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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
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
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경찰신뢰, 범죄피해, 시민-경찰접촉 만족, 이주민 집단, 북한이탈주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o their victimization 
has an effect on the trust in the police. The data (N = 214) were collected from the North Koreans 
refugees residing in South Korea. One key finding shows that the North Koreans who were dissatisfied 
with policemen’s response to their crime victimization cases report lower trust in the South Korean 
police. Also, the people who had ever reported a crime to the police in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However, sex, education experience, car ownership, household victimization preventive measures, 
crime trends decrease their trust in the poli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trust in the police, crime victimization, the quality of the citizen-police contacts, 

immigrants, the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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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찰 신뢰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국내 학계는 다

양한 연구를 발표해 왔다[1-7].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
분은 대한민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
민 집단의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를 주제로 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
다[4, 8]. 외국 연구로 눈을 돌려보면, 이민자 또는 소수
집단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을 중
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
다[9]. 그러므로 새로운 치안 서비스 대상자인 이주민 집
단을 대상으로 한국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이민자 집단 중에서 탈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사회 내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
는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른 이
주민들처럼 탈북자들도 경제적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하
고,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에 속한다[10, 11].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의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
게 자리 잡혀 있으며,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고질적
인 선입견을 더욱 악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
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부
족하다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꺼려할 가
능성이 클 것이다. 결과적으로 2차 범죄피해를 불러오거
나 공권력의 도움 없이 범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다가 오히려 범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과 원활한 소통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신의 범죄피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해 느꼈던 탈북자들의 만족감이 대한민국 경찰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접촉 과정에서 느꼈던 만족감
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1, 2, 3, 6]. 그러나 본 연구 주제를 바
탕으로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매
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선행연구 사이의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경찰 신뢰도의 개념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포괄적이면서 광범

위한 개념이다[12, 13]. Sun, Hu, Wong, & Li(2013)는 
경찰 신뢰도를 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 미시적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14]. 경찰 신뢰도는 여론, 
인식, 태도, 평가 등으로 표현되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과 감정을 반영하는 광의적이면서 중립적
인 개념, 광의적 개념보다는 다소 축소된 인식 또는 태도
로 표현되는 신뢰도, 만족도, 확신 등 경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반영하는 협의적 개념, 경찰 업무 수행이
나 활동에 관련된 효율성, 존중, 공정성, 우선성, 청렴성 
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미시적 개념 등의 세 가지 단
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세 가지 중 협의적 개념에 포함된 
신뢰도가 경찰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선행연구
에서도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일반시
민의 인식을 연구하는 중심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경찰 신뢰도는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통해 확보된 경찰에 대
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일반시민들이 준법의식을 내재화해
서 경찰이나 지방정부 활동을 후원 또는 범죄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15]. 

지금까지 언급한 경찰 신뢰도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에
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
유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
한 탈북자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경찰 신뢰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정당성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조직
이며, 일반시민의 신뢰 또는 지지는 경찰 활동에 필수요
소이다[16]. 그러나 1인 독재 강화, 전체 북한 주민 통제 
등이 주요 임무인 인민보안성의 이미지에 익숙했던 탈북
자들에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 제공이 주요 임무인 대한민국 경
찰의 이미지가 낯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예방 및 체포
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
찰신뢰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한다.

2.2 경찰관 접촉 경험 요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접촉유형에 상

관없이 접촉과정에서 보여준 경찰관의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



경찰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의 만족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65
로 나타난다[2, 3, 12, 17, 18]. 자신의 정보요청을 담당
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불만족을 보인 시민들은 경찰
에 대해 낮은 신뢰감을 보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만족감
을 보인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보인다
[12]. 경찰관 접촉 경험을 자발적 경찰접촉에 대한 만족/
불만족, 비자발적 경찰접촉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나타
내는 이항변수 4개로 분류한 선행연구[17, 18]에서는 자
발적 경찰접촉 과정에서 경찰관 태도에 불만족을 표현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과정에서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
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자발적 경찰접촉 과
정에서 경찰관 태도에 불만족을 표현한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 대부분은 경찰 접촉유형 또는 빈도가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을 측정했다[19, 20].

2.3 통제변수 요인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다[15, 16]. 먼저, 
도구적 시각은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발생 및 피해의 책
임을 경찰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찰 핵심 업무인 범
죄와 관련된 결과가 좋으면 경찰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
하는 이론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
의 무질서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은 주거
지역 경찰의 검거 활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1, 
17].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
난다. 범죄 발생률이 높고 사회적・물리적 무질서가 심
각한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안전한 공동체에 거
주하는 이민자들보다 낮은 경찰 신뢰도를 보인다[20].

표현적 시각은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이나 사회의 도덕적 질서 수준(social and 
moral order)이 경찰 활동보다 경찰 신뢰도에 더 큰 영
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는 이론이다[13, 16].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유대가 약해지고 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희
박해지게 되면, 이에 관한 결과로 낮은 경찰 신뢰도가 나
타난다고 한다[16, 21]. 국내 거주 중국인과 조선족을 연
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유대가 
높다고 응답한 외국인들은 한국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
도를 보였다[4].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이민자들이 미국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중・상류층
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문화에 동화(assimilation)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2]. 동화이론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체류국의 사회에 어느 정
도 동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동화의 정도(degree of 
assimilation)에 대한 측정변수로 이민 온 국가의 공용
어 숙련도(language proficiency)와 체류 기간(length 
of residence)의 변수가 사용된다. 이민 온 국가의 공용
어 구사 능력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에 관해 혼재
된 연구 결과로 나타난다[23–26]. 이민국 체류 기간이 경
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도 역시 혼재된 연구결과가 보
고된다[20, 23, 24].

일반시민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
찰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지만[2, 27, 28, 29, 30], 
이민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찰 신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19, 24, 25, 31]. 
또한 일반시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경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1, 2, 6, 9], 이민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혼
재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 신뢰
가 낮은 경우[24],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 신뢰가 높은 경
우[26], 그리고 성별과 경찰 신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31].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경찰 신뢰도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높은 경찰 신뢰를 
보인다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높은 경찰 신
뢰를 보인다는 혼재된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1, 4, 19, 
24, 25, 32, 33]. 교육 변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이민자들이 체류국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보인다. 학자들은 교육을 통해
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유
주의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9].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프로그램의 혜택 때문에, 다
른 이주민들보다 상급 학교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남한에서 받은 정식교육의 경험이 
경찰 신뢰도에 주는 영향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에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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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범죄피해 자료를 2차 분석했다
[34]. 회수된 총 254개의 설문 응답지 중에서 응답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설문지 응답 내용이 부실 또는 
응답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응답지 40부
는 제외했다. 최종 표본 수는 214개이며, 남성은 91명
(42.5%)이고, 여성은 123명(57.5%)이다. 표본의 대표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통계자료와 비교했다. 해마
다 국내로 입국한 여성 탈북자 수는 남성 탈북자 수보다 
항상 많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누적 등록된 전체 탈
북자 33,523명 중 남성은 9,363명(27.9%)이고 여성은 
24,160명(72.1%)이다(통일부, 2019). 본 연구의 탈북자 
전체 표본 중 49명이 남한 입국 후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기 피해를 입은 탈북자 수는 
45명(약 91%)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2명), 대인
절도(1명, 약 2%), 성폭력 및 성희롱(1명, 2%)의 순서대
로 나타났다. 거의 13년 전에 표집 된 연구 자료를 활용
한 이유는 본 연구 자료의 주요 범죄피해 유형이 사기범
죄와 관련된 것이며, 검증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시대 변화
와 상관없이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피해 유형이다[36, 37].

3.2 변수 측정
3.2.1 독립변수
본 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분석모형에 활용했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남한 입국 후 발생한 자신의 범죄피
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태도에 대한 탈북자의 만족을 
나타낸다(0-그 이외, 1-만족). 여기서, “1”은 범죄피해 신
고를 통해 경찰관과 접촉했고, 그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의 태도에 만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0”은 경찰
관 접촉과 만족도 중 하나만 해당하거나, 동시에 해당하
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의 
처리 태도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 범죄피해 경험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접촉을 통한 만족/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 경찰관 직접 접촉은 없지만, 간
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족/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 그 
이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범죄피해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조치에 대한 탈북자의 불만족을 
나타낸다(0-그 이외, 1-불만족). 이항변수 활용은 본 연
구 자료처럼 기타 경찰 접촉 유형에 대한 만족을 직접 측
정하지 못한 자료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한다. 
또한, 이항변수 방법은 리커어트 척도보다는 시민의 만족

과 불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
용하다.

3.2.2 통제변수
범죄피해 두려움을 나타내는 변수는 “선생님은 집 근

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
까?”와 “선생님은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의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1-매우 
두렵다, 2-두렵다, 3-그저 그렇다, 4-두렵지 않다, 5-전
혀 두렵지 않다). 범죄피해 두려움이 크다면, 탈북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안전장치를 자비로 설치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나타내는 “비디
오 폰을 설치하였다”, “담당 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방
범전화를 연결하였다”, “민간경비회사와 경비계약을 맺
고 있다”라는 문항의 합계 값을 사용하였다(0-그렇다, 
1-아니다). 거주 지역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변수는 “선
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이 사는 동네
의 범죄발생 추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의 설문 
문항을 활용했다(1-크게 감소, 2-감소, 3-그저 그렇다, 
4-증가, 5-크게 증가). 그리고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변
수는 설문 응답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범죄피해경
험까지 포함하였다(0-피해경험 없다, 1-피해경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일반
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
문 문항을 사용했다(0-아니오, 1-예, 그렇다). 이민 온 국
가의 공용어 숙련도와 체류 기간을 나타나는 변수는 “선
생님은 현재 어느 정도 남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
까?”의 설문 문항과(1-전혀 알아듣지 못함, 2-어느 정도 
알아들음, 3-거의 알아들음), 남한 입국 후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남한 체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연속형 
변수).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었다
(0-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1-경찰에 신고했음).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
자의 만 나이(연속형 변수), 성별(0-남성, 1-여성), 학력
수준(1-소학교 또는 무학, 2-고등(중)학교, 3-대학교 이
상), 남・북한 학교 경험(0-북한에서만 학교에 다님, 1-
남한과 북한에서 학교에 다님)을 활용하였다. 탈북자들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도 사용하였는데, 가정 월
평균 수입과 지출의 차이와 자동차 보유유무(0-응답자 
가족은 자동차가 없다, 1-응답자 가족은 자동차가 있다)
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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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경찰에 대

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처럼 범죄피
해조사 보고서 속의 설문 문항 3개를 사용했다[1, 38].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또는 경찰활동에 대한 
탈북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
수 문항을 사용했다. 지난 일 년 동안 거주지역의 경찰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으로 묻는 방법을 활용했으며, 경찰
의 범죄예방 전문성,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노력의 적정성, 
그리고 범죄 문제에 대처하는 전문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동네 경찰들은 순찰 활동을 잘하고 있다”, “우리 집에 범
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한다면 범인을 잡아 줄 것이다”의 
3개 문항을 활용했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이 문항들의 합계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786).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분석

분산팽창요인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39, 40]. 가장 높은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5.91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 Table 1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
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2 다중선형회귀분석
Table 2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자

신의 범죄 피해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낸 탈북자들은 다른 경찰접촉으로 얻은 만
족/불만족(자발적 경찰관 접촉에 대한 만족, 비자발적 접
촉에 대한 만족/불만족, 경찰관 접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만족/불만족 등)을 나타낸 탈북자들보다 한국 경
찰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B = -2.614, p <. 05).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보다 대한민국 경찰활
동에 대한 낮은 신뢰를 나타냈다(B = -.614, p < .05). 
이 연구 결과는 성별이 경찰 신뢰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성별 변수가 다른 요인과 상호적으로 결합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체포 또는 무력진압을 당할 확률이 낮기 때문
에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찰 신뢰도를 보
인다[9]. 이 주장을 탈북자 사례에 적용하면, 탈북 후 한
국 입국까지의 과정에서 여성 탈북자들도 남성 탈북자들
만큼이나 불심검문 및 체포로 인해 강제북송당하는 등의 
중국 공안과 부정적 접촉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남·북한에서 학교에 다녔던 탈북
자들은 북한에서만 학교에 다녔던 탈북자들보다 대한민
국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다(B = -.720, p < .05). 
남한정착 후 교육을 통한 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를 보이게 하는 계기로 나타난 것으
로 분석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탈북자들은 한국 경찰활동
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는데(B = -.820, p < .05), 자
동차 보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탈북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경찰활
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ariables Beta(B) t-test Std. Errors
Constant 9.30 8.3 (1.117)
Independent Variables
  Satisfied -1.82 -1.6 (1.135)
  Dissatisfied -2.61 -2.0 (1.258)*
Control Variables
  Age 0.001 0.1 (0.010)

Table 2. Linear Regression: Trust in the Police

Variables Min. Max. Mean Std. Dev.
Dependent Variable
  Trust in the Police 3 12 8.51 1.81
Independent Variables
  Satisfied 0 1 0.02 0.15
  Dissatisfied 0 1 0.04 0.20
Control Variables
  Age 20 77 40.67 12.41
  Sex 0 1 0.57 0.49
  Education level 1 3 2.24 0.49
  School attendance 0 1 0.19 0.39
  Car ownership 0 1 0.16 0.37
  Income & expenditure 1 3 2.32 0.83
  Language proficiency 1 3 2.31 0.61
  Length of residence 0 14 3.62 2.06
  Victim experience 0 1 0.43 0.4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Trust in people 0 1 0.36 0.48
  Crime reported 0 1 0.07 0.25
  Fear of crime 1 5 2.71 1.13
  Preventive measures 0 1 0.02 0.15
  Crime trends 1 5 2.84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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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 탈북자들보다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B = .743, p < .05). 선행연구의 결과
처럼[4],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경찰활동에 대한 신
뢰도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한 탈북
자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B = 2.759, p 
< .05).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다고 생각한 탈북자들
이 자신들의 범죄 피해를 경찰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
대감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에 대한 높은 신
뢰도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주지역의 범죄발생 추
세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하여 낮은 신
뢰를 보였다(B = -2.997, p < .01). 또한 자신의 거주 지
역에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는 의견을 낸 탈북자들은 경찰
에 대해 낮은 신뢰를 나타내었다(B = -.368, p < .05). 이
들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이다[17, 28, 29, 41].

5. 결론
본 논문은 범죄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

인 탈북자들이 느낀 만족감이 경찰 신뢰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했다. 선행연구의 결과처럼[12, 17, 18], 간접
적인 경찰관 접촉 경험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나타낸 
탈북자들보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업
무태도에 불만족을 나타낸 탈북자들이 한국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 표현적 시각의 관점에서 설
명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도구적 시각의 
관점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범죄예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
한 탈북자들과 최근 지역 사회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믿는 탈북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인구통계
학적 변수인 “성별”, “자동차 소유”, “남한에서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화이론
에서 설명되는 변수인 남한말 숙련도와 체류기간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출입통제 장
치, 방범용 창살과 방충망 등과 같은 침입범죄 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을 탈북자 담당 경찰서에서 직접 실시한다
면, 탈북자들의 한국 경찰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
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이 국내 형사사법제도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한 탈북자들에게 사건접수와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경찰 신뢰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사기 범죄 피해자인 탈북자
를 대상으로 법률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재교육도 범죄 예
방차원에서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범죄피해 자료를 2차 분석했기 때문에 경찰접촉 유
형에 따른 만족도와 경찰 신뢰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특정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
한 원인을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보
다 다양한 변수들의 활용과 최근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지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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