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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푸르른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사) 아시아교정포럼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청주
교도소와 공동으로 “수형자의 변화와 교정처우의 새로운 접근: 성소수자, 조현병, 성폭
력을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로 2019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성소수자, 조현병,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교정 처우는 그 특수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새
로운 접근이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
론적이며 실천적인 논의가 미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형자에 대한 그간의 교정 처
우의 현황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형자의 변화에 따른 교정 처우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
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인간주의적 교정을 표방하는 아시아교정포럼과 법학 및 교정 복지 연구의 산실인 충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그리고 수형자 심리치료 처우 전문기관인 청주교도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학술대회는 학제간, 관학간 융합 연구를 통한 실천적 학문의 창달을 기하는
모범적인 행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교정처우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이 백 철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신 혜 은
청주교도소 소장 이 언 담

프로그램

진행사회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회식
13:30~14:20

· 개회식 청주교도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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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 강 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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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청주교도소

내용 –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1조: 목적

제4조: 정직성

제2조: 대상

제5조: 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제3조: 용어

제6조: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제3장 공동연구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5장 논문심사

제6장 윤리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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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제1주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 강제노역의 의미와 성소수자를 위한 수용을 중심으로 이 경 재*
1)

Ⅰ. 문제의 제기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즈음,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화
해 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쏟아지는 신기술과 그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는 교정 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보안을 CCTV를 비롯
한 전자장치가 담당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외국인 수용자의 급증은 또 다른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강제노역’의 문제와 ‘성소수
자의 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교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강제노
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던 터라 하루아침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오늘날 강제노역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성소수자의 수용 문제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性문제를 교정시설에서도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에서 다룬 것이다. 아직은 논의가 어설프고 미흡하나 공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한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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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사회에서 강제노역의 의미 찾기
현대사회에서 강제노역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교정의 실상을 파
악한 다음 형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강제노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교도소의 실상
먼저 우리 교정시설의 실상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2018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8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6,684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7,298명으로
10,614명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08년, 2017년) [단위: 명(%)]
구분

수용내용
1일 평균
수용 인원

연도

2008

2017

미결수용자

노역장

수형자
계

피의자

피고인

유치

46,684

30,280

14,368

937

13,431

2,036

(100)

(64.9)

(30.8/100)

(2.0/6.5)

(28.8/93.5)

(4.4)

57,298

35,382

20,292

753

19,539

1,624

(100)

(61.8)

(35.4/100)

(1.3/3.7)

(34.1/96.3)

(2.8)

주: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각년도.
2. 피보호감호자 포함.
3. ( / ) 중 ‘/’앞의 숫자는 전체 1일 평균수용인원에 대한 구성백분율이며, ‘/’뒤의 숫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구성백분율.
[참고]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57면(편집).

이들 수형자를 입소경력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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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 (2008년, 2017년)
연도
입소경력
계
무경력자
소계
1회
징
2회
역
3회
4회 이상

[단위: 명(%)]

2008

2017

32,197

36,167

(100)

(100)

15,304

20,055

(47.5)

(55.4)

16,893

16,112

(52.5)

(44.6)

6,176

6,979

(19.2)

(19.3)

3,034

2,728

(9.4)

(7.5)

2,203

1,615

(6.9)

(4.5)

5,480

4,790

(17.0)

(13.3)

주: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각년도.
2. 피보호감호자 및 노역장유치자 포함.
[참고]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68면.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수형자 중 입소 무경험자가 15,304
명으로 전체 중 47.5%에 달했던 것이 2017년에는 20,055명으로 4,751명이 늘었으
나, 전체적으로는 55.4%로 2008년보다 7.9% 늘어났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2008년
입소 유경험자, 즉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자는 16,893명으로 52.5%였던 것이 2017
년에는 16,112명으로 781명 줄었고 비율 또한 7.9% 줄어들었다.
입소 경력자, 즉 징역형 전과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전체 수형자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교정의 실패’라고 하는 낙
인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면서 모든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소 경력자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획
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형벌, 구체적으로는 자유
형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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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의 의미와 역사 및 그 기능
형벌의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국
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니콜라 레이시(Nicola Lacey) 교수의 정의에 따
라 형벌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즉, 그녀는 “법적 형벌은 국가기관에 의해
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불쾌한 결과로 여겨지고, 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적으로 판단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며, 법위반에 대한 반
응으로서, 혹은 법을 집행하려는 동기로 부과된다. 오직 배상의 수단만으로 부과되지
는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형벌을 ‘불쾌한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형벌이 불쾌한 결과가 아니라 기분 좋게 하거나 유쾌한 것이라
고 한다면 그것은 형벌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형벌
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의 역사과정을 고대, 중세, 근
대, 현대로 나누어 볼 때, 각 시대별2)로 형벌이 가지는 특색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시대상황에
따라 형벌은 변해 왔다. 특히 중세의 형벌은 사형이나 징역형 또는 노예형이 주를 이
루어 신체에 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형벌은 이
제 자유박탈이라는 구금형으로 대체되면서 ‘신체에서 정신으로’3)그 대상이 바뀌어졌
다. 이것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형벌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의 변화는 ‘구
금형에서 사회내처우’로 옮겨간다는 점이다. 이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2008년에서 2017년의 통계를 보면 수형자는 10,814명 늘어났지만, 보호관찰 대상자
는 무려 55,260명으로 늘어나 거의 2017년도의 수형자의 수만큼이나 증가했다. 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주된 형벌이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1) Nicola Lacey, State Punish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pp.7-8(장영민
역, 국가형벌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8면).
2) 형벌제도의 변천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에 관하여는 이형국ㆍ김혜경, 형법총론(재5판), 법문사, 2019,
14-17면; 배종대ㆍ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32-41면 참조.
3) 미쉘 푸코(오생근 역), 감옥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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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형벌의 변천과정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私刑罰時代)

(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과학화)

lex talionis

잔혹한 형벌

인도주의적 형벌

형벌의 개별화

사형, 신체형, 노예형,

구금형, 벌금형

유배형, 속죄금
신체형

→

구금형

→

(신체에서 정신으로)

자유형, 벌금형,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
(시설에서 사회로)

<표 4> 교도소 수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비교 (2008, 2017년) [단위: 명]
구분/연도

2008

2017

증감

수형자

46,484

57,298

10,814 (↑)

보호관찰 대상자

184,813

240,073

55,260 (↑)

[참고]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57, 438면 편집.

그러면 오늘날 형벌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형벌의 기능 또는
목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응보형과 예방형 그리고 절충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절충적 입장으로서 형사입법을 통한 형벌의 예
고는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며,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데 있어
서는 ‘응보’의 기능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특별예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는 배분설이 다수설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대표격인 징역형은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되어 있는데5), 여
기서 말하는 정역은 바로 강제노역을 의미한다. 게다가 강제노역은 자유를 박탈하는
데 덧붙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정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집행 측면에서는 교정교화로서 ‘교도작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기 때문에 ‘강제노역 = 응보로서의 성격과 교정교화로서의 성격’이라는 상호이율배반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표 5> 참조). 문제는 이러한 이율배반적 성격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4) 배종대, 형법정책(제6전정판), 홍문사, 2005, 401면.
5)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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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형벌의 기능과 이율배반적 성격
* 형벌의 기능 - 형벌의 예고 → 일반예방
- 형벌의 선고 → 응보 (자유박탈 + 강제노역)
- 형벌의 집행 → 특별예방 (교정교화: 교도작업)
* 강제노역의 이율배반적 성격: 형벌(응보)로서의 강제노역과

교정교화로서의 교도작업이라는 성격

3. 강제노역(교도작업)의 본래 목적과 목적의 의미 퇴색
1) 강제노역의 본래 목적
강제노역은 이미 고대나 중세시대에도 있어 왔으나 이것이 구금형과 결합하여 형벌
의 일환으로 된 것은 근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근대 이전이나
이후에도 형벌로서 노역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노역에 어떤 목적을 두
었다기보다는 고통의 부과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컸다.6) 그러던 것이 특히 영국을 비
롯한 유럽 각국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시작되자 전쟁이나 전염병 등으로 부족하게 된
노동력을 벌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자나 부랑자 또는 정신병자 등을 일정한 시설
에 수용하고 이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데서 강제노역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7) 이 당시의 강제노역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가
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그 외에도 부랑자들이나 유랑민들이 도적떼가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질서유지기능도 아울러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초창기의 감옥이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Zuchthaus)이라는 이름을 붙었듯이 강제노역은 교정
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교정의 기능을 퇴색하기 시작하여 재사회화 이
념은 사라지게 되어8) 감옥은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인권말살시설로 타락하고
말았다.
6) 배종대, 224면.
7)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른 구금형과 이에 부수한 강제노역의 관계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루쉐
와 키르쉬하이머의 견해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관하여는 Georg
Rusche and Otto Kirchheimer,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Morningside
Heigh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9, 참조.
8) 배종대ㆍ정승환,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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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설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이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하여 감옥의 실상은 과거보다는 좀 개선되었으며, 응보형사상에서
교육형사상으로 형벌사상이 변화해가면서 강제노역은 이제 교정교화의 수단이자 사회
복귀를 돕는 성격을 띠게 되면서 ‘교도작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9) 또 미국에서
엄격한 격리 위주의 펜실바니아체제에서 낮에는 공동작업을, 밤에는 격리수용을 하는
교정시스템이 변화된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10)
분명 교정교화의 수단으로서의 교도작업은 교도소내 질서유지라는 관리효율적 측면
이나 국가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11) 이미 호주의 저명한 범죄학자인 고든 호킨스(Gordon Hawkins)는 교
도작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12)
첫째, 교도작업을 국가가 수형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목적을 가진다
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진 강제노역은 로마시대부터 현대의 거
의 모든 국가에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고대와 중세시대에 로마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이용되었던 갤리선 노예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5ㆍ16 혁명
직후 ‘갱생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토건설사업에 투입된 경우 등 무수히 많은 예들
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강제노역이 그저 단순한 고통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강제노역을 형벌에 따르는 고통 그 자체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교정교화와는 무관하게
단순하고 무의미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보편적인 운
동기구로 사용하는 일명 러닝머신이‘treadmill'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
진 바이다.
셋째, 행형에 필요한 국가의 지출을 교도작업으로 벌충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이른바 ‘자급자족’의 원칙에 의해 적어도 범죄를 저지른 교도소에서 필요한 비용
이나 지출은 수형자가 스스로 일해서 벌충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제
로 우리나라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을 두어 교도작업에서 얻
은 작업수입금을 교도작업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9) 이와 같은 사상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내재되어 있다. 동법 제65조
(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
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刑法理論硏究會, 現代刑法學原論(總論)(第3版), 三省堂, 1997, 319頁.
11) 배종대ㆍ정승환, 226면.
12) 탁희성ㆍ안성훈,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6-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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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교도작업의 부과를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수형
자들이 교도소에서 무위도식을 하게 되는 경우, 나태와 권태로 인하여 부정행위나 반
항 또는 폭행 등으로 이어져 교도소 내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교도작업은 생산활
동이라기보다는 육체적ㆍ정신적 구조에 발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칙을 부과함으로
써 소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수형자의 교도작업을 일반국민의 자유노동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는 1970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4차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회의에서
파악한 견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수형자에게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노동
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교도작업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노동
이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교도작업 역시 수형자에게 건
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출소 후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2) 교도작업의 의미 퇴색
교도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에도 그 목적과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수형자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목적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재 교도작업을 하는 수형자의 숫자가 겨우 23,000여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
을 감안할 때 크게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표 4> 교도작업 취업현황 (2008, 2017년) [단위: 명(%)]
구분
연도
2008
2017

취업 가능 인원

수형자

취업 불가능

총 인원
31,506

인원
7,577

계
23,929

취업 인원
10,471

불취업 인원
4,458

(100)
36,433

(24.0)
11,608

(78.0)
24,827

(81.8)
23,027

(14.1)
1,900

(100)

(31.6)

(66.4)

(63.2)

(5.2)

[참고] 201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2019, 135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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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도작업이 고통을 부과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오늘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교도작업의 내용들(예컨대, 목공, 인쇄, 철공, 영농, 식품, 사출, 종이관련, 시멘트관련,
정비 등)을 볼 때 단순한 고통의 부과로서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셋째, 교도작업으로 국가의 행형 비용을 벌충한다는 목적도, <표 5>와 <표 5-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교도작업으로 인한 순수익이 81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측면
을 감안할 때 그 목적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표 5> 연도별 교도작업 생산실적 (2008, 2017)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17

생산계획

33,351

57,033

생산실적

31,399

66,127

달성율

94%

116%

구분

[참고]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84면.

<표 5-1> 교도작업 순이익 현황 (2008, 2017)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08

2017

수

익

31,491

67,255

비

용

33,471

59,081

-1,990

8,174

당기 순이익

[참고] 201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2019, 135면(편집).

넷째, 교도작업이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일반 직장이나 군대, 학교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
지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 설득력이 없는 견해일 것이다.
다섯째, 교도작업은 일반사회의 자유노동과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형자
에게도 노동권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의
성격을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반사회의 교도작업과 동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뿐더러, ‘최소기준원칙’을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여도 범죄를 범한 수형자들
에게 일반인과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사회윤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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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교도작업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은
교도작업이 가지는 교정교화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으나, 수형
자 중 재입소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과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 행하고 있는
교도작업의 질적 수준을 볼 때,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이 얼마만큼 재범방지나 재사
회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강제노역이나 교도작업이 가지는 목적이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4. 사회변화에 따른 강제노역의 의미 재조명과 개선방안
근대 초기 자본주의체제의 형성으로 비롯되었다고 보는 강제노역이나 교도작업의
의미와 목적은 수 백 년이 지난 오늘날 그 본래의 목적이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
다고 보기 힘들다.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느 분야이든 변
해가는 사회에 부응하여 바뀌어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형벌도 실은 시대의 변화에 부
응하여 진화해온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할 때, 현재의 형벌의 의미와 강제
노역(교도작업)이 가지는 기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통의 부과로서의 강제노역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고대나 중세시대에
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소중했
고,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구금으로 인한 자유박탈에다 ‘강제노역’까지 부과한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과잉형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제노역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한 오늘날, 단순하고 단조로운 강제노역을 계속 부과하는 것이 무
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강제노역 또는 교도작업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
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일 것이다. 범죄자들이 교
도소를 출소한 후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회에서 먹고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급
속도록 변화하는 사회에서 단순하고 단조로운 교도작업을 했다고 해서 (재)취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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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수형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
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일 것이다. 즉, 교도작업보다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전체 수형자의 10%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제에 직업훈련의 비중
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도작업을 부과하거나 직업훈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형벌’로서
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컨대,
현재에도 금고형이나 구류형에는 원칙적으로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않고 신청에 의하
게 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13)상 징벌로서 작업금지나 금치가 인정되는 것을 보면 강제노역이나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처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강제노역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제
안하는 바이다.
첫째,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
칙’에 기초하여 ‘무거운 범죄에는 무거운 형벌을, 가벼운 범죄에는 가벼운 처벌’을 부
과해야 한다. 문제는 ‘무거운’ 범죄와 ‘가벼운’ 범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느냐 하
는 것인데, 이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에 기반을 두고 정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4범 이상의 강력범죄자인 경우에는 ‘개선 불가능자’로 분류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가능자’로 분류하여
‘가벼운’ 처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형집행법상 기본원칙인 ‘수형자 분류처우 원칙’에 기반을 두고 무거운 범죄와
가벼운 범죄로 구분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무거운 범죄를 범한 강력범죄 4범 이상의
자에게는 교도작업을 부과하거나 직업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엄격한 단순 구금만을 시
행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느끼게 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가벼운 범죄를 범한 자 가운데 무학력자나 학업중단자
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취업이 필요한 자에
게는 직업훈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6>을 보면 현재 학과교육을 받아
학위를 받은 수형자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3)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14. 30일 이내의 禁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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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수형자 학위취득 현황 (2008년, 2017년) [단위 : 명]
구분

계

연도

독학사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위탁교육

(학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

2008

81

21

4

56

2017

82

44

17

21

주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각년도.
[참고]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83면(편집).

아울러 2017년에는 14개 직종에 걸쳐 169개 과정에서 6,727명에게 직업훈련을 실
시했는데,14) 이 가운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는
3,400여명에 불과하여 전체 수형자 가운데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저조
한 직업훈련의 실시로는 수형자의 취업이 곤란하여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울 것이다.

<표 7> 직종별 기술자격 취득 현황 (2017년) [단위 : 명, %]
구분
직종

기술자격취득 인원

비율

1,356

39.4

건축
기계

260

7.6

자동차

288

8.4

미용

111

3.2

조리

200

5.8

농림

130

3.8

용접

113

3.3

의류

21

0.6

전기

147

4.3

정보기술

298

8.7

제과제빵

125

3.6

공예

95

2.8

안전관리

18

0.5

서비스

281

8.2

계

3,443

100

[참고] 2018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85면.
14) 2018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385면.

20

제1주제 :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셋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직업훈련의 비중을 대폭 늘려 수형자의 재사회
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교도작업의 의미와 기능도 획
기적으로 바뀌어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에서 벗어나 수형자에게 의미가 있고 사회에
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5) 그 방안으로서 필자가 제시하는 것
은 ‘구금(시설내처우)과 사회봉사명령(사회내처우)을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이른
바 교도소의 ‘안과 밖’이 소통하는 ‘parallel universe’16)를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형자는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 스스로 사회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사회에 일부분
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반대의견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직
업훈련이나 학과교육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예산)이 든다는 반론이 제
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로 인하
여 범죄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적어져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어 결국 전
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사회내처우와의 연계는 보안상 문제점이나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금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있으므로 보안상 문제나 위화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개선 불가능자에 대한 작업금지 등은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도 작업거부자들이나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들 중
미신청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음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입법적 고려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먼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형법 제67조(징역)는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징역은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시행한다.”고 고쳐야 할 것이다.17) 아울러 형집행법에는 수형자에게 교도작
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15) 다행스럽게도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집행법 제5조의2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5호와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
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16) 이백철, “200년 구금형제도의 재조명과 인본주의 형벌체계의 탐구: 평화교정학”, 교정담론, 제7권 제
2호(2013.12.), 18-19면 참조.
17)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중국과 일본은 정역 또는 강제노역의 부과를 형법에 규정해 두고 있으나, 독
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은 형법에 강제노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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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소수자를 위한 수용 문제
1.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와 교정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gender 다양화’의 문제일 것이다. 얼마 전부터 일부 연예
인과 유명인으로부터 시작된 coming-out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 매년 ‘퀴
어축제’로 찬반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다양한 성소수자의 등장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다양한 성소수자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이들 가운데 범죄자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948명: 동성애자+트렌
스젠더) 가운데 9명이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18) 그러나 교정본부는 물론, 각 교
도소에서는 성소수자의 수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와 관한 통계도 찾을 수 없다.
현재 교도소 수용은 단순히 남녀별 구분수용만 하고 있으므로19)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할 소지가 있다.
성소수자의 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나 성정체성을 무시한 남녀구분수용으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둘째, 단순 분리수용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수형자 간
이질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상호간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
가 크다.

2. 성소수자 수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
고 있다. 먼저 「UN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수용자처우에 관한 유
엔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수용에 관해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처우
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별국가로는 가장 대표적인 모범국가로서 몰타를 들 수 있는데 몰타는 「2015 성
18)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6.2, 24, 33면.
19) 형집행법,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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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성표현 및 성특성법」(2015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

Act)과

「2018

트렌스젠더

및

중성

수형자

정책」(2018

Transgender Variant & Intersex Inmates Policy)을 두고 있다. 영국은 「2011 트
렌스젠더 수형자 보호 및 관리법」(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exual
Prisoners)이 있으며, 미국은 연방법으로서 「2003 교도소 강간제거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과 「2012 교도소기준법」(Prison and Jail Standard)이 있다. 나아
가 호주는 「교정운영법」(Correction Management Act)을 두고 있다.

3. 성소수자 수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소수자의 수용 정도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
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논의가 거의 없으나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희소하게나마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이나 실무적인 관행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앞으로 성소수자의 수용이불러올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ㆍ실무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해 보려 한다.
형집행법 제5조는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20)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 규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형집행법시행령 제5장(특별한 보호)에는
여성수용자(임산부수용자),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용자에 관
한 규정은 있어도 성소수자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여 성소수자
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하고, 동법 제13조의 분리수용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분리수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시방편적으로나마 형집행법상 기본
원칙인 ‘독거구금’21)을 성소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 형집행법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21)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동시행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
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3

제29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춘계공동학술대회

Ⅳ. 맺음말
최근 친구들과의 동반입대는 물론 병영내 휴대폰 사용 등 병영문화의 혁신적인 개
혁으로 군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정문
화도 혁신적인 변혁이 있어야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형벌의
역사가 신체형에서 구금형으로, 구금형에서 사회내처우로 변해갈 때 사회적으로는 큰
거부감이나 저항이 있었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변혁이 이제는 통상적인 관행이 된 점을 상기할 때 필자가 제시한 강제노역이나 성소
수자의 수용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 역시 통상적인 관행으로 정착될 날이 있을지도 모
른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비례성 원칙’과 형집행법의 기본원칙인 ‘분류
처우 원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계호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
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
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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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교정패러다임의
변혁”에 대한 토론문
*

박 연 규

22)

이경재 교수(이하 논자로 함)는 현 시점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용 문제를 강제노역과
성소수자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보다 인간주의적이고 민주사회에 맞는 교정처우에
대해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제노역의 경우, 현 교도소의
실상, 형벌의 의미와 변천과정, 강제노역의 의미와 교도작업, 그리고 직업훈련 현황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강제노역의 특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들
의 경우,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의 교정 수용 문제,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법제
도 마련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한다.
논자의 이러한 발표의 의의는 첫째,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노역이라는 근본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교정처우의 현대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근대의 구금형
에서 현대의 자유형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제 한국사회가 동성애라는 성소수자의 문제도 교
정 처우에서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왔고, 그것이 사회 약자까지 염려할 수 있어야 하는
민주역량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논자의 발표를
각각 나누어 평가해보고자 한다.

- 강제노역의 경우
논자는 무엇보다 교도작업의 목적이 현대에 들어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수형자 노동력 이용, 형벌적 고통부과, 행형비용 벌충, 교도소 내 규율 유지,
일반사회의 자유노동과 동질의 교도작업, 그리고 수형자의 사회복귀 수단 등 6가지의
통상적 교도작업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자유형의 원칙
에 부합하여 강제노역이 없이 자유박탈만으로 형벌의 특성을 제한할 것과 다른 한편
으로는 형벌의 비례성 원칙과 분류처우를 통한 노동의 질적 분리와 ‘교정의 안과 밖의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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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에서 보람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자는 이러한 논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맞춤된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
의 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나 사회봉사와 연계하여 ‘노동의 보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현실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노동의 질 향상
은 교정예산에 대한 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의 보람
은 어떤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직업으로서의 노동과 봉사로서의 노동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 성소수자의 경우
성소수자의 처우 문제는 국내 교정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논자는 성소수자의 미분리된 수용과 단순 분리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상호간의 충돌들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수용과 독거수용 등에 대해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소수자 문제를 교도소라는 공간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당히 선진화된 제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크게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방안이 자칫
성소수자들을 ‘타의에 의해’ 컴잉아웃하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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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에 대한 가상현실(VR) 면담교육 시스템과 가상
현실치료(VRT) 개입 효과의 함의 : 묻지마범죄 예방
및 억제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 승 준*
23)

강서 PC방 살해사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최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
진 것도 사실입니다. 발제문은 경미범행 단계 내지 범행 초기에 조현병 환자들의 상태
를 간이하게 진단하고 이들의 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초기
대응단계에서 유관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연구의 목표가 있
는 것 같습니다. 본 연구가 시의적절함을 넘어 연구의 목적과 필요를 달성한다면 조현
병 환자 본인들과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에 매우 유용한 형사정
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함의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정책적 수단도 형법적 원리와 개념, 도그마틱에 기반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제문이 상정하고 있는 ‘묻지마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개념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문은 조현병환자들의 묻지마범죄 범행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
습니다. 그런데 묻지마범죄를 개념정의하는 작업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범죄동기 측면
에서 통상의 범죄분류와 달리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범죄대상
에 있어 범죄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인지 등 묻지마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초기 대처와 이후 범죄수사 및 양형, 이후 교정에 있어 다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묻지마범죄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발제문이 언급
하고 있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경우 묻지마 범죄인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기도 하
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제문 5면에서 조현병 환자들 관련 묻지마범죄가 ‘지속적으로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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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실태’라고 기술하였는데, 정확히 범죄자 유형별 특성에서 ‘정신장애’가
아닌 ‘조현병’을 기준으로 분류한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면담교육 매뉴얼’의 함의가 복잡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불명확해
보입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 현장 대응자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선이해’ 교육을 실
시하고, 나아가 초기 상황대처 행동분석 ‘면담’ 및 대응력 제고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주요한 연구 필요성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준화된 대응보고서를 통한
경찰관의 업무효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면담교육 매뉴얼’의 의미
를 부연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병 상태 예측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정량뇌파 연구의 한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그들과의 사이코패스와의 연관관계
연구에서 성과를 보인 신경과학자 제임스 팰런도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의 뇌 PET 사
진이 전두엽에서 평형이 깨지는 등 사이코패스의 사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추
적 결과 자신의 선조들에 살인범죄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팰런의 경우
양극성 장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없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영상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1) 토
론자의 생각에는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이든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이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보완수단이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량뇌파분석의
경우에도 뇌파분석의 분석개체수와 분석틀에 따라서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
외적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뇌파의 활동성과 범죄율, 특정뇌파와 뇌영역의
기능이상과의 범죄상관성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예컨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이지만 극도로 계산되고 철저히 계획된 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살인은 물론 횡령이나 사기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음).2) 발제문에
향후 분석될 데이터가 모두 언급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연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발제자께서는 우선 치안지구대에서 사전 스크리닝 체계

1) 사이코패스의 진단척도인 PCL-R도 사회계층과 민족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
며, 실제 수원 팔달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PCL-R 테스트에서 기준점수 이하가 나왔으며, 2차 테스
트에서는 점수가 더욱 떨어진 바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었다.
2) 아마도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기나 횡령과 같은 이욕범죄를 배제하고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묻지
마범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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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초기 대응단계에서 조현병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맞
는 범죄예방 및 수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치안지구대의 인력 구성 상황으로 과연 제
대로 된 스크리닝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측정된 결과를 중앙시스템과 연결하여 데이터 축적 및 관제 시스템으로 발
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예방대책면에서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생각되며 형사정책
이전에 사회정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
하려면 현재의 형사법3) 내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충돌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형사법상으로도 이러한 조치들이 보안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지4)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인지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술이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만, 형법이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범죄에 맞게 효율적
이면서도 확실한 형사정책이 필요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의
성공이 이론적 엄밀성이나 연구결과의 검증성공보다 시대적 상황에 달려있다는 지적
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분노사회, 불신사회, 불안사회로 일컬어지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인 조현병환
자의 범죄에 대한 법과학적 시각의 연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번 연구가 균형
적 시각에서 잘 진행되어 좋은 연구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물사회학적
접근법이 정책적 함의는 크지만 결국 범죄자를 일반 시민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분류5)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관직무직행법 시행령을 근거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수집ㆍ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머니투데이 2019.6.17.자 기사 참조).
4) 디엔에이법은 수형자, 구속피의자, 범죄현장 등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신
원확인정보로 수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법학계에서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5) 대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일반인 대비 높지 않다. 총
858건의 살인범죄에서 범죄자를 정신상태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인 47.3%, 주취자 43.4%, 정신질환
자 9.3% 순이다. 방화 범죄자 역시 일반인 41.9%, 주취자 45.1%, 정신질환자 13.0%였다. 전체 범죄
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0.37%에 그쳤다. 이 점에서 이들을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또는 일반인과
는 다른 열등한 존재로 인식시킬 위험성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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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박 순 용*

1. 들어가기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
고, 이듬해 6월 「형사수용시설 및 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수용시설
법)」로 일부 개정되어 ‘작업’의 규정밖에 없던 감옥법에 ‘개선지도(改善指導)’를 추가하
여 이때부터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선지도가 수형자 처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일본의 형사수용시설법에서는 ‘수형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실시한다(제1
조)’고 명시하여 수형자 처우원칙으로서 ‘수형자 본인의 자질과 환경에 맞도록 개선갱
생의욕을 환기하고 사회생활 적응능력의 육성을 도모한다(제30조)’는 목표를 설정하였
다. 또한 처우의 개별화 원칙으로서 ‘수형자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
한 심신을 기르며 사회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습득한다(제103조)’는 조
항을 바탕으로 하여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일본 교정시설에서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수형자 개개인의 문
제성에 초첨을 둔 특별개선지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일본의 수형자의 각종지도에
관한 훈령 2006년 훈령 3348호 제3조).
표 1과 같이1) 일반개선지도2)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처한
* 대전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사회복지학 박사
1) 일반개선지도는 한국 교정시설의 사회복귀과에서 담당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우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교육내용 상 한국의 수형자 인성교육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한국의 수형자 인성
교육 등과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일본에서는 「수형자의 각종 지도에 관한 훈령(2007년 5월 개정) 제4조」에 따라 일반개선지도는 교정
시설의 장이 정한 계획표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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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고통의 이해를 통하여 죄책감을 갖도록 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이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학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소 후 생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동성, 준법성, 행동양식 등을 익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鴨下 등, 2007). 특별개선지도는 개선과 갱생을 목표로 원활한 사회복
귀에 걸림돌이 되는 범죄성향의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는 데, 약물의존이
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
도, 그리고 취업지원지도 등 6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형자 처우로서
의 개선지도는 그 역사가 짧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태도변화나 재범률
의 감소와 같은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도 아직 제한된 종
류 밖에 없고, 수형자 개인의 문제성에 맞춘 처우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처우
종류
작업

개
선

특별

지

개선

도

지도

일본의 수형자 처우

부호

우리나라의 수형자 처우

일반작업

Ｖ０

있음

직업훈련

Ｖ１

있음

일반개선지도ㆍㆍㆍㆍㆍ

Ｒ０

ㆍㆍㆍㆍㆍ수형자인성교육 등

약물의존이탈지도

Ｒ１

마약류사범교육

폭력단이탈지도

Ｒ２

없음

성범죄재발방지지도

Ｒ３

성폭력사범교육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Ｒ４

없음
아동학대사범교육, 알코올사범교육,

없음

동기 없는 범죄자 치료 등

교통안전지도

Ｒ５

없음

취업지원지도

Ｒ６

수형자취업 및 창업지원

교과

보습교과지도

Ｅ１

지도

특별교과지도

Ｅ２

검정고시, 학사고시, 전문학사 등

한편, 우리나라의 수형자교육은 일반적으로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형자인성
교육과 특정사범교육인 성폭력사범교육과 마약류사범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최
영신 등, 2007). 특히 수형자 교육은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환경 하에 실시되는 교육
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김용구, 2009)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 들어서야 집중인성교
육3)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아울러 2016년 9월 법무부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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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마약류ㆍ알코올 등 습관성ㆍ중독성 범죄에 대한 교육을 체
계화ㆍ전문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심리치료과의 설치 이전에도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성폭력사범이나 마약류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
았다. 또한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범죄의 체계적 원인분석과 관
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심리치료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
가 및 실적에 대한 계량화와 특정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적 전문상담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교정실무, 201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법무부 심리치료과
가 신설되기에 이르렀고 전국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센터와 심리치료팀을 설치하여 알
코올사범이나 성폭력사범 등 특정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문화ㆍ체계화되는 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실시 중인 심리치료는 기존의 관련 연구와 수형자들의 인
구학적 속성 및 범죄경향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치료이론4)을 바탕으로 성폭력사범뿐만
아니라 알코올ㆍ마약류 등 중독사범, 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
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심리치료에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
른 단기적 성과가 착실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형자 심리치
료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반면,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
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재범방지’라는 교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
재 한일 양국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수형자 교육 중에서 수형자의 태
도 및 범죄경향성 개선을 지원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3) 한국의 기획재정부(2013.12.11.)는 법무부 교정행정 기본방향을 수형자인성교육의 강화와 출소 후 자
립기반 확보로 전환하고 효과적인 재범방지체제의 구축을 위해 신설한 「집중인성교육제도」를 2014년
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반영하였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
여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실시한 후,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35시간
에서 300시간까지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에는 헌법가치교육, 인문
학교육, 동기부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의사소통기술, 긍정심리, 문화예술교육, 효행교육, 기타 생
활에 필요한 교육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수형자의 개인별 교육이력을 접견, 귀휴, 가석방 등의 각종 처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12.11.；수형자교육교화운영지침 2015.5.6.).
4) 예를 들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 및 전조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 리
스트를 통하여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기술을 찾는 재범방지모델(Relapse Prevention
Model),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범죄자의 욕구, 치료프로그램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응 수준을 고
려한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s Responsivity Model), 성범죄자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을 고취시키는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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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수형자 교육
2-1. 일반개선지도
가. 일반개선지도의 개요
일반개선지도는 표 2와 같이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감정의 이해, 건전하
고 건강한 인성함양, 출소 후 생활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교정시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일반개선지도의 운영 사례
일본의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에서는 수형자의 범죄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지행동치료(CBT)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범죄에 대한 사고방식(인지)과 실제
행동(범죄)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하고, 자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행동변화촉진을 목
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직원의 격려나 조언 등의 코멘트를
피드백으로 하는 일기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표 2> 일반개선지도의 종류와 내용
사

항

피해자 감정의
이해 등

종

류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의 감정을 이해시키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에 의한 담

고, 죄책감을 배양하기 위한 지도

화, 시청각교재시청, 과제독서 등

주해(酒害)교육, 절도방지교육 그 외의 범
죄에 대한 의식, 태도 및 행동 면의 문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ㆍ건전한
사고방식의
부여, 심신의
건강한 증진
등

내 용(예 시)

에 대한 지도(행동적정화 지도)
자기계발이나 인간성회복을 위한 지도(자
기계발지도)
자기의 문제성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목
표를 설정하고, 자기점검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지도
(자기개선 목표달성 지도)

강화, 면접, 내관(內觀)5), 그룹워크
(group work) 등
독서지도, 교양프로그램 시청 등
자기개선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의

자기점검, 과제독서, 시청각교재 시
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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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강화, 건강유지를 위한 지도(체육)
체육적ㆍ의식적ㆍ문화적ㆍ문예적

행사(행

사)
자격취득, 직업의식ㆍ지식의 부여, 생활설
생활설계,
행동양식의
부여 등

계 및 사회복귀의 마음가짐에 관한 지도
(사회복귀지원지도)
가정ㆍ직장 등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의 지
도(대인관계 원활화지도)

체육, 강화 등
운동회, 문화제 등
통신교육, 실무강좌(부기, 복지관계
등), 면접 등
SST(Social Skill Training, 사회기
술훈련), 면접 등

키츠레가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에서는 일반 공장취업자를 대상으로 그룹세션기
법에 의해 행동양식이나 의식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일반 공장취업
자 중에서 인지왜곡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고의 개선이나 분노조절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행동적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島根)현 아사히(朝日)사회복귀촉진센터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수형자 60명으로 공동체를 편성하여 미국에서 범죄자
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단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본의 수형자용으로 개편한 교육
적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치기(栃木)형무소에서는 절도의 동기가 스트레스 해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개월
에 1회, 1회 90분으로 총 6회 6개월에 걸쳐 재범방지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
은 개별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절도의 동기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 대한 현재의 느
낌, 절도 후의 기분 등에 대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재
범방지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 중 다수
가 가석방되기도 하였다.

2-2. 특별개선지도의 개요
표 3과 같이 일본의 특별개선지도와 우리나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상호 대응하는
5) 명상과 유사한 방법으로, 한결같이 자신의 내면을 주시하며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뒤돌아
보면서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고 재발견하게 하는 지도방법으로서 입소 시에 실시하며 지도전담직원이
있다. 형 확정 후 수용시설 입소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하여 안정된 수형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으로도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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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약물의존 이탈지도, 성범죄 재범방지지도, 취업지원지도 등 3가지로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폭력조직이탈지도, 교통안전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실시 중인 총
6 종류의 특별개선지도 중에서 심리적 개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성범죄 재범방지지
도, 약물의존 이탈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등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표 3> 특별개선지도의 종류와 내용
종 류
약물의존이탈지도
(R1)
폭력조직이탈지도
(R2)

내 용
약물의 해악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약물의존에 이르게 된 문제성을 인식
하도록 하여 재차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폭력조직의 반사회성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폭력조직구성원이 된 자신의 문
제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소속된 폭력조직과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게

성범죄

한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인지의 편향성, 자기 통제력 부족 등 자신의 문제성을

재범방지 지도

자각하게 하여 그 개선을 시도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

(R3)

득시킨다.

피해자 시점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 그 유족 등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도입한 교육

하고 자기의 문제성을 자각,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

(R4)
교통안전 지도
(R5)
취업지원 지도
(R6)

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한다.
교통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책임, 사
고에 이르게 된 자기의 문제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생명존중의 정신을 익히
도록 지도한다.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행동양식을 익히고, 직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상정(想定)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2-3. 성범죄 재범방지지도
가. 성범죄 재범방지지도의 개요
일본은 2005년 4월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연구회(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研究
会)6)」를 발족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림 1과 같이 교정시설에
서 성범죄자를 사정(assessment)하고 처우를 시행하는 「성범죄 방지에 관한 처우 유
6)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연구회(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研究会)는 2005년 일본 법무성 교정국과 보호
국이 협력하여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범죄학자 등 8명으로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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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지도(性犯罪防止に関する処遇類型別指導)」 를 실시하고 있다.7)
<그림 1> 일본 성범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수용시설 선정 흐름도
성범죄자 사정 실시 기관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실시 기관

Risk Assessment

Needs Assessment

- 처우필요성의 사정

(각 성범죄자 처우 시설에서 실시)

- 재범위험성의 사정

- 재범으로 연결되는 문제성 특정

(가능성, 재범기간, 가해내용 등)
범죄의 양태와 본인의 자질 등에 대해
조사하고, 프로그램 수강의 필요성과 재
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수용시설 선정

- 처우적합성 등의 사정
인지행동기법을
바탕으로 한
행동수정

재범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
을 특정하고, 처우에 의한 개선가능성
을 고려하여 처우계획 수립

<그림 2> 일본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구조 및 연계망

나. 성범죄 재범방지지도의 내용
성범죄 재범방지지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교육적응력 향상 및 지도자와 교육
생의 신뢰관계 형성 후 교육을 실시하고, 출소 전 유지교육을 재차 실시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구성인원은 8명 전후이며 각 회기마다 2명 정도의 지도자가 그룹워크(집단
상담) 형태로 실시한다.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은 우리와 같지만, 임상심
리사와 같은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받는다는 점은 우리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8).
일본의 성범죄자 처우는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7) 「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研究会報告書」, 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研究会 2005-4(=「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연구회 보고서」, 성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연구회, 2005-4)
8)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자격보유자 등 유자격 전문직원이 주로 치료적 개입
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의 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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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도입단계에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ㆍ연계하여 실시하
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추수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보호관찰시설과 협력하여 교육의 일
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 재범방지지도는 보통 1단원
평균 100분(그룹에 따라 대략 80~140분)으로 오리엔테이션(1, 2단원, 이하 괄호 안
은 단원수를 표시), 출소에 근접한 시기에 실시하는 유지교육(3이상) 이외에 본 수업
으로서 자기통제(26), 인지왜곡과 변화(11), 대인관계와 친밀성(9), 감정통제(8), 공감
과 피해자 이해(10)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회 1단원 또는 주 2회 2단
원을 기준으로 대략 3개월부터 8개월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다.

2-3. 약물의존 이탈지도
가. 약물의존 이탈지도의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약물의존 이탈지도(R1)는 2006년 5월 「형사시설수용법」
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물의존 이탈지도
의 전문화ㆍ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에 「약물의존 이탈지도 실시체제 재검토
5개년 계획9)」 이 수립되어 201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약물의존 이탈지도는 약물
의존증 및 약물의존과 관련된 본인의 문제를 이해시키며, 단약(斷藥)이 유지되는 생활
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숙고하게 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표준프로그
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시설과 사회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출소 후에 민간자조그룹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동기
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9) 약물의존 이탈지도 실시체제 재검토 5개년 계획은, 교육의 체계화ㆍ전문화를 위하여 수용자의 약물의
존성을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로 나누어 적합한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시범실시한 후, 프로그램 수강
전ㆍ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전체적으로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전국적
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상자의 재범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
축, 약물의존 이탈지도 대상자를 재범위험이나 문제성을 기준으로 한 효과적 분류, 다양한 처우프로그
램의 계통적 정리,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 직원의 육성, 효과 검증체제의 정비 등이 주
요 검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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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약물류사범 처우방안

나. 약물의존 회복프로그램
약물의존 회복프로그램은 미국의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일본 교정시설의 환경에
맞도록 개발한 것으로, 약물의존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출소 후 재발방지를 위
한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약물의존을 인식하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단약 상태가 유지되도록 대상자의 재
범위험을 고려하여 표 4와 같이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로 나누어 밀도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이 개발한 워크북(그림 4)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총 12~20
단원으로 구성하여 3~6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표 4> 밀도별 프로그램 개요
구분
사용교재
지도시간 수
지도기간

고밀도 프로그램

중밀도 프로그램

저밀도 프로그램

약물의존회복

약물의존회복

약물의존이탈지도용

프로그램[20]워크북

프로그램[12]워크북

교재

1단원 90분

1단원 90분

1단원 90분, 2단원을 표

20단원

12단원

준으로 함

대략 6개월

대략 3개월

대략 1개월 정도

① 직원(처우상담, 약물담당)
지도자

② 민간전문가(인지행동요법, 약물전문가 등)
③ 민간협력자(다르크 등의 회복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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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밀도 프로그램 지도항목(예시)
단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림 4> 약물사범 교육용 워크북(예)

지도항목
오리엔테이션
의존증이란 무엇인가
약물사용의 흐름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인지, 감정, 행동
재발의 예측과 방지
회복단계
분노의 망
심심함
성행위와 회복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행동
스트레스와 회복
사회 내의 지지, 자조그룹이란
정직과 신뢰
일과 회복
즐거움 발견하기
재발방지 계획서①
재발방지 계획서②
정리

주요 지도항목은 표 5과 같이 약물의 약리작용과 의존증, 약물의존으로부터의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출소 후 생활상의 유의사항 및 사회자원의 활용 등과 같은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르크(DARC)와 같은 민간자조그룹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형자 주도의 그룹워크와 강의, 시청각교육, 과제, 토의, 개별면접 등을 주
요 지도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민간자조단체, 의사ㆍ약제사, 경찰관계자, 약
물전문가 등을 강사로 구성하고 있다.

2-4.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가.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의 개요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 중
그 가족(또는 유족)에 대해 특히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및 가족의 심정을 인식시켜 그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대응
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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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시점을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피해자시점을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은 1단원 50분, 총 12단원~20단원으로 3개월
부터 6개월에 걸쳐 실시하며 표 6과 같이 생명의 존엄성 인식, 피해자 및 유족의 실
정 이해, 범죄의 심각성 자각, 사죄ㆍ변상에 대한 책임의식, 구체적인 사죄방법, 가해
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으며 각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방법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강연이나 강의, 시청각교재 시청, 그룹워크, 역할교환 서간법(Role
lettering), 과제작성, 체험발표, 개별면담 등이다.
<표 6>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지도 항목 등(예)
번호

지도항목

지도내용

1

오리엔테이션

본 지도의 목적과 의의 이해

2

생명의 존엄성 인식

생명의 존엄함,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숙고

피해자(그 유족 등)

가해자로서의 자기 객관화, 피해자 방향으로 사건의 시점

실정의 이해(1)

전환

3
4
5

피해자(그 유족 등)
실정의 이해(2)
피해자(그 유족 등)
실정의 이해(3)

피해자가 처해있는 입장에 대한 다면적 이해
피해자가 처해있는 입장에 대한 다면적 이해

피해자(그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재고(再考) 및 책임

실정의 이해(4)

의 자각

7

죄의 무거움 인식(1)

범죄행위 및, 범죄의 심각성 인석

8

죄의 무거움 인식(2)

범죄행위 및, 범죄의 심각성 인석

9

죄의 무거움 인식(3)

가해자로서의 자기인식

6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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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및 변상에 대한 책임
의 자각

피해자를 염두에 둔 책임 인식

구체적인 사죄 방법

구체적인 사죄와 변상에 대한 숙고

가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방안에 대한 숙고 및 실천의 어려움과 구체적 실천

결의

계획 수립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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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3-1. 심리치료과,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팀
가. 심리치료과
교정본부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에서는 첫째 초기상담, 심층상담, 위기상담 및 외부전
문가 상담 등 세분화된 수용자 맞춤형 상담, 둘째 성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사범 등
각종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자의 문제행동 감소에 초점을 맞춘 치료적 개입,
셋째 심리치료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과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넷째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직원정신건강 함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센터는10)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2011
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 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1개 기관에
12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범위험성 및 범죄유형에 따라 치료대상을
10명 내외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3~6개월간 집단상담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성폭력, 알코올, 마약, 아동학대 및 동기 없는 범죄 등 고위험 특정사범에 대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7> 심리치료팀 구성기준
기관구분

팀 구성인원

대형기관

7명

중형기관

5~6명

소형기관

4명

성폭력 집중과정
운영기관

5~7명

구성기준
팀장 1명, 상담 담당 4명,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2명
팀장 1명, 상담 담당 3명,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1~2명
팀장 1명, 상담 담당 2명,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1명
팀장 1명, 상담 담당(상기구성기준 적용),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2명

다. 심리치료팀
10) 심리치료센터는 서울남부(교), 포항(교), 밀양(구), 청주(교), 군산(교)(제1, 2센터), 의정부(교), 천안
(교), 진주(교), 안양(교), 목포(교), 청주(여) 등 총 1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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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리치료과에서는 표 7과 같이 심리치료팀 구성기준11)을 설정하여 심리치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국 교정기관의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을 설치하여
상담 관련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세
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심리치료업무지침 3항 및 심리치료업무지침 18조 4항).

3-2. 수용자 상담
심리치료팀에서 담당하는 수용자 상담은 그림 5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
살우려자, 조사ㆍ징벌자 등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근무자나 수용
관리팀의 요청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수용자 상담지원 체계도(교정실무, 2018)

초기상담은 수용자의 특성 및 심리상태 분석을 통하여 자살우려 등 특이동정 파악
과 상담방향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심리치료업무지침 14조 2항). 신입수용
자에 대해서는 초기상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이입자에 대한 상담은 기관의 사
정 및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초기상담 결과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문제유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심층상담, 자살ㆍ자해,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위기상담을 실시하고 있
으며, 세밀한 심리상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
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상담도 실시하
고 있다.

11) 수용정원 1000명 이상을 대형교정기관, 600명~1000명 미만을 중형, 600명 미만을 소형으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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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가. 이수명령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
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ㆍ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竝科)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 및 교
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수명령이라는 용어가 현행 법체계에 들어온 것은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 시부터
이다.
나.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개요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은 표 8과 같이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ㆍ집중ㆍ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강사는 성폭력사범 교육 관련 과정 수료자, 심리
학 등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내부직원 및 성폭력상담소 소속의 외부강사를
활용한다. 특히 치료 전후에 자아존중감, 강간통념척도, 분노척도, 충동성척도, 아동성
추행척도, 고독감척도, 성대응척도, 대인반응성척도, 여성에 대한 분노척도, 적절한 성
적 환상 척도 등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내용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인원을 치료대상으로, 집단상담의 방식을
따르며 그림 6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심화과정 성폭력사범에 대해서
는 자격을 갖춘 전문직원들이 교육을 전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좋
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재범방지 모델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을 수용한 통합모델
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좋은 삶 모델을 핵심으로 하여 개인의 강점을
찾고 그 능력을 배양하여 친사회적 방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왜곡된 성인식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이나 공감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와, 변화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고 변화동기를 높일 수 있는 동기면담 접
근 등 두 가지의 치료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치료프로
그램 매뉴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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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 분류 및 운영
과정
기준
재범위험성
이수명령시간
치료시간
치료기관

기본

집중

심화

저

중

고

100시간 이하

101~200시간이하

201시간 이상

(1~2개월)

(3개월)

(6개월)

100시간
모든 교정기관

200시간

300시간

집중과정 기관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팀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부인이나 최소화, 공감능력 결여, 사회 정서
적 기능부족, 대처와 정서관리 결여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0)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왜곡된 성의식의 수정, 범죄원
인 분석 및 대처훈련, 피해자공감 및 책임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 된다. 이에 더하여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및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 심리치료프로그램 주요 구성 내용(법무부 교정본부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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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
가.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요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징
역형과 동시에 이수명령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형기 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하게 된
다. 이 프로그램은 동기면담모델과 해결중심모델, 긍정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
문에(아동학대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매뉴얼, 2017) 프로그램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이
나 감정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고 있다.

나.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내용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은 4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행시간은 회기당 2시간
(120분), 1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정서적ㆍ사회적 문제
를 가지고 있는 부모요인, 유전적ㆍ신체적ㆍ행동적 특징으로 인해 학대를 유발하는 아
동요인, 가정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을 아우르는 사회ㆍ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
는데 이 중에서 심리적 개입이 가능한 사회ㆍ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아동학대 심리치료프로그램 구성
모듈

회기

내

용

열기

1~3

프로그램 소개, 구성원 소개 등

감정이해

4~6

감정 찾기, 감정에 숨겨진 기대와 욕구 등

어린 시절

7~8

구성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등

가족이해

9~10

본인의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소개 등

대인관계

11~14

타인이해, 조하리 창(Johari’s Window) 등

가치관

15~16

자아탐색 등

부모역할

17~24

자기이해

25~29

인생그래프 그리고 발표하기, 자서전 쓰기 등

사건이해

30~34

자기사건 이해 및 대처방안 탐색하기, 아동학대 이해하기 등

미래계획

35~38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삶의 목표, 진로와 직업 등

닫기

39~40

가장 기억에 남은 시간들, 롤링페이퍼 선물하기 등

가족사진 만들기, 아이의 성장과 부모역할, 올바른 훈육 이해하기,
아동학대 이해하기, 양육스트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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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
가.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요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알코올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를 대상으로 알
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및 교정문제음주검사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정도에 따라
표 10과 같이 기본ㆍ집중ㆍ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좋은 삶 모
델을 주축으로 동기면담, 재범방지 모델, 긍정심리 등을 이론적 모델과 접근방법으로
하고 있어(알코올 관련사범 심화교육프로그램 매뉴얼, 2016) 프로그램 개발배경은 성
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표 10>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분류 기준
분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교정문제음주검사

자가진단검사(AUDIT-K)

(CoPAT)

기본

저위험군

6회기

10점 미만

13점 미만

집중

위험군(경증)

10회기

10점~20점

13점~23점

심화

고위험군(중증)

40회기

20점 이상(최대 40점)

23점 이상(최대 35점)

<그림 7>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모듈1. 동기강화


교육 및 변화에 대한 인식



자신의 변화단계 인식

회기내용
→

1회기 : 오리엔테이션
2회기 : 변화의 필요성

모듈2. 알코올의 영향


알코올에 대한 지식습득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과 자신의 가치관 탐색

3회기 : 알코올의 영향
→

4회기 : 나의 인생이야기
5회기 : 삶의 영향

모듈3. 알코올과 범죄행동


범죄행동과 알코올 관련성 탐색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 통찰 및 방지계획 수립

→

6회기 : 알코올과 범죄행동 1
7회기 : 알코올과 범죄행동 2

모듈4. 음주 대처방안


음주갈망에 대처하는 방법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식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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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기 : 음주갈망 대처하기
9회기 : 삶의 균형 다루기
10회기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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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 내용
알코올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중독심리사 등 관련자격을 갖춘 내부직원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소속의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
은 그림 7과 같이 알코올의 이해, 변화의 필요성 인식, 음주갈망 대처, 그 밖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3-6. 그 밖의 프로그램
가. 마약류 투약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마약류 투약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마약류 중독 정도 등에 따라 기본ㆍ집중ㆍ심
화과정으로 구분하는데, 기본과정은 투약 4범 이하나 단순투약자 중 단순 알선ㆍ판매,
다른 범죄가 있는 자 중에서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중독정도가 ‘저’인
수형자, 집중과정은 4범이하로 중독정도가 ‘중’인 수형자, 심화과정은 5범 이상, 형기
종료 이전의 자로 재범위험성평가 4~5등급의 중독정도가 ‘고’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10명 내외의 치료인원을 대상으로 기본과정은 회기 당 2시간 이상 8회기, 집중
과정은 12회기 이상, 심화과정은 40회기 이상으로 진행되며, 마약으로 인한 피해자각,
단약동기 증진,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상습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누리봄 캠프)12)
누리봄 캠프는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행위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팀장, 기동순찰팀 직원, 분류심사 담당자 및 심리치료팀원 등 5명 내외
의 팀원으로 치료전담팀을 구성하여 분류심사 및 동정관찰 등을 근거로 폭행우려ㆍ반
목관계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하며, 1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기본과정(회기 당 2시간 8회기)과 심화과정(50시
간)으로 진행되며 분노 및 충동조절, 폭력성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도박 심리치료프로그램
도박 심리치료프로그램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도박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12) ‘봄처럼 따뜻하고 늘 희망찬’이라는 순 우리말로, ‘폭력치료 교실’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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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며 도박 충동을 억제함과 동시에 행동에 따른 책임감 증진,
사회성 함양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개인상담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라. 도벽 심리치료프로그램
도벽 심리치료프로그램은 K-SAS(병적 도벽증상 평가척도) 검사 결과 21점 이상 또
는 도벽에 대한 재활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경제적
가치나 즉각적인 사용목적이 아닌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과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안도감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절도사범에게 충동이해 및 조절연습, 생각 및 감정다루기, 상처에서의
의미 찾기, 분노감정 다스리기, 위기대처방법 찾기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동기 없는 범죄 심리치료프로그램(행복동행 프로그램)13)
행복동행 프로그램은 불특정인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실불만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이되어 나
타나는 정신질환형 및 마약ㆍ향정신의약품,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이 범죄행위로 전
가된 약물남용형 등의 2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10명 내외의 치료인원
을 대상으로 회기 당 2시간 이상 20회기로 실시하며,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변화
의 필요성, 범죄행동과 알코올, 음주갈망 대처하기, 변화동기, 약물에 대한 생각다루
기, 분노감정 이해하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바. 상습규율위반 심리치료프로그램(아리랑 캠프)14)
아리랑 캠프는 일반적인 수형자에 비해 징벌 사유의 복합성, 고소ㆍ고발의 남발 및
정신과 진료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엄중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성
격에 대한 이해증진, 자아존중감 향상 및 감정통제능력 강화, 자기관리능력 개발, 대
인관계능력 향상 및 공동체의 가치인식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시설 내에서는 효율
적인 처우관리를 하고 사회복귀 후에는 안정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13) 동기 없는 범죄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경우, 명칭으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형자에게 공개되는 문서 및 부착물 등에는 ‘행복동행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4) 아리랑 캠프는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하며, 상습규율위반 심리치료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거부
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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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기 : 심리 치료프로그램의 한계와 제언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수형자 처우 중 특정사범의 범죄경향성 개선이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주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요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는 특별개선지도 중 성범죄 재범방지지도, 약물사범 재범방지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
입한 교육이 특히 심리적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에서는 성범죄사범, 아동학대사범, 알코올사범, 마약류사범 등 일본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나라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실시된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프로
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Flick(2007)은 다양한 요
소가 개별의 구체적인 문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묘사ㆍ설명될 수 있는 질적 연구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현재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심리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수형자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다양한 척도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교육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기적 성과 검증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일 양
국의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나라에서의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측정에 있어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연구나
질적ㆍ양적연구의 혼합설계를 시도한 연구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수형자들이 작성한 사건분석이나 피
해자공감 편지 등 과제물, 상담기록 등이 가지고 있는 기술(記述)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질적 연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연구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받은 수형자들의 재범율 또는 재입소율 등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역사가 길지 않아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가 아직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있고, 출소 후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전ㆍ사후검사를 통하여 교육의 단기적 효과
가 나타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수형자들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검증한다 할지라
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출소 후 재범방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추적조사
를 통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자(교육전담직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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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 양국에서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심리치료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수형자들의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특정사범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활발
히 논의되고 있으나,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험적인 부분
에 대한 논의는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담당 직원들의 인터뷰조사나 사례연구
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교육효과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요구되는 시
사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전담직원들이 간접적ㆍ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심신의 치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burn-out) 등 전담직원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인원 구성을 유연화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형무작업(대부분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교육인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선지도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형자의 개별적인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의 수형자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한계로 거론되고 있는
데 이는 비단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주로 집단
상담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처우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천ㆍ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에 맞게 인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심리적 개입이나 상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발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자발적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
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그 효과를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기타 강력범죄자 중에서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
공개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심리적 처우가 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프로그램
에 대상자의 기록과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시설의 폐쇄적
인 특성을 극복하고 외부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계망
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강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출소 후에도 추수상
담이나 무료상담을 프로그램 내에 구성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단절감과 고
립감을 감소시켜 심리적 처우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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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실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

김 정 희
15)

한국과 일본의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소개한 이 발표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한
계와 제언 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질적 분석 및 추
적연구의 필요성,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연구 및 인원 구성의 유연화, 그리고 사회
연계 장치 마련과 이를 위한 외부전문가 망의 확대ㆍ강화 등에 대한 현장의 욕구를
알리고자 하는 갈망이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에 토대할 때, 한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
소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청자의 입장과 서비스 수용자 및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관점으로 몇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그 효과성에 확신이 없는 현 시점에서 왜 이러한 소개
가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보완해 주시면 설득력
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두 국가의 관련 제도 및 내용에 대해 비교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청
자나 독자의 직접적인 이해 또는 가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전ㆍ사후검사, 눈으로 목격한 변화, 양적성장을 달성했다는 등의 단순 표현
으로는 다음 단계의 검증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보완ㆍ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기보고식 효과성 검
사에 대한 발표자의 비판과 제언에 더하여 비용-효과 분석도 차후 포함된다면 폭넓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심리프로그램 내용보다는 뇌과학에 토대한 서비스 및 환경변화(예:
light therapy, color therapy 등)에 대한 고려 등이 보완 또는 대안으로 제시될 여
지가 있습니다.
넷째,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시행
*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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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수형자의 태도 및 범죄경향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술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행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지식ㆍ신념→태도→행위
의 관계적 관점에서의 고민도 요청됩니다. 제시된 목적 및 목표의 속성이 대부분 단기
과업형이 아닌, 과정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장기복역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의
software 변화와 출소 후 지속된 변화 수준 유지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제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섯째,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미시적ㆍ심리적 관점을 넘어 문화와 같은 보다 거시적
이고 사회맥락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토대에서 시도된다면 수형자에 대한 이해의 폭
향상과 프로그램 방향성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강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 조직 형
성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춘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지속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 되고 또 보고 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목적에 타당한
효과성이라는 존재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 준비가 요청됩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현 시점에도 대중매체에 제시되고 있는
상황과 한국의 고등교육 현실이 연계된 상태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째, 병리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한
긍정적 용어로의 대체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정현장과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수형상황이 삶의 재인식과 재구성이라는 인생의
긍정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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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규정

2009. 12. 20 제정
2013. 09. 01 일부개정
2015. 01. 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 26조에 규정된 ‘학술지
및 소식지’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은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전임강사 이상인 자나 전문대
학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연
구위원 이상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 연구
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지에 연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③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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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
①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연구지(교정담론)의 편집
2. ‘교정담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
3. ‘교정담론’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②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인)을 선정하고 논
문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교정담론’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
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눈
다.
제7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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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논문심사 규정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정담론｣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3월 15일, 2호의
경우 7월 15일, 3호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
로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3명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
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5. 논문심사는 1호의 경우 3월 30일, 2호의 경우 7월 30일, 3호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에 의한 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정표와 같다.
8. 판정기준에 따라 ‘수정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수정된 내역
(<별표 3>)과 함께 1호의 경우 4월 10일, 2호의 경우 8월 10일, 3호의 경우 12월 10
일까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9.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
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0. 재심사는 1호의 경우 4월 20일, 2호의 경우 8월 20일, 3호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완
료한다.
11. 재심사 결과 판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는 1차 심사 때 ‘게
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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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교정담론 제
3. 초․재심구분: 초심(

권

호(20 년

) / 재심(

월

일 발행예정)
)

4. 세부심사결과
등급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20)

(13-16)

(9-12)

(5-8)

(0-4)

연구목적의 적절성
논리의 체계성/명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이론적, 정책적 기여도
투고요령의 준수성
총점

/100

종합판정

판정 결과

수정
사항

게재불가
사유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

재심사

(

)

게재 불가

(

)

-

논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제시된 근거를 최신의 자료와 법령 등에 따라 보완할 것
원고작성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할 것
기타

(
(
(
(
(

)
)
)
)
)

-

이미 발표된 내용의 논문임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본 학회보의 성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논문임
기타

(
(
(
(

)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및 성명:


교정담론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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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
제목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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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게재

게재부적합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게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수정게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게재부적합

심사결과 판정
그대로게재

수정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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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논문수정 내역표

논문 수정 내역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교정담론』 제 권 호 (20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재심구분: 초심(

) / 재심(

)

논문 수정 내역
심사 위원

심사위원 의견

수정내용 및 저자의견

1

2

3

년

월

일

저자 명 :

아시아교정포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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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투고 규정
1. 교정담론은 범죄, 교정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기 위한 논문집(저널)으로서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분야 전문가의 교정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 교정담론은 동종분야의 이론, 조사연구, 역사적 쟁점, 정책제안 및 평가 및 현재 논란
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투고를 권장한다.
3. 교정담론에 발표하는 논문은 창의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
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집(저널)에 동시에 심사요청해서도 아니 된다.
4. 교정담론은 1년에 년 3회 발행하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
행한다.
5. 투고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투고자는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이전에 논문
을 접수시켜야 한다.
6.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아시아교정포럼 인터넷 홈페이지(http://correctionforum.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논문투고를 해야 한다.
7.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표
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논문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8.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
교정담론에는 논문 이외에 범죄 및 교정 영역의 국내․외 논문에 대한 논평, 동 영역의
저서 및 번역서에 대한 서평, 그리고 동 영역의 현장체험 및 기행 등을 담은 특별기고문
을 게재할 수 있다.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문을 싣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게재와 동일한
요령으로 온라인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송고한다.
9.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전자우편: affc@naver.com
- 주소: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7호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Tel: 031) 249-9340

Fax: 031) 249-9314

10. 투고된 논문의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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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논문 집필 규정

1. 교정담론에 제출하는 원고의 분량은 국문요약, 본문,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20매 이상이어야 하며 25매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단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의 분량은 따로 정하지 아니 한다.
2. 원고 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ㆍ편집용지: A4(210×297㎜ 기준)
ㆍ글자모양: 바탕체 10, 장평 95, 자간 -5,
ㆍ줄 간격: 160%
ㆍ여백주기: 위쪽 60㎜, 아래쪽 60㎜, 왼쪽 50㎜, 오른쪽 50㎜, 머리말 10㎜, 꼬리말
10㎜
3. 원고의 작성은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넣어서 작
성한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쓰고 그 뒤
로는 쓰지 아니한다.
4. 각 원고는 심사용 논문과 원본 논문 두 개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
사용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원본 논문에는 표지를 작
성한다.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와 공동필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이메일, 전화)
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5. 요약문은 2000자(A4 1매)분량으로 한국어와 외국어(제목과 저자명 명기)로 각각 작
성한다. 또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표기한다.
6. 본문 서술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제목의 순서와 글자
장ㆍ절ㆍ항ㆍ목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I. 로마숫자 (글자크기: 13, 진하게, 정렬방식: 가운데)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1.5, 들여쓰기 3칸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1, 진하게, 들여쓰기 3칸)
(1)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3칸)
① 아라비아 숫자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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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① 인용과 출처의 표기는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할 때에는 인용페이지를 덧붙여 기재
한다.
▶예: 이백철(2005: 25), 또는 (이백철, 2005: 25)
③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예: 허쉬(Hirschi,
1969)
④ 저자가 2인일 경우엔 항상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
▶예: 윤옥경․이백철(2005), (Walker and Allen, 2004).
3인 이상일 경우엔 제1 저자명 외의 표현을 사용한다.
▶예: (이백철 외, 2005), (Bradley et al., 1999).
⑤ 번역서에 대한 인용출처 기재는 원저자, 원서 출판연도/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Hirschi, 1990/1995: 10).
3) 각주
각주는 본문의 실질적인 정보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사용한다.
각주는 바탕체 9, 줄간격 130%로 한다.
7.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것만을 제시한다. 언어상으로는 한국어, 동양
어, 서양어의 순으로 제시하고 각 언어별로 저자명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제시한다.
1) 국문 저서나 논문집의 이름은 『 』기호 안에 넣어 표시하고, 논문제목은 “

”기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출판사항, 출판연도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 저서
홍길동, 교정학개론, 한국출판사, 2008.
Currie, Elliott, Punishment in America, NY;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98.
② 논문
홍길동, “미국교정의 위기”, 교정담론, 제7권 1호, pp. 10-30, 2013.
Farrington, David and Langan, Patrick A., "Changes in Crime and
Punishment in English and America in the 1980s", Justice Quarterly,
Vol. 9, No. 1, pp. 5-18, 1992.
③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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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욱, 『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Yoon, Okkyung, The Economy, Political Repression and Crime Control

in Korea,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8.
④ 저서의 일부 또는 편집한 저서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참조한 경우
윤옥경ㆍ윤종우,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예비적 연구”,

청호 남상철교수 정년기

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범죄와 사회, pp. 449-488, 법문사, 2006.
Farrington, D. P.,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7, pp.

381-45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⑤ 번역서
Hirschi, Travis,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1990 (문근영
역,『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1995.)
⑥ 인터넷 사이트 및 문서
http://www.icpsr.com , 2007. 10. 20.
8. 표와 그림 및 사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제목은 “<표 1> 수도권의 범죄율 변화, 1960 ~ 2000... ”와 같은 형식으로 표와 그
림 위에 가운데 정렬방식로 적는다.
2) 표나 그림 및 사진에 대한 설명 주는 “주: OOO ”와 같이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OOO ”과 같이 표와 그림 아래에 표기한다.
3) 그림이나 사진은 컬러(colour)를 넣어도 무방하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 표시됨을
유의한다.
4) 통계적 유의도의 표시는 유의수준에 따라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p<0.01,

***

*

: p<0.05,

: p<0.001로 표기한다.

9. 이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과학 학술지의 관례를 따른다.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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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
200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09년 12월 20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
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윤리규정은 회원, 기관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
든 사람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① “연구활동”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심사활동”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연구자”는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
미한다.
④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3. “변조”는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4. “표절”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생각 또는 연구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
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저자의 부당 표시”는 공동 연구물인 경우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배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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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
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
는 제출하는 경우.
⑥ “비윤리적연구행위”는 동 윤리규정 제 3 조의 ⑤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4조(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
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하여
야 하며,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①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
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①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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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②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
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채임 또한 가진다.
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른 관행
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
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날조, 위조,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저자의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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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심사
제13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취급에 있어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여
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
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성실
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
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과결과를 편
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연구활동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활동에 있어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6조(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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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
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규정시행
제17조(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18조(학회지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교정담론에 논문게재 신청을 할 때에는 논문투고 신청서에 포함된 윤
리규정 서약을 읽고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 목적 및 성격)
①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보고가 있을 때 구성되며, 본 학회 정관 제17조의 4에서
정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 학회 회
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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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
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
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4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
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
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
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1회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조사 과정 중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회 3개월 내에서 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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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조치에 입각하여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자에게 합당한 징계조
치를 내려야 한다.
제28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 될 경우, 기존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
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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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교정담론』 논문 게재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논문 제목

■ 저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및 직급/직위

(한글)

(영문)

(소속 및 학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 공동저자 인적사항(해당사항 있을 경우)

성명
소속 및 직급/직위

(한글)

(영문)

(소속 및 학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위 연구물에 대해 교정담론에 게재를 신청하며, 게재된 이후 위 연구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재산
권을 아시아교정포럼에 위임합니다. 또한 저자(들)는 아시아교정포럼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의 저
작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저자 :

아시아교정포럼

일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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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1.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주소로 개인인적 사항(이름, 소속, 전화번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교정포럼: e-mail: affc@naver.com
homepage: http://correctionforum.or.kr
2. 연회비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10만원
일반이사: 5만원
정회원/준회원: 3만원
단체 및 법인회원: 20만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9-327076 (예금주: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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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아 시 아 교 정 포 럼
법인 Asian Forum for Corrections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7호
전

화 : 031-249-9340

팩

스 : 031-249-9314

이 메 일 : affc@naver.com
홈페이지 : http://correctionforu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