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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 는 지역경찰 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

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  는 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 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상 지역경찰 서의 설치권한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   출소 설치기 을 살펴보면, 경찰서

장의 소 사무를 분장하기 해 지구 를 두고, 교통·지리  원격지로 인  경찰 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

지 아니한 경우, 할구역 안에 국가 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 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 들이 재 원칙에 따라 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 에서 한 기 인지 

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재 국의 지역경찰 서들의 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 들이 원칙에 따라 

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 인 기 을 국에 동일하게 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

를 앞둔 시 에서 부 해 보인다. 순찰지구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계 약화, 농 지역 치안서비스 질 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 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  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한 특성 미반 , 조직구성원에 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한 문제 을 지 하 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비

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 된 기 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  그리고 일선경찰 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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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3,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and the personnel and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were subs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e Law」,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chief of police department, and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local police stations we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area,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raffic and other conditions. The chief of local police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district police station according to the「National Police Agency and its 
Organ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ey were applied. Fu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equally across the nation. Also,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ifficulties of patrolling, the weakened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poor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in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and security needs. 

■ keyword :∣Police Box∣Police Station∣Local Police System∣Police District∣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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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경찰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치안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그 에서 지역경찰은 주민과 직  

면을 통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경찰활동이다. 2016년 말 기  체 

경찰 수 114,658명  약 40.7%인 46,696명 정도가 지

구  는 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1]. 국립경찰이 탄

생한 이후, 50여 년 간 우리사회의 치안을 담당해 온 

출소 제도는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거듭났으며 표

인 개 은 2003년 순찰지구 로 개편하는 지역경찰

제의 도입이다. 이는 행정구역 단 로 편성ㆍ운 된 기

존의 출소 인력과 근무체제를 순찰지구 로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개 이 표면 으로 ‘시민지향  경찰활

동(Citizen Oriented Policing)’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  치안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되어 

도입되자마자 거센 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특성  치안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  편성

과 인력배치는 도입 당시 기 했던 효율  치안행정과

는 거리가 멀었으며, 담당구역의 역화로 인한 순찰활

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유  약화, 농  지역 치안 

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 순찰지구 에 한 부정  

평가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꾸 히 제기되었다. 이

런 결과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미반 , 치안환경 미고

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 하지 못한 법의 기 을 

동일하게 용한 것에 기인한다.

지구  도입 당시부터 지속 으로 제기된 이런 문제

들은 이 후에 지구 를 몇 개의 출소로 분할하거나, 

지구 에 통ㆍ폐합되었던 출소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으로 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출소의 부활은 

지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한 정책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

로는 도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를 불과 몇 년 

사이에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은 국가 정책  차

원에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근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읍ㆍ면 지역의 지구 를 모두 환원할 경우, 

2,439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 12억 5,000

만원, 운 비 119억 3,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상했다. 

한 국의 지구 를 모두 출소로 만들면 3,292명의 

신규 인력에 1,096억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고 추정하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상 지역경찰 서의 

설치를 치안수요·교통·지리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

다. 그러나 재 지구 와 출소가 이러한 기 을 바

탕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자치경찰을 도입을 앞둔 

시 에서 한지 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러한 

설치기 이 경찰활동에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인 시민

의 요구를 변하는 것인지 등 다시 한번 설치기 에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 

지역경찰 서 설치기 에 한 문제 과 황을 바탕

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한 출소  지구 의 설치

근거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Ⅱ. 지역경찰관서 유형 및 현황

1. 파출소

1.1 파출소의 개념

출소의 사  의미는 ‘어떤 기 에서 직원을 견

하여 사무를 보게 하는 곳’을 뜻하고, 법률  의미로는 

‘경찰서의 할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 을 

견하여 경찰업무를 일차 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으

로 정의하고 있다[3]. 한, 일제 강 기의 경찰제도를 

이어 받아 지 까지 계속 유지해 온 외근경찰의 최일선 

조직으로 정의하면서 일본경찰의 고방 는 주재소와 

비슷한 성격을 갖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4].

1.2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국가경찰의 창설과 동시에 순찰근무가 실시되었으며, 

이때부터 순찰함을 설치하여 범죄취약 지 에 해 정

확한 순찰근무를 유도하여 범죄 방활동에 기여하고자 

하 다[5]. 1982년 야간통행 지가 해제되면서 치안수

요가 증하고, 도심지 출소의 경찰 이 과로에 시달

림에 따라[6], [7] ‘경찰개  100일 작 ’을 통하여 근무

제도를 개선하 다. 이에 하루 평균 14〜18시간의 출

소 근무제도로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 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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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시( )지역 출소는 3교 , 농

지역 일제 출소는 2교  근무제로 환하 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수립 후 1982년까지 외근경찰

의 근무방식은 2부제 는 일제 근무방식이었다. 2부

제 근무교  방식은 갑부: 09:00-익일 09:00, 24시간 당

번근무. 을부: 09:00-익일 09:00, 24시간 휴무, 2교  근

무 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6.5시간에 달했다[8]. 

한, 경찰은 ‘IMF 국제 융 기’ 이후 증하는 치

안수요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해 조직과 인력을 지

역의 치안특성과 환경에 맞게 재배치하고자 출소를 

개편하 다. 당시의 출소는 할구역의 인구, 면 , 

행정구역  치안수요 등을 참작하여 설치했다고 알려

져 있다[9]. 이후 112 신고 즉응체제, 단 ( 역) 출

소 시범운 , 담당구역 자율순찰제, 출소 순찰( 검)

시스템, 출소의 치안서비스센터화  경찰서 집 순

찰제 등을 실시하면서 변천되어 왔다[7].

1.3 지역사회경찰관서 설치 근거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시행 인「경찰법」은지

구 와 출소 설치에 한 기 법이 된다. 

「경찰법」제17조 제3항을 살펴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
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이 규정에 따라 행정안 부령 제22호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0조의2(지구대 및 파
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
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역시 제44조에 

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4조(지구대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규 제514호 「지역경찰의 조직  운 에 

한 규칙」은 지구  는 출소의 구체 인 조직과 

근무형태에 해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2. "지역경찰"이란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

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상시·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
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
"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운 에 한 규칙」제2조(정

의)에서는 「경찰법」제1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   출소를 지역경

찰 서로 본다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다

1.4 지구대 개념

‘지구 (地區隊)’라는 용어는 단순히 이 의 ‘경찰

출소를 신하여 이르는 말’로 200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되었다[3]. [12]연구에서는 기존의 ‘외근

경찰’이라는 용어를 체하여 표 함으로써 각종 사

건․사고에 한 장 동조치와 범죄 방과 사활

동, 지역의 안 활동 등의 지역경찰제에서의 경찰활동

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 한편, 경찰청은 여러 

차례 출소의 시범운  등을 통해 한국형 순찰조직  

모형개발을 시도해 왔다. 3교 제 정착, 출소의 장 

응능력 강화, 선택과 집 을 통한 경찰력의 효율  

배치, 지역경찰로서의 새로운 역할 인식에 따라 2003년 

국의 출소를 ‘순찰지구 ’로 환하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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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출소제도는 일제 식민통치의 수단인 ‘주재소’에서 

출발했다는 인식과 함께 소규모 할  소수 인원의 

근무로 인한 인력 운 의 어려움, 야간시간  지휘․감

독의 공백 등 구조 인 문제  등으로 비 받았다. 특

히, 1999년 말부터 출소 3교  근무를 면 실시하면

서 농 지역 출소의 경우 심야시간 에 1인이 근무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최소 근무인원 확보가 어렵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공무원 주 5일 40시간 근

무제가 실시 정됨에 따라 인력부족의 부담이 커지고, 

․의경의 단계  감축계획으로 인해 경찰인력의 효

율 인 운용 책이 시 해졌다[14]. 

이에 따라 지구 를 설치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할

구역의 인구, 면 , 주민생활권, 교통상황 등과 같은 지

역실정을 고려하여 효율 인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

다[15]. 즉, 지역경찰제를 근간으로 통 인 경찰활동

에서 보다 발 된 서비스 활동의 개, 지역 내의 무질

서와 범죄두려움의 감소, 물리  환경의 개선 등을 목

표로 도입되었다[16]. 이 경우 3교 로 근무하면서 신고

를 수받아 2～3 의 순찰차량과 경찰들이 즉시 장

에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 다. 이는 사고다발지역

에 경찰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치안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3].

이후 도시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 운 시스템’으

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지역’은 구

체 으로 신도시 개발 등 인구와 범죄발생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지역, 사건․사고가 많고 지구 와 원거

리로 출동이 지연되는 지역, 지역 등 특수한 치안

수요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되었다[14].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선경찰기 은 지방경찰청장이 치안수요, 치안

여건, 여론 등을 반 하여 지구 의 분할, 치안센터의 

출소 환, 지구 ․ 출소의 신설 등 지역경찰 시스

템을 조정하여 탄력 으로 운 하고자 하 다. 즉, 지구

는 역  단 로 자원을 통합하고, 탄력 ․효율

인 운용을 통하여 범죄 응에 보다 집 하고자 하 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계개선을 도모할 목 으로 도입․운 되었다. 

2. 지역경찰관서 설치근거 및 현황

2.1 지역사회경찰관서의 현황 및 변화 추이

순찰지구  제도가 2003년 도입되었기 때문에 연구

의 특성상 200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경찰 서 변화 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서  지구  그리고 

출소의 연도별 변화는 [표 1]과 같다. 

  경찰 서
연도

경찰서 지구 출소

2002년 231개 - 2,944개

2003년 233개 - 2,945개

2004년 233개 871개 199개

2005년 234개 872개 220개

2006년 235개 826개 528개

2007년 238개 826개 544개

2008년 241개 816개 580개

2009년 244개 773개 760개

2010년 248개 423개 1,517개

2011년 249개 428개 1,517개

2012년 249개 428개 1,519개

2013년 250개 512개 1,436개

2014년 250개 515개 1,438개

2015년 251개 514개 1,463개

2016년 252개 516개 1,473개

* 출처: 2016년 경찰통계연보

표 1.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연도별 변화 

2002년 말 기 으로 국의 출소 황은 2,944개

으나 지구  도입 정책으로 인해 그 비율이 2004년에는 

199개소로 격하게 감소하 다. 반면 지구 는 871개

소가 신설되어 본격 인 지구  편제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부작용과 

문제  지 이 드러나면서 지구  수는  어들었

다. 도입 당시 871개소 던 지구 는 그 수가  어 

2010년 423개소까지 감소하 으며 이후 약간의 증가추

이를 보 고 재 516여 개소로 정착이 되었다. 그리고 

출소는 2010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

년 말 기 으로 1473개소에 이르고 있다. 

2.2 전남 및 경북지역의 경찰관서의 현황

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소

속 경찰서와 그 에 편제된 지구 와 출소가 다른 

지방청과 비교하여 지구 의 비율이 무 으며 일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8540

지역은 지구 가 없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이 고려한 것

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구역 면 에 따라 구분한 것인

지 의문 을 가지게 한다. 우선 남지방경찰청 소속의 

21개 경찰서와 경찰서 소속의 순찰지구   출소의 

직제 황은 [표 2]와 같다.

목포경찰서 나주경찰서 경찰서 장성경찰서

파출소25
지구대1개
(하당)

파출소9개
지구대1개
(금성)

파출소8개 파출소7개

구례경찰서 함평경찰서 화순경찰서 곡성경찰서

파출소6개 파출소7개
파출소7개
지구대1개

파출소7개

광양경찰서 무안경찰서 영암경찰서 장흥경찰서

파출소6개
지구대2개
(중마/읍내)

파출소5개
지구대1개
(남악)

파출소5개
지구대1개
(삼호)

파출소6개
지구대1개
(읍내)

여수경찰서 진도경찰서 해남경찰서 강진경찰서

파출소18개 파출소7개 파출소12개 파출소7개

완도경찰서 담양경찰서 순천경찰서 보성경찰서

파출소11개 파출소6개 파출소16개 파출소8개

고흥경찰서
- - -

파출소12개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재구성(2018년 1월 말 기준)

표 2.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현황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남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

서는 21개, 출소 195개, 지구 는 8개이다. 이 에 지

구 는 8개에 불과하며 부분은 최근에 신설된 것으

로 악되었다. 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는 

모두 24개소이며, 소속된 지구 와 출소는 모두 231

개소이다. 이  지구 는 21개소에 불과하다[13]. 

Ⅲ. 지역경찰관서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법 획일적 적용

재 우리나라 지역경찰 서 설치와 련된 법은 

「경찰법」을 비롯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

와「지역경찰의 조직  운 에 한 규칙」등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할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기

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반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

다. 한 지방경찰청장이 지구 ㆍ 출소  출장소의 

명칭ㆍ 치  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

록 되어있지만 그 기 에 한 명확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시된 기 을 국에 

동일하게 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지역 인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인구 도

가 높고 신도시 등의 탄생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지역  요소와 치안환경을 고려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 변화하는 지역사회 치안환경의 미반영

재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600명 수 (경기북부 608명, 경기남부590명)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512명 순이다[15]. 다

른 지역의 평균 담당 인구수(320명)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 더욱이 경기도와 인천은 최근 수년 간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로 해당지역 구성원 수가  증

가하는 추세이다[17]. 

2017년 12월말 기 , 경기도 인구는 12,873,895명으로 

년 비 157.115명이 증가하 다[18]. 증가한 인구의 

부분은 서울로부터 유입되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136,403명이 서울시로부터 순유입 되어 가장 많은 인구

증가 지역이 되었다. 두 번째 지역은 인천으로 11,259명

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9]. 

이처럼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비교하여 경찰 서의 

신설과 경찰인력 충원율 속도는 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112신고 수  처리건수가 

3,284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다른 지방청

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16].

3. 경찰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부족

순찰지구  환이후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들로부터 다양한 부정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과 치안 력이 어려워졌다. 지역사

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방향성을 고려한

다면 시 를 역행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541

과거 출소와 지구 를 모두 근무한 경찰 을 상으

로 한 설문조사(석청호 2003:24)에서 드러났다. 

둘째 내 치안정보 수집이 어려워졌다. 기존의 출

소 제도에서는 할구역이 비교  넓지 않아 지역주민

과의 유 를 통한 각종 력치안이 잘 이루어 졌으나 

순찰지구  환 이후 할의 범 로 인해 주민과의 

유 가 사라진다는 것이다[24]. 

셋째 업무분장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었다. 사무소

장, 순찰지도 , 리반, 업무지원반, 민원담당 , 순찰

요원 등 지역경찰의 지나친 업무 분장이 구성원들로 하

여  피로감을  수 있다. 한 특정 요원의 업무 불명

확성과 경찰민원업무상 매뉴얼 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 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사, 근무교  등에 

곤란과 지구  사무소 소와 혼잡 등의 불평도 생겨났다.

4. 경찰활동 평가방식 변화

경찰활동은 노동집약 이고 다수의 시민과 상호작용

에 의해 수행되는 긴 응체계의 특성을 가지므로 경

찰의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25]. 통 인 경찰생산성의 측정방법은 범죄율

과 체포율, 범죄해결율, 경찰과 시민의 비율 등 양 인 

것으로 경찰기 에 생산성과 직무수행을 악하는 것

에 을 두었다. FBI가 발행하는 종합범죄보고서

(UCR: Uniform Crime Report)가 그 표 인 이다. 

그러나 미법계를 로 들지 않더라도 시 의 변화

에 따라 경찰활동의 측정방법이 변하고 있음은 분명하

다. 오늘날 경찰기 과 경찰 들은 치안서비스의 수요

자인 시민들 즉 고객의 입장에 모든 활동의 심을 두

고 있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범죄 두려

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그리고 치안서비스 

만족도 등이 표 이다. 자치경찰제를 기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반 하지 아니한 지

역경찰 서의 설치는 결과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받기 힘들 것이다. 경찰 , 경

찰차량 그리고 경찰 서에 이르기 까지 그 존재의 가시

성만으로 많은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

었다. 지역사회에 경찰 서를 설치하면서 조직 내부

인 규정과 차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조직구성원의 의

견수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다면 결

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Ⅳ. 지역경찰관서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지구  도입 이후 정 인 효과는 집단

 폭력이나 강력범에 한 효과 인 응과 공무집행

사범 등이 공권력에 도 한다는 행 가 었다는 정

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지 한 바와 같

이 실을 반 하지 못한 기 과 지역특성, 치안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가 반

되지 않았다는 문제 들이 지 된 바 있다. 이를 바

탕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 다. 

1. 자치경찰제에 맞는 탄력적 입법정책

구시 이고 구체 인 기 이 모호한 재의 「경

찰법」과「경찰청과 그 소속기  직제」규정을 통해 

경찰 서를 설치하고 조직하는 것을 문제로 지 하

다. 한 국에 동일한 기 이 용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반 하지 못한 을 언 하 다. 

우선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가 아

닌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치경찰

제의 장 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치안의 주체로서 인정

하고 상호 력을 통한 유 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 함으로써 자방자치단체 속에

서 이상 인 경찰활동을 구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경찰 서의 설치와 운  그리고 투입인

력에 한 결정은 하나의 법이나 기 이 아니라 지역사

회 치안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 해당 자치구역(각 지

방청별)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탄력  규정이 필요하

다. 를 들어 세종시와 같이 국가정책으로 인해 단기

간 인구유·출입이 빈번한 신도시 지역, 제주도와 해운

처럼 객과 외국인 방문이 잦은 특구지역, 외

국인 노동자와 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의 거주

가 집한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구분화가 필

요할 것이다. 나아가 동일 자치구역 내에서도 더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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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경찰서별 차이를 고려하는 수 까지 논의 되어

야 할 것이다.   

2. 조직 구성원의 배려와 소통과정

국가기 의 행정작용 목 은 다양하지만 수요자인 

시민들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흐름은 경찰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경찰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구

성원의 의견이나 특성은 무시되고 하나의 부속물처럼 

취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 인 측면에

서 직무스트 스와 번아웃(Burnout)을 유발하여 효율

성을 떨어뜨린다[22][23]. 한 생산성 측면에서도 리

젠티즘을 유발하여 조직 체의 효율성 감소와 많은 부

정  결과물을 야기한다[24][25]. 앞의 선행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과거 출소제도와 순찰지구

 환 이후 두 가지 형태의 근무를 모두 경험한 경사

계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치안 력의 어려움, 

내 정보수집 어려움, 업무분장의 불필요한 세분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경찰 들의 

의견수렴이나 소통없이 일방 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래함이 증명되었다. 지구 와 출소

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시민을 면하고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경찰 서

의 설치와 운 을 한 기 을 마련할 때에도 정책결정

자의 일방  추진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반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

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요(Elton 

Mayo)의 호손(Hawthorne)실험이 주는 교훈처럼 조직

의 생산성 증가와 목표달성을 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은 작업조건이나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감정

과 심리  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지역사회특성과 지역주민의 참여

앞서 제시한 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이외

에도 많은 지방청에서 비슷한 한계와 획일  편제등의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사실 소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경찰 서를 설치를 해 좋

은 지정학  치를 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치의 

부지매입과 비용문제로 인해 그 치에 지구 나 출

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단순

히 시설  인력을 충원하는 것만으로 조직의 자원효율

성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분권에 맞는 치안환

경 반 , 조직 구성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의견수렴을 통한 자치경찰행정

을 구 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한계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 서 

설치와 운  등 직제에 한 내용와 문제 을 살펴보았

다. 재 설치된 지구 와 출소에 배치된 인력과 

산 그리고 장비 등은 투입된 수치와 통계자료로만 확인 

가능할 뿐 그 효과성 는 생산성을 악하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를 들어 경찰통계연보에 나타난 경찰 서 

황과 경찰인력,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산의 성

질별 투입 황, 차량을 비롯한 각종 장비 황, 112신고 

건수와 유형 그리고 처리건수, 주요치안통계와 운 성

과 등 표면 인 자료만 존재하고 이런 자원운 을 통한 

결과와 효과는 악되지 않거나 자료를 통해 공식화 되

고 있지 않다.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경찰 서의 각종 평가와 련

된 자료는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형 지

역경찰 서 설치를 한 다양한 기 제시와 탐색 그리

고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를 한 연구의 기

자료가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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