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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래 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  불편사항들이 발생되

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사업 발 에 부정  향을  수 있다. 이를 방하기 해 2013년도 

경찰 를 도입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에서 시행 인 경찰 에 한 황과 우리나

라 련 황을 살펴보고 다음 네 가지의 문제 을 도출하 다. 첫째, 지역사회  유 기 과의 력 

부족, 둘째, 경찰 선발기 의 미비, 셋째, 부족한 인력, 마지막으로 응의 획일화이다.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용을 제시하 다, 세부 으로 들어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

소인 문제지향  경찰활동, 이웃지향  경찰활동, 략지향  경찰활동을 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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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ign tourists visiting our country are increasing. Accordingly, diverse crime and 

inconvenient points of tourism are occurring. I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ourist industry of our country if this is neglected. The Tourist Police Force has been 

introduced in 2013 to prevent this. The current status for the Tourist Police Force being 

implemented in Seoul, Incheon and Busan and the current status in relation to the tourism of our 

country are checked and following 4 kinds of points at issue have been deducted in this research. 

First, the cooperation deficit with the reg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stitutions, second, the 

incompletion for the selection criteria of Tourist Police Force, third, the insufficient manpower, 

finally, it is the uniformity of maneuver. The application for the community policing has been 

proposed as the plan to improve this. For further details, the improvement plan has been proposed 

by applying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and 

Strategic-Oriented Policing being the component of community policing.

■ keyword :∣Community Policing∣Korea Tourist Police∣Problem-Oriented Policing∣Neighborhood-Oriented 
Policing∣Strategic-Oriented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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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는 11,140,028명

이 을 해 우리나라를 찾았으며 그 후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00만명이 넘어 사상 최 치를 기록하

고 국가별 경쟁력 순 에서도 2011년도 32 에서 

2017년에는 19 로 상승하 다[1]. 객이 증가할수

록 객 련 범죄  연도별 불편신고가 다양화 

되었고 2011년 724건에서 2015년 829건으로 증가하

다[2]. 

이러한 범죄  불편신고가 증가하면 객은 

재방문 의사가 없어지며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

에 한 부정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사업

에 악 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에 범죄율

과 객 수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도 범죄율 감소

가 객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

에서의 범죄율 감소를 한 치안활동이 객의 

지 선택에 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하 다[3][4]. 우리

나라 경찰에서도 이러한 을 토 로 2013년 경찰

를 도입하 다.

경찰 도입과 더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

은 연구에서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해 지역

사회와의 트 십을 강조하 다. 트 십을 강조하

는 경찰활동  표 인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경찰과의 긴

한 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  무질서를 유발하

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이며 경찰활동에 한 새

로운 철학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제에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용을 심으로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Ⅱ. 관광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1. 관광경찰의 의의

1.1 관광경찰의 개념

경찰에 한 개념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다. 몇몇 경찰 선행연구에서는 경찰기 의 한 

부서로 지에서 객을 상으로 하는 경찰활동

을 하는 경찰로 개념화하고 있다. 조남재(2001)는 

경찰을 지 내에서 경찰 직무집행을 근거로 법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신

기(2014)는 기존의 경찰조직에 소속되어 기존 경찰업

무와 더불어 객과 련된 경찰업무를 심으로 수

행하는 경찰로 정의하고 있다[5][6]. 이러한 개념들은 

의의 경찰 개념으로 특정 상인 객과 특정 

장소인 지에 기존의 경찰활동을 집 시키는 것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정의와 더불어 경찰의 개념에서 핵심

요소인 지와 객의 특성에 따라 경찰의 정

의가 조직  활동 면에서 확 되고 있다. 안 훈(2009)

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찰조직과 더불어 일반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민간경비업체, 자원 사자, 자

율방범  등의 활동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조직에서 

력활동을 제시하 다. 국 런던에서는 민간인 신분으

로 경찰활동을 하는 경찰보조인(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제도를 활용하고 있어[8] 조직측면에

서의 개념의 확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직 측면에서

는 경찰을 소속이 경찰뿐만 아니라 독자 인 조직

을 갖는 조직도 포함하는 견해가 있다. 문화 부

(2013)는 경찰을 “경찰조직에 소속되거나 별도 독

자 인 조직을 갖고  질서유지와 객의 안 을 

도모하기 한 제반역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일련의 경찰작용을 행사하는 경찰기능을 의미한

다”고 정의하면서 경찰조직에 소속된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독자  조직도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하 다[9]. 

한 기능면에서도 지의 범죄 방  치안유지

와 더불어 외래 객을 상으로 한 불법행 의 단속 

 수사 등과 더불어 정보 제공  교통안내, 외래 

객의 언어불편 해소까지 확 되어 경찰활동과 더

불어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확 된 개념으로 경찰

의 개념을 지에서 객을 상으로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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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조직에 소속되거나 

별도 독자 인 조직을 갖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1.2 관광경찰의 유형

경찰은 목 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치안 심형 경찰이며 치안이 불안한 나라

에서  활성화를 해 지의 안 을 보장하기 

한 강력한 법집행 심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국내 

치안의 불안, 테러, 내란 등으로부터 객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둘째, 서비스지향형 경찰이다. 이는 나라의 치안

상태가 비교  안정 인 나라에서 외래 객의 만족

도 제고를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을 

말한다. 불편사항 개선, 안내  통역 등까지 포함

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치안 심형과 서비스지향형 경찰의 혼합

형으로 지 내에서 객과 한 범죄와 불편사

항 등을 처리하고 이와 더불어 지 안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표 1. 목적에 따른 관광경찰 유형[8]

구분 내용

치안중심형 관
광경찰활동

관광지역내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치안
질서 유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찰활동

서비스지향형 
관광경찰활동

관광지역내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주로 
하는 관광경찰활동 

혼합형 관광경
찰활동

관광지역내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결과 치안유지 
질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관광경찰활동

활동 상에 따라 경찰을 구분하면 내ㆍ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객 심과 외국인 객 심으

로 나  수 있다. 만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범죄 방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객을 상으로 집 으로 경찰

활동을 진행 이다[10].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2.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경찰과의 

긴 한 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  무질서를 유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이며 경찰활동에 한 

새로운 철학이다[11]. 

경찰과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 진을 한 조직의 분

권화와 순찰방향의 재설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

한 문제의 해결에 을 두며 이러한 문제들의 우선순

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반 하고 지역사

회 조직과 범죄 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범

죄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원리이다[12].

2.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는 문제지향  경찰활

동(Problem Oriented Policing), 이웃지향  경찰활동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략 지향  경찰활

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이다[13].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통  경찰활동의 특징인 사건지향  경

찰활동을 비 하며 강조되었다. 신고된 사건에 한 단

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그 각각의 사건들을 유발시

키는 원인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14]. 

이웃지향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의

사소통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제고

를 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력하는 로그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3][15].

략지향  경찰활동은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 와 

장소에 경찰자원을 재분배하여 많은 경찰인력을 배치

하여 최 한의 범죄  무질서를 방하는 효과를 거두

는 활동을 말한다[16].

Ⅲ. 관광경찰제 현황 및 문제점

1. 관광경찰제 현황

1.1 관광경찰대

외래 객의 증가와 련된 산업의 성장으로 

안 한 환경을 만들기 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서울 경찰 의 출범을 시작으로 2014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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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으로 확  출범되어 경찰의 운 리  행

정업무 등을 하는 행정 과 지 범죄 방 순찰  

단속, 불편사항 처리등을 하는 순찰 , 단속범죄 처

리  첩보수집 등을 통한 기회·인지수사를 하는 수사

으로 구성되어 있다[17]. 서울, 부산, 인천의 경찰

 인원 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부분의 인원

이 객과 이 가능한 순찰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관광경찰대 인원현황[10]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총 인원 153명 99명 30명 24명

순찰팀 119명 80명 21명 18명

수사팀 16명 8명 5명 3명

행정팀 18명 11명 4명 3명

역할은 객들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해  

객 보호  지 범죄 방, 과 련된 각종 불법 

 무질서 행  단속, 안내  외국어 통역, 

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 처리 등 다양한 치

안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기  지역별 불법행

 발 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서울은 무등록 

숙박이 472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은 버스 련 불

법행 가 398건, 인천의 경우 택시와 련된 불법행

가 가장 많았다. 지역 특성에 따라 불법행 의 빈

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2015년 지역별 관광불법행위 적발현황[8]

무자격 
가이드

택시
무등록 
숙박

가격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서울 121 310 472 455 29

부산 23 259 114 1,175 -

인천 220 440 16 72 -

상표법 버스 외환 리
호객
행

기타 합계

서울 4 132 110 53 844 2,530

부산 3 398 24 3 284 2,282

인천 - 110 1 4 500 1,363

2. 관광관련 현황

2012년 처음으로 1000만명이 넘는 외2015년에 메르

스 사태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래 객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5]

는 연도별 입국 통계이다. 

표 5. 연도별 입국관광통계[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794,
796

11,140
,028

12,175
,550

14,201
,516

13,231
,651

17,241
,823

외래 객의 증가와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련 불편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표 6]은 2015년 

기  불편신고 황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편신고에 차이가 있으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쇼핑, 택시, 숙박의 불편신고가 

구성비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련된 사건으로는 가격시비, 탁송지연  내역오류, 부과

세 환 , 제품  맞춤불량이 있으며 숙박 련 사건은 

약취소  약 , 서비스 불량, 시설  생 리 불

량, 택시 련은 부당요  징수  미터기 사용거부, 난

폭운   우회운 , 운 사 불친 , 여행사 련 사건

으로는 안내서비스 불량, 옵션상품 등 쇼핑 련, 계약조

건 불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표 6. 2015년 관광불편신고 현황[2]

외국인

유 형
2014년 2015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쇼 핑 317 35.7 261 31.5 

택 시 128 14.4 117 14.1 

숙 박 84 9.5 98 11.8 

공항 및 항공 64 7.2 79 9.5 

여행사 47 5.3 49 5.9 

음식점 45 5.1 49 5.9 

분실 및 도난 42 4.7 32 3.9 

철도 및 선박 32 3.6 25 3.0 

버 스 21 2.4 22 2.7 

관광종사원 18 2.0 17 2.1 

콜 밴 4 0.5 3 0.4 

안내표지판 1 0.1 　- 　-

기 타 85 9.6 77 9.3 

총 계 888 100.0 829 100.0 

2016년 외래 객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6년 기 으로 한국을 방문한 15,456,810명의 외래

객  국인이 50.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14.7%, 만이 5.3%, 미국이 5.2%, 홍콩이 4.2%, 

태국이 2.7% 등으로 나타났고. 여행 유형은  개별여행

이 67.4%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여행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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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tel(7.6%) 순이 다[18].  

3. 관광경찰제의 문제점

3.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경찰활동은 주목 은 외래 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불편사항들을 제거하여 자유롭게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방문율을 높이

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지의 치

안유지  련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의 산

업 육성은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체 지역사회의 목표

이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한 지역사회  유 기

의 력이 부족하다. 부분 유 기 인 공사와 

시청은 산  시설에 한 지원뿐이며 경찰활동

에는 직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3.2 관광경찰 선발 기준 미비

경찰  경찰 선발 시 토익 수, 련 외국어 능

력을 기 으로 1차 심사 후 면 을 통해 선발한다. 외래 

객과 소통을 한 외국어 능력도 요하지만 효과

인 치안활동을 해서는 특정 지의 환경  특징

에 해 잘 알고 있고 그 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무질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3.3 부족한 인력

경찰 의 인력은 혼합형 경찰활동 즉 

치안유지  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객들에

게 편안하고 안 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안내  외국어 통역과 같은 

련 서비스는 민 이 빈도가 많아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인력이다.

3.4 대응의 획일화

3장의 련 황을 살펴보면 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의 특성과 상

없이 활동시간과 장소가 획일 이다. 각 나라별로 선

호하는 지가 다르고 지 환경에 따라 선호되는 

시기가 다르다. 박외병(2016)도 인력운 의 효율성을 

해 외래 객 방문 추이  계 요인 등 외래

객의 활동시간을 분석하여 탄력 인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 적용을 통한 한국관광

   경찰제 개선방안

1. 지역사회 경찰활동 적용 

우리나라의 경찰은 경찰 유형  지를 

심으로 객들의 불편사항의 해결과 치안활동, 질

서유지를 심으로 하는 혼합형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 유형은 치안 심형과 서비스지향형의 혼합으

로 다양한 기본임무를 갖고 있어 경찰만으로 활동을 유

지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반 하여 많은 국내의 선행연

구에서 지역사회와의 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무ㆍ

이도선(2013)은 경찰제도의 보완을 해 정책

기 과의 력을 강조하 다[19].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조는 경찰의 보조  

역할이 아닌 력기 과 공동으로 주도하는 것을 제안

한다. 박한호ㆍ한상암(2014)의 연구에서는 보다 성공

인 경찰서비스 제공을 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

께 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경찰활동을 제안하면서 지역

구성원, 객, 련 사업자  기 , 경찰이 

모두 치안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Sonmez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안 을 해 지

역사회의 요구부터 습, 일정, 사회  구조를  악하

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용을 강조하 다[20]. 

특히 외래 객의 치안(안 성)에 한 만족도가 높은 

수 이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서비스지향형 

경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적용

부족한 인원과 응의 획일화를 개선하기 해서는 

경찰이 사건지향  경찰활동이 아닌 문제지향  

경찰활동 심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이나 불편신

고에 해 단순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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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

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 범죄  불편신

고와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장에서 살펴본 련 

황에서도 지에 따라 다양한 환경과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nmez et al.(1999)의 연

구에서는 경찰의 역할인 지의 안 과 질서유

지를 해  성수기, 서비스 수요, 지 매력과 같

은 지 정보수집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한 훈련된 경찰인력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므로 이를 해 지 

환경  특징에 한 교육도 필요하다. 

서울, 부산, 인천의 불법행  발 황을 살펴보

면, 서울, 부산, 인천에서 발되는 공불법행 가 다

른 것을 알 수 있고 객이 단체여행보다 개별여행이 

많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에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해결할 문제의 우선순 도 다르다. 이를 해서는 사

에 문제에 한 정보수집이 필수이다. 이러한 정보수집

을 한 활동 심으로 경찰이 역할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표  가 미니애폴리스의 

RECAP(Repeat Call Address Policing)이다. 이는 문제

지향  경찰활동을 하는 으로 4명의 순찰경찰 과 1

명의 경사로 구성하여 반복 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장

소에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

을 한다[21].

3.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적용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한 정보가 필요하며 지  지역사회에 

한 문제의 정보를 얻기 해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 경찰의 은 인력을 보완하기 해

서도 이웃지향  경찰활동을 활용해야 한다. 많은 연구

에서 이웃지향  경찰활동 용 필요성을 강조하 다. 

안 훈(2009)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할 계약직 공무

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민간경비업체, 교통 련 

자원 사자, 자율방범  등의 활용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이웃지향  경찰활동에서 이웃이란 크게 

시민뿐만 아니라 련기 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먼  

시민의 력에 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주장하 다. 박한호ㆍ한상암(2014)도 민간인 신분으로 

객을 한 안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던의 

경찰보조인(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제도

를 를 들며 보조인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특히 경찰의 활동들이 부분 직 인 강력범죄

에 한 법집행이 아니고 치안문제 에서 사회문제와 

불편사항에 한 서비스에 집 되어 있으며 경찰

의 활동 시 지역구성원의 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보조인제도의 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주장하 다. 우

리나라의 경우 재 치안(안 성)면에서 외래 객의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 심의 경찰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통

해 경찰의 효과성을 극 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시

민의 참여에 한 를 들면 숙박시설, 음식  등에서 

일본어, 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받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력 계를 통한 경찰의 참여가 필요한 

이웃은 련기 들이다. 앞서 언 한 지역사회의 정보 

수집을 통한 문제 해결 심의 경찰활동을 하기 해서

는 련기 과의 력 계가 필요하다. 문제지향  경

찰활동의 표  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RECAP(Repeat Call Address Policing)과 캘리포니아 

발 이오 경찰서의 Beat Health Program이 있다.  Beat 

Health 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한 경찰기 의 부서

로 법률, 소방, 건축, 수자원 리 련 기 들과 함께 활

동하며 시민, 기업, 이웃 등과 회의하고 이웃감시, 지역

사회 청소, 거주자 교육, 화재 방, 낙서 지 등의 로

그램과 같은 활동을 한다[21]. 한, 직 인 단속과 

같은 경찰활동과 련된 사항 외의 활동인 길안내, 

지 순찰활동, 정보 제공 등은 시 소속인 안

내원, 자율방범 원 등과 함께 력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 유 기 의 

조지원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업무 조를 

통해 경찰활동에서 길안내, 지 순찰활동, 

지 정보 제공 등의 업무의 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웃에는 경찰이 아닌 지역사회 치

안활동을 하는 경찰도 포함된다. 이 남(200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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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 근 한 지역에서는 범죄 방업무와 부조리 

단속업무를 통한 지 이미지 강화  경쟁력 제고를 

해 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 으로 모

든 국가경찰이 경찰의 임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 다[22].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인원이 고 

련 업무가 다양하여 경찰에게만 이러한 임무수

행을 담으로 하면 효과 이지 못할 것이다. 경찰

은 지의 문제에 한 이해를 통해 련 불편 사항 

 불법 행 에 한 법집행  경찰활동이 필요시 그 

지역경찰 인 라를 활용하여 지 련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경찰 와 기존 지역경찰과의 조

가 활발하면 경찰  조직에서 수사 과 행정 을 

따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지역경찰의 수사부서와 행정

부서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적용 

략지향  경찰활동의 목표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

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해 정선

순찰, 공격순찰, 포화순찰 등로 구성되어 있다[23]. 정선

순찰은 가능하면 순찰구역 부에 순찰의 향이 미칠 

수 있도록 사 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 규칙 으로 순찰

하는 것을 말한다[16]. 공격순찰은 범죄  무질서의 원

인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해 특별한 상황을 통해 

의 양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장검문, 교

통검문 등이 이에 속하며 포화순찰은 특정시간과 장소

에 경찰력을 집  배치하는 것이다.

Montolio &　Planells-Struse(2013)의 연구에서는 스

페인의 련 범죄의 증가를 해결하기 해 객

이 집 되는 시기의 지에 경찰을 집  배치를 통한 

경찰활동 강화를 제안하 다[24].  

Ⅴ. 결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래 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사업 발 과 체

인 국가이미지에 부정  향을  수 있다. 이러한 

을 방하기 해 2013년도 경찰 를 도입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에서 시행 인 

경찰 에 한 황과 우리나라 련 황을 심

으로 살펴보고 네 가지의 문제 을 도출하 다. 네 가

지의 문제 은 첫째, 지역사회  유 기 과의 력 

부족, 둘째, 경찰 선발기 의 미비, 셋째, 부족한 인

력, 마지막으로 응의 획일화이다.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의 용을 제시하 다, 세부 으로 들어가 지역사회 경

찰활동의 구성요소인 문제지향  경찰활동, 이웃지향

 경찰활동, 략지향  경찰활동에 한 각각의 용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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