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치안 동향(2017년

7월)

1. OR Tambo 안전 강화 대책 시행 후 경찰관 7명, 공항 직원
42명 정직
ㅇ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공항미행강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공항당국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항 안전 강화 대책 시행
이후 7. 21 현재까지 경찰관 7명 포함 49명을 공항미행강도
범죄조직과 연루된 혐의로 정직하였다고 경찰부 장관이 발표
ㅇ 남아공 공항 공사는 공항 안내 요원 34명과 Gauteng 관광
안내 직원 8명이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정직시켰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 될 것이라고 발표
ㅇ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David Mahlobo는 공항
에 근무하는 35,000 여명 전체에 대한 면밀한 신원 조사가 진
행 중이라고 언급
ㅇ 동석한 Ekurhuleni 시장은 CCTV 카메라를 공항 내외부에
추가 설치하고 기존 직원 95명에 더해 25명의 직원을 추가 배
치하여 공항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미리 사과
2.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의 원인으로 불법총기 문제 지적
ㅇ 넬슨 만델라 주립대학의 Lyn Snodgrass 교수는 남아공의 인
구십만명당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전쟁중인 국가에 비견될만큼
높은 이유는 불법 총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2016년 기준 남아공의 인구 십만명당 살인비는 33명으로 베
네주엘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레소토, 과테말라
등에 이어 세계 10위권을 유지
- 일부 언론에서는 남아공에 아라르트헤이트 투쟁 당시 광범위

하게 유입된 불법 총기 등 총 400만 정에 달하는 불법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Lyn 교수에 의하면 2005년 15,000명이었던 총기 범죄 피해
자가 2008년에는 3,357명으로 줄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4,217명으로 증가
- Lyn 교수는 법무부에서 매년 6개월간(4.1 ~ 9.30) 시행하고
있는 불법총기 자진신고 제도가 불법 총기류 유통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
ㅇ 치안문제연구소(ISS)의 Lauren Tracey는 2009 ~ 2012년 사
이에 남아공 경찰에 압수된 총기의 절반은 합법적으로 교부된
총기가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범죄꾼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
다고 주장
- 남아공 경찰은 2009/2010 회계연도에 19,327정, 2010/2011
년도에 25,615정, 2011/2012 년도에 25,615정을 압수
3. 치안문제연구소,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경찰지도부의 빈약
한 리더십 지목
ㅇ ISS(Institute of Security Studies)는 최근 발간한 책자에서
남아공 경찰이 870억 랜드(약 8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20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찰지도부의 취약하고 불안
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주장
- 대표적 강력범죄인 Hijacking의 경우 2012 ~ 2014년 동안
계속 감소세였으나 최저점을 찍은 2012년 이후 5년 동안 53%
가 증가하여 2016년에는 12,773건을 기록
- 살인사건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여 2016년에
18,673건이 발생
- 일반 강도 사건도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여 2016년에
186,637건 발생

- 같은 기간(2012년 ~ 2016년) 경찰 예산은 50%가 증가
ㅇ 이같은 경찰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은 치안 총수에 치안에 문
외한인 비전문가를 임명하고 치안 총수 정직 이후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지도부 공백 사태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분석
- 전임 청장 Riah Phiyega는 은행 근무, 도로교통안전공단 근
무 등 치안 관련 경력이 전혀 없으며 2012년 6월 임명되어 마
리카나 광산 광부 학살 사건 책임으로 2015년 10월 정직되었으
며 이후 후임 청장 임명 없이 대행 체제 지속
- 2015년 10월 임명된 Komotho 경찰정장 직무대행은 2017년 6
월 비리혐의로 정직
4. 우버 택시와 미터 택시간 분쟁 해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추
진
ㅇ 교통부장관 Joe Maswanganyi는 7. 28(금). 미터 택시와 우버
택시 업계 관련자와 장시간 미팅을 갖고 양자간 대립을 해소
하기 위해 우버 택시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
- 7. 10(월). 프리토리아 Loftus Versveld Stadium 인근에서
운행중이던 우버 택시 기사가 화염병(추정) 공격을 받고 불에
타 병원에 옮겨졌으며 일주일만에 사망
ㅇ Joe 장관은 법 개정 이전 동안 현재의 관련 교통 법규에 따라
우버 택시기사들도 당국에 등록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발
표
- 아울러 법집행기관과 함께 두 업계간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
해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것임을 천명
ㅇ 교통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미터 택시 업계는 환영하는 성명
을 발표한 반면 우버 택시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