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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및집회방해, 지자체공무원들징계권고”

- 현장 출동 경찰 공무원들에게는 보호의무 위반 경고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고, 위와 같은 집행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조모씨(여, 50세)와 피해자들은 C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철거민들

로서 2007. 5. 28. A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앞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

회시위 중 A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이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 및

집회시위자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

였으며, 관할 B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등 직

무를 유기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위 피 진정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시정업무를 보좌․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

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B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는 출동 현장에서 너무나 갑작스

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향후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의

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조사서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

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집회방해에 대하여

A지방자체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 1. 9. 그리고 같은 달 10. 및 16.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

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날 29.에는 피해자

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

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

단하였습니다.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B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집회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 또는 시정하려고 하였던 여하의 조치를 취

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한 사실이

전무한 점에 비추어 이는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

사와 책임의무,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관의 정당한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 및 법 앞에서의 평등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기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 및 집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피진정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관련 동료직원 및 부서 직원들에 대하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폭언부분에 대하

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

정하였습니다.

한편, 보호의무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보호의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

하였습니다.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