장치에 대한 투자에 미온적이다. 반면 장기고용관계

를 낳는 인적자원관리정책에 보다 관심 갖는다(Bayo-Moriones, 2004). 셋째, 실적

급(또는 성과급)으로 업무실적, 근무성적 등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제

공된다(최순영･김윤권, 2009: 21). 직원이 좋은 실적을 내어 직장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그의 성과는 상승적으로 반복되리라는 가정아래 직원의 탁월한 

성과에 지급하는 것이다(Klinger & Nalbandian, 1998: 137). 그러나 성과급은 표

준성과를 어떻게 설계하며, 어떻게 측정하며, 어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것인

가가 문제로 지적된다(Milkovich & Newman, 2005: 257-261). 넷째, 직무급으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직위분류제적 원칙(Whitehead, 1993: 20)을 적용

한 것이다.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 가중치, 비중이 유사한 직무들

을 같은 임금 범위로 포괄한다(이도형, 2007: 273-274). 다섯째, 직능급(지식 또

는 기술급)으로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특정 지식 및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를 증

명할 경우 기본급의 인상이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체계로서

(Milanowski, 2003), 업무에 유용한 지식과 직무기술의 깊이, 넓이, 높이에 따른 

성과역량을 기대하고 지급한다(Siegel, 1998: 608-611). 

3) 경찰 공무원 보수결정 방향

현행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실

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보수결정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를 보면, 유영현(2005: 34-9)은 

경찰공무원 보수결정시 일반공무원 보수결정 요인인 생계비, 민간부문의 임금수

준, 인건비 지불능력, 자원배분정책, 물가수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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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업무량의 과다, 위험성,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할 것을 제시

한다. 한상암(2006: 293-297)은 경찰공무원의 보수결정 요인으로 대외적 균형의 

원칙, 업무량 및 근무시간, 업무의 위험성, 부정부패의 가능성, 계급정년제도로 

인한 조기 사회 진출,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경

찰공무원의 보수결정 기준의 기본방향은 무엇일까? 사실 대외적 균형급, 연공

급, 생활급, 실적급(실제로 일한 양만큼), 직무급(어려운 일을 수행한 만큼)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한 기준 선택은 가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귀착된다. 
가치적･정책적 판단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으로 보다 합리적인 경찰 

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을 

위한 보수결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첫째, 직무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
무가치를 반영한 보수결정 기준으로 직무급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가치를 반영한 보수책정 기준은 연공급과 

직능급(역량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과가치를 반영한 기준으로 여기

에는 성과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보수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찰공

무원 보수에 대한 탐색→진단→방안으로 접근한다. 우선 공무원 보수 결정 요

인,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 경찰공무원 보수결정 방향을 탐색한다. 다음 경찰 

보수의 실태를 분석하고 보수가 현실과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논거를 파악하

기 위해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진단한다. 이러한 탐색과 진단을 통해서, 경찰 

보수체계를 개선할 방안으로 대외적 균형급 조정을 통한 외적 공정성 확보, 직
무급과 성과급 강화를 통한 대내적 공정성 확보를 검토한다. 그리고 내적 공정

성을 보다 보완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합리화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러한 내적･외적 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경찰 보수표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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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 경찰 사기와 보수

▫ 보수결정 이론

진단

방안탐색

▫ 경찰 보수의 실태

▫ 경찰 직무 특수성

▫ 외적 공정성

▪ 대외 균형급

▫ 내적 공정성

▪ 직무급, 성과급

▫ 내적 공정성 보완

▪ 수당 재정비

▫ 제도화

▪ 독자적 경찰 보수표

Ⅲ. 경찰 보수의 실태 및 직무특성 분석

경찰 보수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우선 경찰 보수 수준의 실태

를 파악하여 경찰 공무원 보수의 현실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다른 

공직과 구별되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찰하면 무엇이 경찰 보수체계의 문제

점인지 인식할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1. 경찰 보수의 실태

1) 경찰 보수 수준의 실태

현실 운영상 보수 수준은 공정성과 차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직위분류제 요소가 내포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가 가지고 있

는 근원적인 한계라 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과 차별성을 추구하는 보수 수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현행 경찰공무원 보수 수준의 실태를 

정부조직 전체의 대내적 비교, 민간부문간의 대외적 비교, 생계비 측면에서 비

교･분석하여 규명할 수 있다.  

(1) 대내적 비교

우선, 경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정부조직 전체 내의 일반직, 별정직, 교육

직 공무원과의 대내적 비교를 한다면, 대외적 균형급이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직은 다른 공직에 비하여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높다는 점을 인

정받아, 일반직에 비하여 한 직급 상향 조정된 봉급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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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근속자에게만 적용될 뿐 승진 속도와 근속 연한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낮은 

현실이다. 직종별 평균 보수월액 현황(공무원연금공단, 2008: 70)을 근거로 보면 

정무직(263만 원) > 교육직(246만 원) > 지방별정직(233만 원) > 국가일반직(211
만 원) > 경찰･소방직(200만 원) 순으로 나타나듯 경찰･소방직은 평균(216만 원)
을 밑돌고 있다.  

둘째, 공안직1) 공무원 보수 수준과의 비교를 할 경우에도, 역시 대외적 균형 

차원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 공안직과 경찰직간의 

9급~4급까지의 비교를 보면 경찰직은 공안직보다 평균 98.34% 수준에 머물러 

1.66%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경, 경감을 제외한 전 계급에서 공안

직이 경찰직보다 평균보수가 높다.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공안직보

다 더 3D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오히려 적게 받고 있

는 현실이다. 

<표 1> 공안직과 경찰직 공무원 보수 비교

공안직
9급 3호

97.1만

8급 12호

159.6만

7급 20호

214.3만

6급 19호

234.9만

5급 22호

286.9만

4급23호

330.3만

경찰직
순경3호

99.4만

경장12호

157.6만

경사20호

205.9만

경위19호

220.8만

경감19호

240.5만

경정22호

283만

총경23호

318만

공안직 대비(%) 102.3 98.7 96.1 94.0 102.4 98.6 96.3

자료: 경찰청내부자료(2008)

또한 경찰청내부자료(2008)에 의하면 4급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를 검찰, 법
원, 교정직, 국회 공무원 보수와 비교할 때 4~7.1%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 공
무원연금공단(2008: 196)자료를 통해 직종별(일반직, 법관 및 검사, 공안직, 교육

직, 정무직) 퇴직연금지급액을 비교하여도 경찰공무원은 공안직에 비해 적게 받

는다. 경찰공무원의 월퇴직연금 수령액(1,683,000)은 직종별 평균(1,815,000원)에
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공안직(1,779,000)에 비해서도 작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경찰의 하위직 구성 비율이 높고,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퇴

직연금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1) 공안직 공무원에는 넓은 의미에서 경찰도 포함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안직렬은 검

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철도공안직을 

말한다. 대부분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공안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행정직보다 동

일 직급 동일 호봉에서 보수가 조금 많다. 그리고 주로 검찰청, 출입국관리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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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적 비교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의 전체 내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할 뿐만 아

니라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경찰 보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설계함에 있어, 경찰직에 우수한 공무원을 

계속 유인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임금 수

준을 경찰공무원 보수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임금은 산업별, 규모별 그리고 연봉제, 직무급, 직능급이 점

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액면 경찰공무원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민간부문의 보수는 시장과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반면에 경찰공

무원의 보수는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직과 민간부문을 비

교할 경우에 직급별 초임호봉, 혹은 대표호봉간 직급체계, 승진체계 및 승진연

한, 입직경로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간부문과의 보수 비교의 

경우에 인적자원의 질적 구성문제, 입직경로, 승진체계, 고용특성, 보수범위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2> 공무원과 민간기업 보수의 직급별 격차

구분 상위직 중간관리직 하위관리직 하위직

공무원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9급

민간 임원 임원/부장 부장/차장 차장/과장 대리/사원 사원

격차
2000 72.6% 74.8% 79.4% 95.5%

2003 71% 91.8% 89.8% 99.4%

자료: 중앙인사위원회(2004: 446)

민관의 직급별 보수격차를 통해 경찰직 보수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중간관리직, 하위관리직, 하위

직은 민간에 근접하고 있으나 상위직은 여전히 71% 수준에 머물고 있다(중앙인

사위원회, 2004: 446). 2007년 10월 현재,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89.7% 수준이

다(강성철 외, 2008: 488). 

(3) 생계비 비교

보수 수준의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는 바로 공무원의 생

계비이다. 보상을 윤리적 거래로 본다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시민으로 

더불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요구된다. 생계비는 근로자의 생활

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노동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양보할 수 있

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계비는 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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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관계에서 연유되던 간에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보

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

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이다(박경규, 2008: 419).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

는 생계비보장의 원칙은 국민의 일원인 경찰공무원의 생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

부의 도의적 책임에 기인한다. 경찰공무원은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담당업

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으로 전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경

찰공무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이나 업

무의 경제적 가치에 상관없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수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할 

때는 생계비 자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연봉을 연간 표준생계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

준생계비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봉과 연간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순경, 경위로 입직한 경찰공무

원의 연령별 연봉을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 경찰 보수기준의 표준생계비 해당 권역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81,100 2,126,200 1,901,000 1,741,600 1,538,300 1,320,900 1,168,100 1,046,700 974,100 895,200

2 2,473,200 2,213,800 1,979,900 1,816,100 1,603,500 1,383,900 1,229,700 1,101,100 1,025,600 943,500

3 2,567,900 2,302,600 2,061,100 1,891,800 1,671,100 1,448,500 1,292,200 1,158,600 1,080,000 994,700

4 2,664,700 2,392,800 2,143,300 1,969,500 1,741,500 1,514,800 1,356,500 1,219,200 1,135,400 1,049,000

5 2,764,000 2,484,000 2,226,700 2,048,300 1,814,000 1,582,300 1,422,600 1,281,900 1,193,400 1,104,000

6 2,864,700 2,575,700 2,311,300 2,128,000 1,888,000 1,651,700 1,489,500 1,346,300 1,252,700 1,160,300

7 2,967,000 2,668,600 2,396,900 2,208,600 1,963,300 1,722,600 1,557,000 1,411,400 1,312,500 1,214,300

8 3,070,500 2,761,800 2,482,800 2,289,800 2,039,700 1,794,300 1,624,700 1,476,800 1,369,900 1,266,500

물론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표 3>의 최저생계비와 경찰 보수

표를 기준으로 경찰 3인가구가 표준생계비에 못 미치지는 경우는 경사 1호봉, 
경장 1~2호봉, 순경 1~3호봉이 해당된다. 만일 4인가구라면, 경위 1~2호봉, 경사 

1~4호봉, 경장 1~6호봉, 순경 1~7호봉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일선에 있는 3인 가구 이상 하위직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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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2) 경찰 보수 운영의 실태

경찰공무원 보수 수준 실태와 더불어 경찰 보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 제약을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직무 강도를 고려하여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

급을 직무 강도만큼 우대받게 하는 봉급우대율이 다른 특정직(법관, 검사, 교사, 
군인 등)에 비해 매우 낮다2). 다른 특정직이 일반직에 비해 30% 이상의 높은 

봉급우대를 받는데 비해 경찰과 소방은 고작 2.9% 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공안공무원과 직무 성격이 유사하지만 업무강도는 격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3%가 낮은 현실이다.
둘째, 직급 간 평균 봉급인상률이 다른 공직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직과 

공안직은 12.7%인데 비해 경찰은 10%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오래 근무할

수록 경찰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경찰의 86.4%가 경사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77.3%가 경사 이하로 퇴직하는 상황(행자부, 
2003공무원센서스)에서, 현직의 보수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다른 공직자보다 

적게 수령하고 있어 이중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셋째, 대우공무원수당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형성성은 대우공무원수당의 

혜택이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및 군무원은 1990년 대우공무원제를 도입하고 대우공무원수당(봉급액의 4.8%이

었으나 2009년 12월 행안부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로 

함)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찰직은 그동안 다른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3)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경찰도 2009년부터 

2) 일반직 대비 법관과 검사는 27.3%(일반직 5급 1호봉; 법관･검사 1호봉), 교사는 

11.3%{일반직 7급 1호봉: 교사 1호봉(교직수당 25만원 포함),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은 

5.5%(전체 직급 평균 급여 비교) 우대받는다(경찰청내부자료, 2008).

3) 2004.12월 舊중앙인사위에 대우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정안’
을 심사의뢰 하였으나, 예산증액 부담을 이유로 의견 표명이 지연되면서 심의계류 중

인 상태였다.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무원 월봉급(기
본급)의 6%를 매월 지급하고 6급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

여는 별도로 월 10만 원의 가산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징계처분중인 자를 

제외하고는 2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직급의 5, 7년차에 각각 전원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된다. 1990년 당시 대우공무원수당의 신설 취지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임금보

상 및 일반직, 기능직과 특정직의 기본급 격차에 따른 임금보전이었으나 이는 특정직

의 업무 특성 등 봉급결정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균등하

게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책정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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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우공무원제도

가 6급인 경위 이하에게만 해당되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하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도 총경 이하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치안활동비의 불분명한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치안활동비4)를 특정업무

경비에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특정업무 수행자가 아닌 경정 이하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점으로 볼 때, 실비변상적인 경비라기보다는 보수 성격이 농

후하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다. 또한 실비변상적 성격인 특정업무경비는 비과

세 항목이나, 1993년 감사원에서 치안활동비를 보수 개념으로 판단하여 과세토록 

지적한 점으로 보아, 특정업무경비 성격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업무활동비를 보수 총액에 합산하여 비교하는 문제점이 있다. 업무활

동비는 경찰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경찰관 개인의 

사비용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다. 예산부처는 경찰의 보수 현실화 요구에 업무활

동비를 소액 인상해주고 이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국세청(국세활동비 25만 원)
이나 검찰청(수사활동비 30만 원), 감사원 등의 공무원들도 엄연히 활동비를 지

급하고 있어 업무활동비 지급은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산부처는 업무성격이나 취급 내용이 상당히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을 비교

하면서, 단지 경찰만 지급하는 것처럼 보고 있으나 경찰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

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여섯째, 수당 지급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에게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시간외수당 문제이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을 합쳐 초과근무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신현기, 
2006: 283). 2부제에서 3부제로 전면 확대된 후 명목상 근무시간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근자는 월 5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외근자는 100시간을 초과근

무하는 것이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휴일과 야간 근무수당도 실제로 가산되지 않고 단순 합계로 정산되고 있다. 

2. 경찰 직무의 특수성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검토할 경우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 직무는 일반 공직과 구별되는 다양한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46조)은 직무곤란도 및 책임 정도에 따라 봉급을 책정하도

4) 치안활동비는 1989년 부산동의대사태 후 경감 이하 경찰관에게 월 7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경정 이하로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7만 원→17만 원)을 

하였다(경찰청내부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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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경찰 봉급에는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 미흡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에 반영되어야 할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보면 다음

과 같다. 

1) 경찰 직무의 책임성

경찰 직무는 국가와 국민에게 근본적인 책임성을 지닌다. 첫째, 경찰 존립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찰의 목적을 궁극적으

로 안전이라고 본다면, 1차적인 목표는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구분된다. 2차적인 목표는 범죄방지, 범죄자의 체포와 기소, 도난 및 유실물의 

회복, 병약자에 대한 조력, 비범죄 규정의 법집행, 지역사회내의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규정된다(이상안, 1986: 67).  
둘째, 국가와 사회의 존립기반의 토대가 되는 경찰 기능5)은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을 지닌다. 1차, 2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는 대공, 순찰, 범
죄 및 보안정보, 교통, 작전･출동, 범죄수사, 조직범죄단속, 청소년선도, 지역사

회봉사, 범죄방지, 지역사회유대, 풍속범죄단속 등이 있다(이상안, 1986: 67). 경
찰 특유의 기능으로는 경무, 수사, 외사, 생활안전, 교통안전, 경비, 정보, 보안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매순간마다 

생명, 신체, 재산, 사회질서, 국가안위와 직결되며, 비배제적･공익적 사회간접자

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찰 직무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 경찰은 일반 

부처의 공급행정 업무와 달리 질서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

민의 인권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업무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

과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
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선거방해죄(제128조)는 검찰, 경찰 등만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

다. 징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2(828건), 2003(900건), 2004(1069건), 2005 
(942건), 2006(684건), 2007(580건) 등 다른 공직보다 징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German은 경찰 기능을 범죄 방지, 범죄 진압, 비범죄행위의 단속, 봉사 지원, 개인의 

자유보호로 나누고 있다(German, et. al., 1966: 28-29). Stone과 DeLuca는 경찰 기능을 

법집행, 교통법집행, 방범, 가족보호봉사, 순찰, 기술지원, 경무･기획으로 나누고 각각

의 기능을 다시 구체적으로 42개로 분류하고 있다(Stone & DeLuca, 1994: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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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직무의 위험성

경찰 업무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

고 아울러 절박한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경
찰이 위험의 제거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함에 따라 자연히 경찰 자신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다른 직업보다 많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흉악범 검거, 폭
력시위 진압,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 단속 등 생명과 신체의 위험성

이 높은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공무상 사망

자 총 111명 중에서 공안업무는 3명인 반면에 경찰관은 무려 17명에 이르고 있

다(공무원연금통계, 2006).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직종별 공무상 요양을 목적으로 급여를 신청한 건수

를 보면, 경찰･소방 > 기능직 > 일반직(지방) > 교육직 순으로 경찰･소방직이 

월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급여 심의 건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직종별 공무상 요양급여 심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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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무원연금통계(2007년)를 근거로 작성함

또한, 경찰은 직무상 매일 범죄자, 주취자 등 문제가 있거나 범죄피해 등 최악

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대하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6)되어 있다. 일선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 사건의 21.4%에 달하여 경찰 업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경찰혁신기획단, 2004). 경찰관에 대한 주취자의 행태가 공권력 경시풍조

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주취자

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폐를 경험하고 있다. 

6) 지구대, 교통외근, 형사부서 근무자 중 93.1%가 공무집행방해를 경험하고 있다(공무집

행방해 사례 및 경미범죄 처리에 관한 조사, 월드리서치,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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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직무의 긴급성

경찰 업무는 예측불가능성, 돌발성, 긴급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

원에 비하여 직무스트레스가 현저히 높다. 사건발생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얽

힌 분쟁 상황을 즉시 해결해야 하거나, 범인 추격 등 긴급 상황이 상존하고 있

다. 2007년 5대 범죄의 경우 살인(7.9시간), 강도(2시간), 강간(1시간), 절도(2.5
분), 폭력(1.8분) 간격으로 시시각각 발생하여(경찰청내부자료, 2008) 경찰공무원

은 언제 어디서나 강력사건에 대한 중압감에 놓여있다. 
경찰 직무가 돌발적이고 긴급성을 요하다보니 정규근무시간의 강제성이 높

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관의 정규근무시간을 자국의 법정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초과하도록 제도화한 사례가 없다. 또한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한 비번자 동원시

간을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은 경찰

관 1인당 담당이 400명 정도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도 적정한 

근무시간과 충분한 비번시간의 보장, 야간근무의 최소화와 더불어 월 평균 8~12
일 정도의 별도 휴무일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거

나 다양한 교대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불균형과 

약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현실적으로 결원 발생시 3조2교대는 2조2교대로, 2

조2교대는 전일제로 교환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 없이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상청, 교도소의 현업 

대상자는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식사시간

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만 경찰은 식사 중에도 신고에 따른 출동이나 현장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24시간 근무, 특히 야간근무 중에는 별도의 휴

식시간이 일체 없는 현실이다. 

4) 불안정한 가정생활

경찰 직무는 사실상 평일과 휴일이 구분되지 않는다. 112신고, 범죄발생, 교
통사고 등의 주요 사건사고는 주간보다는 오히려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지구

대, 형사, 교통 등 전체 경찰공무원 96,427명 중 72.5%인 69,913명이 야간, 공휴

일, 명절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다(2008년 2월 기준). 
또한 경찰관들은 잦은 전출이나 업무과다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여서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준의 치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평일, 공휴일 구분 없는 ‘36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3교대시 야간근무는 1년 중 무려 121일로 3일에 

하루 꼴로 심각한 상황이며, 공휴일 근무일수도 상당한 일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내부자료, 2008). 이러한 상시근무와 업무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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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환률은 4.2%로 일반직 3.9%, 공안직 3.4%보다 높은 편이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06). 

Ⅳ. 경찰 보수체계의 개편 방안

1. 경찰의 보수체계

보수는 노동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동기유발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경찰공

무원이 자발적이고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적합한 형태의 보수체

계를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정부정책과 예산의 제약, 경찰 직무의 특수성, 경찰 

문화에 적합한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지름길이 된다. 
보수체계란 보수지급 항목의 구성을 말한다. 보수체계의 기본 형태는 대체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여 부가적인 수당으로 구성된다. 보수체계는 얼마를 근무

하고, 얼마의 능력이 있으며, 어느 직무를 담당하느냐 등 보수를 결정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수체계는 크게 연공 대 능력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공주의적 보상체계는 연령급, 근속급이 있으며, 능력주의적 보상체계는 직무

급, 성과급 등이 있다. 보수의 결정기준이 되는 보수체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손원준, 2008: 176-177).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

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그 직

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및 호봉7)별로 봉급과 수당으

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 수당, 부가급을 포괄하

는 보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체계의 특징으로는 봉급표의 구성이 생계비

를 결정기준으로 하는 생활급과 각 직위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급, 계급별, 근
무연수별로 계산하는 근속급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계급별 근속급여체제로 구

성되어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 기본급의 구조를 보면 기본급(봉급)은 보수체계의 근간으로

서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제수당의 산정기초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
금 등의 산출도 역시 봉급에 그 기초를 둔다. 성실한 근무와 높은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승급하여 봉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봉급은 경찰 계급간의 서열을 정

7) 경찰공무원의 호봉은 23~32호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 이전에는 모든 등급에 일

률적으로 30호봉이었으나 현재는 계급별 근속호봉제를 실시하여 오면서 상위직 23호
봉에서 하위직 32호봉까지 하위직으로 갈수록 많은 호봉수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속년수가 장기적인 공무원이 많은 하위직에 더 많은 호봉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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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경찰의 기본급, 즉 봉급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공무원 보수 수준은 정부조직 전체의 대내적 비교, 

민간부문간의 대외적 비교, 생계비 측면의 비교를 통해서 실태를 진단하듯 취약

한 상황이다. 그리고 경찰 보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보수체계의 정합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은 외적 공성성과 내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수 수준의 적정화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과 적정한 보수 수준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관련

이 매우 깊은 것이어서 보수 수준을 도외시한 채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논한

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적정한 보수 수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설계하여도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보수 수준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해

결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인 승진적체 완화를 통한 보수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직급별 보수체계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의 보수를 장기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찰

직의 경우 승진적체로 인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 수준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현실이다. 승진적체는 단순히 그 자체로서 사기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

니라 보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경찰의 인력구조는 일반직8) 공
무원이나 기타 공무원 구조와 상이한 첨탑형 조직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경

사 이하 계급이 82.45%이다. 첨탑형으로 8~9급인 경장과 순경에 비해 7급인 경

사와 6급인 경위와 경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며, 또한 5급인 경정과 4급인 

총경의 인원 비율이 6~7급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의 차이는 승진연한 및 평균보수 수준에 영향을 준다. 또한 

상위계급으로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원이 낮

은 보수 수준의 직급으로 몰려 사기저하, 승진적체, 보수 수준의 열악,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어져 경찰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다. 계급과 직책의 재조정(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급 대

상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계급 단계의 축소가 병행되지 못하는 점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찰 보수체계 개편 방안은 경찰 보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 

8) 일반 공무원의 인력 구조는 종형에 가까워 6~7급의 인원비율이 8~9급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으며 4~5급의 인원 비율도 경찰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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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수성이 반영된 경찰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계

급과 승진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경찰 보수가 월급여, 퇴직금, 연
금 등에서 공안직, 일반직, 교직 등과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경찰의 계급과 승

진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 계급의 

합리적인 조정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경찰 보수체계의 논의

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경찰 보수체계 개편 방안

경찰계급과 승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전제하

고, 본 연구는 다만 경찰보수를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

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즉, 외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외

균형급 확보, 내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급의 강화 및 성과급의 공정성

과 객관성 확보, 불합리한 수당체계 재조정,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제정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 외적 공정성의 확보

외적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의 보수 수준이 비교되는 타 조직과 비

교할 때 조직의 투입과 산출에 따른 보수 수준이 타조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타조직이란 민간부문뿐만 아니

라 정부조직 전체 내부에서 경찰조직과 비교되는 다른 조직을 의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보수의 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공조직의 보수가 동일해

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실 외적 공정성은 구성원에게 배분할 보수 총액의 

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수 수준에서 경찰 보수가 기타 공공조직의 보수 수

준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어야 공정한가에 관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다른 모든 공공조직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 보수체계나 수준은 기타 공공조직과 비교하여 불합리

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찰직 보수의 대외적 균형급 확보의 기준으로 우선 경찰직과 소방직 보수를 

고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찰 보수는 소방직과 동일한 보수표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소방직도 화재발생시 생명과 신체에 위험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

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명 소방직과 경찰직은 업무의 난이도나 강도에서 

명백한 차이성이 존재한다. 
외국 사례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수준이나 보수체계 설계를 할 경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켈리포니아주 여러 도시의 경찰공무원 보수, 가령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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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eley 市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월보수액을 비교하면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보다 최고 28.87%에서 최저 5.95%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4> Berkeley시 경찰과 소방공무원 월보수액 비교

직급 Step A Step B Step C Step D Step E 효력 날짜

fire captain $9,546 $9,862 $10,188 $10,523 08.6.29

fire lieutenant $8,573 $8,855 $9,148 $9,449 08.6.29

firefighter

(Steps A-E)
$6,484 $6,634 $6,786 $6,942 $7,170 08.6.29

firefighter

(Steps F-1)
$7,408 $7,651 $7,904 $8,169 - 08.6.29

police captain $11,899 $12,297 $12,704 $13,130 $13,567 07.12.30

police lieutenant $10,387 $10,729 $11,086 $11,451 $11,835 07.12.30

police officer

(Steps A-E)
$6,870 $7,189 $7,524 $7,767 $8,018 07.12.30

police officer

(Steps F-G)
$8,281 $8,550 - - - 07.12.30

자료: http://www.policepay.net/Vallejo/CompleteDataFiles.pdf

<표 4>에서 보듯 미국 Berkeley 시의 경우 경찰서장(police captain) Step B의 

경우 소방서장(fire captain)보다 무려 $2,751을 더 받고 있으며, Step E는 $3,044
를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의 경우 Step A는 $8,281인 반면에 소방 

Step A는 $7,408을 받아 $873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경찰공무원이 소방공무원과 비교할 때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공통

적 업무 환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이한 업무환경과 경찰공무원

의 직무 난이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보수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경찰직 보수의 대외적 균형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공안직과

의 비교를 통해서 그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경찰직과 공안직은 물론 업무에 

있어서 유사성도 있지만 업무의 난이도, 범위, 강도 등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공안직보다 경찰직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경찰의 공무상 사망률이 공

안직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경찰관의 유질환 비율이 공안직보

다도 0.8%가 높게 나오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또한 공무상 요양급여 

심의 건수를 비교하면 경찰은 26,032건인데 비해 법관과 검사는 불과 25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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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공무원연금통계, 2007). 이러한 3D에 근무하는 열악한 경찰직이 공안직

보다 덜 받는 것은 같은 공직으로서 명백한 비합리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과 경찰직간의 9~4급까지의 모두 비교

를 보면 경찰직은 공안직보다 평균 98.34% 수준에 머물러 1.66%를 덜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 4급(총경, 서기관)의 보수는 법원, 교정직, 국회 공무

원 보수와 비교할 때 4~7.1%를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청내부자료, 
2008). 

이처럼 단적인 사례로 소방직과 공안직만을 비교･분석하였지만, 경찰직 보수

의 외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객관적인 불공정한 보

수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외적 공정성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외적 균형급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경찰직 기본급을 

적어도 공안직과 동일한 기본급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

안직과 경찰직무간 업무의 특수성, 업무상 사망률‧유질환‧요양급여건수, 평균보

수월액, 각종 수당, 퇴직금, 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안직보다는 

적어도 몇 % 높게 책정할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찰직과 소방직 보수표를 분리하여 적

용하며, 경찰직무의 특수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소방직과 차별화시킬 필요

성을 제기한다. 

2) 내적 공정성 확보

내적 공정성이란 조직내 구성원들 간의 보수 수준에서 격차가 진정 공정한 

것인가와 관련된다. 내적 공정성은 개인이 받는 보수 수준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또한 보수결정 과정과 기준이 공정한 것인가에 좌우된다. 내적 공정성의 보수 

배분 기준으로는 직무의 가치, 연공, 직무수행능력(직능), 업적의 크기 등을 고

려할 수 있다. 내적 공정성은 직무동기나 조직몰입을 유발할 수 있다. 
내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무급 강화9)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근속연한에 따라 보상하는 연공급 위주의 보수체계는 직무의 난이도, 개인의 능

력과 실적 차이에 따른 보수 차등화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경찰에 우수 인력 

확보 및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 내의 계

급적 질서와 인화를 존중하는 경찰행정 조직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성과의 원리

를 중시하는 성과주의나 실적주의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경찰 보수체계에 적용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9) 행안부는 2009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안을 내면서 직무급 지급기준의 개선, 즉 소

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무급 지급기준

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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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수를 직무수행 역량과 연계시키면, 개인에게 학습과 자기계발 나아

가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유민봉･임도빈, 2007: 
554).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직무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

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ⅰ) 경찰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직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ⅱ) 직무와 경찰공무원 개인 

간의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ⅲ) 직무배치의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능

력이 높은 경찰공무원을 자기의 능력보다 낮은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에 배치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직무 기준의 임금을 공정하다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ⅳ) 직무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평가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무급의 정교화가 필

요하다. 직무급은 경찰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보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무평가를 통해 개별 직무의 목표달성의 중요성, 업무

수행상의 난이도, 업무환경 등이 조사되어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가 측정된

다. 따라서 직무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더 높은 보수를 받

는 것이 공정한 논리이다.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시하며 앞으로 능

력개발이 개인의 성과와 조직 전체의 성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

식급이나 기능급을 함께 가미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경찰 직무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를 

100% 직무급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공안직이나 소방직과 비교하

여도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

찰 직무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단

기적으로 경찰 보수체계에 직무급이 정교화되기 전에 직책수당, 위험수당을 현

실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

에 대한 정교한 직무평가와 직무분석을 통해 확립된 직무급을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직책수당, 위험수당을 직무급에 흡수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 바라던 만

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면, 체포율이나 평균 선고기간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

며, 반면에 경찰관의 보수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면, 체포율은 높아진다고 한다

(Mas, 2005).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동기의 제고는 결국 치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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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은 경찰 직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현 추세에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모두에게 성과급10)의 

강화는 필연적이며, 경찰 조직 역시 더욱 성과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영국 경찰의 보수도 종전 근속기간에 따른 자연적인 보수 상승

인 연공급에서 탈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성과와 기술에 바탕을 둔 성과급 중심으

로 나아갈 것을 영국 Public Policy Research(2008)가 권고하고 있다.
현재 경찰직에서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 성과급 차이가 커짐에 따

라 성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직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활용이 더욱 절실하다. 다만, 한편으론 

성과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경찰 조직의 업무 특

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 조직은 개인성과의 평가가 어렵고, 
또한 업무의 속성상 개인별 업무보다는 경찰 조직 구성원간 유기적인 협조와 

단결을 통해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성과평가나 이에 따른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오히려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 문화와 행태와의 부정합성을 낳아 조직융합이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찰기능과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경찰의 

조직문화와 행태를 고려하고, 보다 융합적 조직 업무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별 성과평가보다는 부서별 혹은 관서별 평가가 훨씬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성과급 강화를 위해 경찰 업무의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하기보다는 경

찰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서별 혹은 관서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을 벗어나 성과급을 계속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10) 경찰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 2월부터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도입되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도입배경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

식 업무방식을 최대한 개선하고 일반 사기업에서처럼 능력 있는 경찰공무원을 발굴

하여 수동적인 업무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동시에 열심히 일한 경찰공무원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어 일할 의욕이 생성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업무관리를 수

용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즉, 정부는 무한경쟁 시대에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인식하에 일반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급여체제를 기존의 사

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그리고 경력과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다(신현

기, 2006: 285).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 165

3) 불합리한 수당체계 재조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제시하는 방안 중 경찰공무원에게 부합하는 공정한 

수당을 재정립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수당11)은 보수의 내부 공정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당은 기준 외 임금으로서 연공급, 직무급, 직능

급, 성과급이 추구하는 보수 공정성을 보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

나 제수당은 각각 자체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고 운영되어 왔지만,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제수당은 본래 취지가 퇴색되거나, 수당간에 서로 충

돌하거나, 기본급과 모순되는 등 비체계적이고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당에 

대한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당 중에서 기본급 전환이 가능한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방안이다. 수

당이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신설･확충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당제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어 기본급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인상보다는 각종 수당을 신설 혹은 조절함

으로써 기본급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되고 부가급의 수당이 지나치게 비대

화되었다. 공직에서는 기본급보다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민간분야에

서는 약 7 : 3 정도로 수당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김중양, 2008: 540). 그동

안 공무원 보수 인상의 방법에 있어 기본급 인상보다는 여러 수당에 의존함으

로써 기본급 본래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진재구, 1995: 187). 기본급과 연동

된 공통수당, 정부 전체의 통일적 기준 유지가 필요한 수당, 경찰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하여 보면 수당보다는 기본급

이 보수의 대표성을 갖도록 보수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이 수

령하는 29개 수당 중에서 우선, 연공급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대
우공무원수당 등은 경직성 수당이다. 이들 수당은 사실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수당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으로 전환12)하여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직

무급의 속성을 지니는 관리업무 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직무급도 기본급

11) 우리나라 보수체계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적 성격의 수당은 공무원 지

급수당(43종) 중 23종(대우공무원･주택･군법무관･특수업무 등 20종 제외)과 실비변상

등 6종이 지급된다(총 29종). 

12) 종전 특수업무수당(11종)은 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선박･함정 등

근무수당,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

수당, 범죄수사수당, 재외근무수당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2009년 12월 행안부는 공무

원 보수･수당체계 개편을 통해서 첫째,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즉,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2010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2011~12년
에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하여 안전관리수당, 
전산업무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을 폐지하고,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2~8만
원), 민원업무수당, 범죄수사업무수당(4만 원)을 특수직무수당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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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들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활

급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는데 이들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안활동비도 일괄적으로 17
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역시 기본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의외로 비중이 높은 수당이면서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6~7단계인데 이를 2~3단계로 할 

필요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계급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시간근무로 업무의 생산성이나 실질

적인 업무에 몰입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시간 채우기식의 형

식적 운영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본래 취지에 맞게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외근

무수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수당등업무처

리지침’의 불합리한 조항과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으로 인해 예산삭감 가능성

이 높다. 결국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직의 경우 근

무실태와 직무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여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방범수당’을 폐지하고 액수를 조정하여 기본급에 산

입할 필요가 있다. ‘경호수당’과 ‘비상경계근무수당’은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으로 지급하고, ‘비상동원수당’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교통요원수당’은 수당

규정에 산입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

정해야 한다. 또한 위험수당과 범죄수당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대우공무원수당이 지급되지 않다가 2009년부터 소방과 함께 지급되고 있

지만, 지급 대상이 경위 이하만 해당되어 다른 공직에 비해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외적 균형급 차원이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서 총경까지 확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4) 독자적인 경찰 보수표 제정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표13)는 12종류로 되어 있다. 즉, 일반직, 공안직, 연구

직, 헌법연구관,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2종 고용직, 경찰･소방직, 초･중･고
13) 봉급표는 기본급의 전부를 체계적으로 직무별 또는 등급별로 봉급액을 표시하는 봉

급액 기준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봉급표는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계

급제를 원칙으로 계급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직의 경우는 10등급으

로 되어 있다(경찰청내부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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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원직, 대학교 교원직, 군인직으로 구성된다. 군인･법관･검사 등은 독자적인 

보수규정을 제정･운영(군인 보수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하고 있듯이 경찰 보수체계는 경찰 인력구성, 인적자원, 경찰 서

비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시각에서 독자적인 경찰 보수표가 필요

하다. 
<표 3>에서 보듯 현재 소방직과 동일한 보수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적실성이 떨어진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경찰 직무는 소방 직무

와 비교하여 업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계급과 승진 문제가 훨씬 복잡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직과 차별화된 경찰 독자적인 보수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표 제정시에 경찰 기능에 따른 고유한 업무 성격과 곤

란도, 위험도, 책임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의 과

학적인 직무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수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특정직에 고유한 보수표의 작성에 있어서 그 직종이 수행하는 일의 성

격과 곤란도, 책임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원용하여 

보수표를 작성함으로써 직종간의 보수 차이가 일의 곤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신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진재구, 
1995: 186-7). 경찰 역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보수표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결국 계급과 승진 문제가 결부된 현 경찰 보수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경찰 기능이나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보수

표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보수표도 분리하고 있는 마

당에 업무가 다른 직종을 동일 보수표로 묶어두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

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계급과 승진 문제에 대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를 

재조정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이와 동시에 경찰 직무 특수성을 고

려한 경찰 보수표를 설계하고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경찰 보수표 제정을 위한 논리와 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

이다.  

Ⅴ. 결 어

첨탑형으로 구성된 경찰 조직은 경사 이하 비간부가 전체 경찰관의 8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조직구조로 인해 1계급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경찰직 공무원의 경우 9.6년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인 7.6년에 비하여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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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다. 이렇듯 하위직에 과중되어 있는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로부터 경찰 사

기와 보상체계의 문제점이 시발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찰 직무몰입과 사기저

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경찰 보수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저평가된 인

식을 높이는 일이다. 일부 부패나 정치적 사건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경찰의 헌

신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경찰 본연의 기능 수행과 국민으로

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면 보수 개선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상 경찰 보수의 근원적 제약은 필연적으로 인력 및 계급

구조의 개선과 연계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 문제는 

단지 경찰 보수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경찰 보수체계를 설계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왜곡된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경찰 계급과 승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경찰 예산확보

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결국 정치적

인 재배분적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찰 환경 및 경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

계 개선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 문제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원에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치안수요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의 접근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직 공무원 보수 수준의 적정화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가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획기

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은 경찰공무원의 긍지

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질

서를 위한 치안 서비스와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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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of Police Pay 

Reflecting Police Job Characteristics 

Yunkwon Kim ･ Kyuwon Ji 

Korean society has more conflicts and mistrust compared with other societies. 
Police, with job characteristics such as accountability, danger, urgency, and 
unexpected dutie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to gain public security and order. 
However, the system of police pay does not reflect these job characteristics and lacks 
internal and external pay equity. To improve the system of police pay, this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establish external pay equity through adjustment to 
the market, internal pay equity through proper wages based on evaluation and merit 
pay, complementary internal pay equity by reset allowance, and launch an 
autonomous police pay table.  

【Key words: police job, pay system, pay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