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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
일시 2020. 11. 20 (금) 14:00-17:00
장소 법무부 부산교도소 대회의실
주최 (사)아시아교정포럼｜국립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법무부 부산교도소
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시는 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및 법무부 부산교도소와 공동으로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2020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문제는 우리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학계와 전문가, 나아가 국
민 모두가 힘을 합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감독 대책은 넘쳐나지만, 피해자와 지역사회는 여전히 범죄문제에 관한 담론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범죄로 인한 아픔과 훼손된 관
계의 복원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사법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
련 학계와 교정현장의 실천가들이 모여 손을 맞잡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합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논의 되어 왔던 “회복적 정의의 교정현장 적용사
례”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범죄자의 회복적 교정에 관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 신 연 희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김 부 일
법무부 부산교도소장 김 영 식

프로그램

진행사회 조 극 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회식
· 개회사 신 연 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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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 신 연 희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김 부 일
법무부 부산교도소장 김 영 식

프로그램

진행사회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회식
· 개회사 신 연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환영사 김 영식 법무부 부산교도소장
· 축 사 김 부 일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14:00~14:20

· 축 사 현 대 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 격려사 이 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 기념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1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14:20~15:20

· 발표 김 영 식 부산교도소 소장
정 영 식 심리치료팀장
· 토론 류 병 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강 지 명 경남교육청 사무관
· 사회 함 혜 현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휴식

15:20~15:40
주제발표2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15:40~16:40

· 발표 박 미 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 은 영 대구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 토론 손 외 철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 토론 김 병 배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 사회 한 영 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16:40~17:00

오시는 길

04

· 종합토론

사회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부산교도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TEL. 051-971-0151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사)아시아교정포럼의 제31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부산교도소의 협
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미루어왔던 학술대회이고,
회복과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
성과 미래”라는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는 만큼 더욱 값지고 귀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
니다.
“교정의 인문학적 가치”를 선도하고 있는 (사)아시아교정포럼은 교정이 추구해야 할 이
념과 교정현장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이 범
죄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하워드 제어(Howard Zear)는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응징은 세상
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해악과 고통의 양을 증가시킬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벌중심적인 형사사법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범죄인의 변화를 도
모하는 회복적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
는 부산교도소의 사례는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선구적 실천모델이며, 이 분야에 있어서 전
국 교정기관 중에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공들여 원고를 준비하여 발표하시는 발제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토론
자님들, 그리고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아시아교정포럼 뿐 아니라 건강한 우리사회를 위해 지원하시는 천주교 서울대교
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 개최에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부산교도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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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멀리 부산교도소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교정기관과 교정정책은 앞으로 많은 자기 개혁과 발전이 필요하고 또 발전가능성
이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교정본부 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비전을 그려내고 이뤄낼
수 없기에 교정관련 학회와 기관, 전문가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 교정보호연구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아시아교정포럼에서 부산 지역의 주
요 거점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뜻
깊은 세미나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세 기
관의 경험과 연구와 비전이 어우러져 교정현장을 더욱 생동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
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11월 셋째 주는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 주간”이어서, 이번 세미나 주제
인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가 시의 적절하여 더욱 빛
나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부산교도소는 중경비등급 교도소로서 장기수용자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습니다. 교
정기관의 존재가치는 이러한 고위험 수형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회
복하고 재사회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수형자도 교화되지 못할 사
람이 없거니와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기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방문 일정 가운데
부산 항구와 바닷가 정취와 낙동강변의 낭만도 담아가시는 힐링과 우정의 시간이 되
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도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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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축

사

오늘 부산교도소에서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주관하신 아시아교정포럼의 이백철이사장님과 신연희 회장님,
그리고 오늘 학회 행사장소를 제공해주신 김영식 부산교도소장님을 비롯한 주제 발
표자와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형사사법 분야에 다양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도입 ·
운영하면서 사법적 정의를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피해자와 회복적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그 토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교정포럼에서 교정과 보호관찰 현장에서 회복적사법을 적용하
고 그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때마침 조두순이라는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
고, 당국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감시·감독 위주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회복적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한국의 회복적사법의 발전에 시금석이 되어 줄 것
을 기대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교 학장

김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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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20년 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많은 경우 ‘형벌’이라
하면, 범죄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정’이라고 표현
할 때에는, 범죄를 행한 사람의 행동과 품성의 바로잡음을 뜻하면서 또한 그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사회의 아픔을 바로잡음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이번 아시아교정포럼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법 논의가, 단순히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시킬 수 있을
까, 단절된 관계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사회 공동체의 인권 성숙도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그동안의 숙
고의 산물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교정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짚어보면서, 또
다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현장에
서 따뜻한 마음으로 교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역시 사회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 대 일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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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그간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연기되었던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
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포럼은 2007년 창립된 이래 정기적으로 학회개최, 학술
지 발간은 물론, 교육 봉사, 국제 학술교류, 첨단기술과의 연계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왔습니다. 특히 교정학과 인문학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인문교정학의 창달을
주도한 것은 학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 유지판정을 받아 명실공히 명문 학회로 자리를 공
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 번 학회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의 장입니다. 이는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사회의 저변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주제입니다. 기존 형벌체계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본주의적 행형을 실현하는 이상향적 프로그램의 기
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포럼의 학술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 협조를 해주신 부경대학교,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산교도소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
사합니다.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이 백 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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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 적용 사례
김영식(부산교도소 소장), 정영식(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장)

Ⅰ. 들어서며
우리나라에서 교정단계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회복적

정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도 전인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이른 시기에 있었다.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널리 시행되

던 뽕나무(Sycamore Tree)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실험 시행
되었는데 그 결과가 정리 발표되지 못하였고 아쉽게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
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6년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해 당시 법무부 교정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지방교정청 주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결과물이 없이 더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2009년부터 3년 정도 시행된 교도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일종의 배상 운동이 수형자의 개별적, 자발적 동의 아래
전개되었다. 그 외 사과편지쓰기, 비폭력대화 등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프로
그램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적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온 주요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최근 2020년 3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시범시행 중인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시범시행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향후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헌자료를 정리, 소개하였으며, 부산교
도소에서의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시범시행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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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심리측정 도구를 사전 사후로 설문하여 비교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
관찰과 포커스그룹 조사를 통해 그들의 회복적 사법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사례
1. Sycamore Tree 프로그램
교정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회복적 사법의 유형은 조정자를 통해 피해
자와 수형자가 만나서 대화와 조정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교정단계에서 본격 적용되지 못하여 경험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에서는 현실적 타협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만남 ․ 대화프로

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대리 피해자가 참여하는 피해 인식 및
공감프로그램이 검토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프로그램으로 외국 교정기관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Sycamore Tree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이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첫 시범 실시한 후
11년이 지난 2012년에야 비로소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다.

(1) 프로그램 기획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가 기획총괄하였고,
소관 수형자 교화 비영리민간단체인 기독교세진회가 주관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 개발과 진행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1에서 맡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살인
피해 유가족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천주교사목위원회의 피해자 자조모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rea Reacebuilding, KOPI)은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비종교 민
간단체로서 법원 및 검찰, 학교에서 화해 ․ 조정 프로그램, 회복적 학교생활 등을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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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협력으로 첫발을 뗄 수 있었다.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은 ‘회복을 위한 여정’(A Journey Toward Restoration)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2012년 7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서울남부교도소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한
기대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피해자는 ① 자신의 이야기를 유사 사건 가해자(수형자)들에게
나눔으로써 다른 차원의 피해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가짐 ② 스스로 용기 있는
자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③ 과장되어 있는 공포심에서 탈출하는 계기
④ 가해자의 심리, 상태, 느낌에 대해 직접 듣고 이해하는 기회 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대한 간접적 경험 ⑥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간 ⑦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둘째, 가해자는 ①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 ② 자
발적 책임이란 의미 인식 ③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계기 ④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 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본인의 역할 인식
⑥ 앞으로의 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 ⑦ 재범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다.

(2) 프로그램 참여자
먼저 범죄 피해의 심리적 고통을 일정 수준 극복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범죄 피해 이후의 삶과 변화, 고통에 관해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서울남부

교도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는 2004년 모친과 아내, 4대 독자를 잃은
살인 피해자 유가족 남성(당시 71세)으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심리적 충격과
분노를 신앙을 통해 일부분 극복하였다고 자술하였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본인도 가해자의 실상에 대한 의문을 피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결심하였다. 참여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Sycamore Tree 프로그램
특성상 참여 피해자는 대리 피해자이므로 진행이 가능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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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해자인 수형자는 ‘살인죄’에 해당되면 다른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시행 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인 ‘살인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한 결과 8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으나, 2차로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기획자 및 진행자의
협의를 거쳐 최종 남성 수형자 4명을 참여하게 하였다. 4명으로 압축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종교, 나이, 죄질,
학력 등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피해자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인 ‘회복을 위한 여정’은 Sycamore Tree
프로그램의 원리와 과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세부 진행 내용을 종교

중립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본래 Sycamore Tree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소개,
범죄이해, 책임지기, 고백과 회개, 용서하기, 보상하기, 화해하기, 격려하기
순서로 8일 일정으로 구성되지만, 회복을 위한 여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프로그램과 범죄 이해, 고백과 회개, 책임 ․ 보상하기, 용서
․ 화해하기, 격려하기 순서로 압축하여 5일차로 설계하였다.

Sycamore Tree 프로그램은 범죄와 책임, 정의와 용서, 화해 등 회복적

사법의 핵심 가치를 성경의 관점과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게오의 회개와 용서구함, 책임
있는 배상행동 등 성경의 예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등 기독교적 배경 하에 진행된다. 이에 반해 회복을 위한 여정은
성경의 내용이나 예화를 배제하고 회복적사법의 종교 중립적으로 기술된
가치와 일반적 예화를 활용하였지만 Sycamore Tree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회복을 위한 여정은 4일차 오후에 특별한 화해의식을 진행하였다. 수형

자들이 범죄 이후 갖게 된 용서받지 못한 존재감, 자책감, 두려움과 불안감,
실패의식, 수치감 등 부정적 자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건강한
부끄러움, 실질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자의 건강하고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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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로 그동안 자신을 옭아매온 족쇄를 상징하는
노랑 끈을 피해자가 직접 풀어주는 용서의 의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 날은
교도소장 등 교정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수형자들의 새로운
미래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표 1> ‘회복을 위한 여정’ 일정별 진행 내용
일정
사전

대상
피해자
가해자

주제

내 용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 소개

여정을 위한 준비 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준비
기대와 우려 나누기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 소개

1일차

가해자

여정을 위한 준비 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준비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활동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 나눔

2일차

가해자
피해자

공감과 공유

질문과 궁금한 점 나누기
가해자의 경험과 감정 나눔
‘트라우마 서클’ 활동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과
3일차

가해자

자발적 책임

새롭게 알게 된 점 나누기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해자의 깨달음 나누기

4일차

가해자
피해자

용서와 화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필요 들여다보기
‘내려놓기’ 활동

용서와 화해의 여정 참여 의미
4일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가해자
5일차

사후

피해자
관계자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소장 등)
모두

나의 각오와 미래

‘나에게 쓰는 편지, 그에게 쓰는 편지’ 활동 /
축하와 축복

점검모임

프로그램 참여자의 영향과 변화 관찰
참가 수형자(가해자) 개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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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복을 위한 여정’일정별 활동 장면
일정

활동 내용

1일차
여정의 시작, 라포 형성

회복적 정의 이해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나눔

피해자와의 대화, 새로운 인식

피해자 만남 후 깨달음 나누기

진정한 책임과 회복위한 노력 나누기

피해자와 가해자 필요 들여다보기

가해자의 깨달음 고백

가해자의 족쇄 풀어주기

용서와 화해

나의 각오와 미래, 격려

진행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사후)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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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평가
참여 수형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소감문을 통해 본 인식 변화의 정도는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만나지 못하더라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가족 지원단체에 기부하는 등 손해배상 의욕을
보였다.
참여한 대리 피해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힘을 얻었으며 이들이 자신을 위로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가해자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리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깊은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경험 또한 느꼈다고 했다.

진행자들은 5일 동안의 변화에 한계를 예상했지만 이들이 대리 피해자를

만나 첫 대화를 나누며 큰 충격을 받고, 일정이 진행되면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진정성을 느꼈다고 피력하였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바로 피해자를 만나기보다는 먼저 간접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객관적
으로 바라보게 하여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도록 선행하는 것이 방법상 효과
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관 자원봉사자들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형자들의 안타까운

성장환경을 들으면서 이들도 한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들인 인간존중, 자발적 책임, 관계회
복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자칫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매듭을
풀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갈등을 풀면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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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롤 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2015년부터 천안개방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롤 레터링(Role Lettering, 이하 RL)기법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수형자가 피해자의
시점에 접근하고, 스스로 범죄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 프로그램이다.2

형기종료를 앞둔 장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고 역할 편지를 작성,
토론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RL의 임상적 가설과 선행연구 검토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화된 수형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4년도에 해당 교육담당자
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등을 협의하여 <표 3>과 같은 프로그램을 완성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① 교육 전후의 심리검사 편성, ② 교육 초기 RL의 대
상선정에 자율성 부여, ③ 교육방법으로써 그룹워크와 시청각교육 병용, ④
범죄사실의 왜곡과 합리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직원이 교육담당, ⑤
RL과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루기 쉬운 주제에서 시작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 등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

<표 3> RL을 활용한 수형자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교육시기
목표

회기별
주요내용

교육전기

교육중기

교육후기

라포형성과 성찰의 시작

공감과 성찰의 심화

변화의 발견

1: 오리엔테이션, 자기이해

5: 과거의 문제②

9: 범죄사실의 직시①

2: 자기이해와 자기개방

3: 반성문，감사의 편지

4: 과거의 문제①

6: 현재의 문제

7: 수용이전의 나

8: 거절과 설득

10: 범죄사실의 직시②

11: 출소후의 계획

12: 유서，버킷리스트

교육 결과에 대하여 수형자의 자존감, 공감능력, 분노 및 충동성과 같은 수형자의

2 RL프로그램은 청주교도소 박순용 교위가 일본 동지사대학에서 유학중 立命館(리쯔메이

칸) 대학교 교수 ｢岡本(오까모또)의 교육프로그램(2013b, 2013c)｣을 참조하여 한국에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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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과 RL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4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표 11－2>와

같이 3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화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각 척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수강 후에 모든 기수의 수형자의 자
존감과 공감능력, 그리고 충동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에 있어서는 그룹 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교육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룹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심리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수형자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탐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재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3 노트의 분석결과 교육 전기에는 ｢교육에 대한 부담과 회의, 성

찰의 시작, 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라포의 형성｣, 교육 중기에는 ｢타인의 시
점 획득, 성찰의 심화, 교육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의 변화｣, 교육 후기에

는 ｢피해자 시점의 획득과 공감의 구체화, 긍정적인 삶의 자세, 교육에 대
한 긍정적 평가｣라는 총 9개의 카테고리가 추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① 본 교육프로그램이 수형자들의 성찰을 심화
시키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 ② 본 교육프로그
램이 수용자에게 타인의 입장, 특히 피해자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
③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수형자들이 긍정
적으로 인식하게 된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3.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보호단체 기부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기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10월 21일부로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에 관련 내용을 신설

하였는데 개정된 동 지침 93조 제3항 5호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2009년 12

3 본 연구는 ｢일본 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였고 도시샤(同志社)대학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Mayring. P.(2004)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의 일반적 프로세스 모델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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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명이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말까지 연 인원 3,898명이

동참하여 3억 3천 667만 원이 기부되었다.

또한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시에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2호 ‘사’항에 따라 피해회복 여부도
조사하는데, 이에 작업장려금 기부 내용을 포함시켜 가석방 신청서에 기재
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가석방 신청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미미하여
가석방을 위한 의도적 기부라고 보기 어려워 나름대로 회복적 사법에 진정성
있게 부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4
한편 작업장려금을 활용한 범죄피해자보호단체 기부 총액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회복적 교정에 대한 교정당국의 관심이 많지 않아 홍보
와 관리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가석방에 실질적 반영이 되고 있지 않
은 상황도 감소 원인으로 추측된다.

4.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교도소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어 교도소 이전 ․ 신축 시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교화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기관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역 화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보라미 봉사단’을

구성하고 모범수형자뿐만 아니라, 교도관, 교정위원(민간참여자)을 합동 구성
하여 매월 1회 이상 지역주민 일손돕기,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 생필품

기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주민 일손돕기 분야:
연탄 나르기, 김치 담그기, 무료급식소 일손 지원 등 ② 복지시설(노인 ․ 장애인
등)

분야: 목욕, 이발, 세탁, 실내외 정리 ․ 청소, 화단조성, 차양막 ․ 진입로 ․

4 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교정� 9월호(통권 제437호), 법무부 교정
본부, 2012.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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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등 정비공사, 매직쇼 ․ 레크리에이션, 말벗, 생필품 기증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총 216회 연 인원 3,888명이 동참하고 있다.
수형자가 포함된 봉사단의 지속적 활동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타적 인식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출소 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봉사하는 새 삶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이 상호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교정행정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영국에서 시행한 ‘회복적 교정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교도소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2020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지속 시행되고 있다.

5. 후원과 책임 서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CoSA Korea) 멘토링 활동
2014년 8월 아시아 최초로 ‘후원과 책임의 모임 한국본부’가 설립되었

다.5 사무국 산하 전국 120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로 교정시설 성폭력 가해자

이수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들과 이 분야의 관련 전공 대학생,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전․ 현직 교도관, 경찰관, 군인 등 공안 경력자들도 자원봉

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두 차례 자원봉사자 멘토를 공개모집하였으며
두 달간의 양성과정을 거쳐 30명의 첫 수료자를 배출하고 수형자, 소년원생,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매년 아동성폭력 중범 수형자 및 출소자, 소년원 재원생 및 퇴원생 등

30여명을 서클 활동으로 멘토링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멘토들이 1명의
5 경인지역 교정시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담당 교도관들과 외래강사 전문가들이 2011년
캐나다 팀제국외훈련팀의 보고서에 COSA가 소개된 것과 관련하여 COSA 캐나다에 다녀
온 방문자들과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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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멤버(출소자 또는 퇴원생)를 맡아 평균 주 1회 회합을 갖고 사회복지 등 사
회복귀 촉진에 관한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후원과 책임의 모임(CoSA)은 멘티 1명 당 다수의 멘토가 서클을 이루어

집단 역동성을 꾀한다. 이러한 서클은 멘티와의 신뢰(confidential)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동시에 안전(safety)한 서클활동 또한 중요한 실천 가치로 삼고
안전한 교정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자유로운 대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내지 안전에 대한 자발적
대응,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비폭력적 대화와 대인관계, 재범 요인에 대한 협력적 제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촉진하여 성공적 재사회화를 돕고자 한다.

2017년부터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CoSA KOREA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성범죄 등 성범죄 수형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도소

내에서 멘토링을 시범시행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전국 보호관찰소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어 교도소 내에서 시작된 멘토링이 출소 후까지 연계
되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6. 기타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비폭력대화(NVC)는

비폭력적인

의사소통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NVC는 심리학박사인 마셜 B.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가 1960년대

학교통합 프로젝트에서 조정과 의사소통방법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는데6
회복적 정의의 원칙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회복적 실천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미국 교정국의 ‘프리덤 프로젝트’에서

6 1984년 마샬이 설립한 CNVC는 현재 400여 명의 국재인증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전세계
70여개국 이상의 지역에서 교육자, 의료분야종사자, 기업관리자, 변호사, 군인, 수용자, 교
정당국, 경찰, 성직자, 공무원들이 NVC를 지원하고 있다.(마샬 B.로젠버그 지음, 캐서린
한 옮김, 비폭력대화, 한국 NVC센터,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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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의 교육은 일반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갈등해결프로그
램으로서의 NVC 조정의 전제가 되는 일종의 공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다.7 수형자들의 감정조절, 공감능력의 향상, 욕구 찾기 능력
등을 배양한 다음 전형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의도하는 피해자 피해에
대한 공감과 용서, 사과, 피해자의 욕구에 기반한 피해회복의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비폭력대화(NVC), 비폭력대안
(AVP)

단체 등에서 한국의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과

정 중 하나로 또는 단독 프로그램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다.

Ⅲ.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 시범시행
1. 회복적 교도소(restorative

prison)

프로젝트의 개념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은 단편적, 단기적 회복적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이념에 있어 회복적 교정철학을 기
반으로 하고자 한다. 수형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수용관리 및 수용생활 전반을 회복적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회복적 교
도소 프로젝트를
(restorative space)의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회복적

공간

이미지는 ‘해롭지 않는 거실(do－no－harm room)’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실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수형자들 그룹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거실을 떠올리게 하면 양서와 전화기, 안락한 의자, 창문과 좋은 전망, 음악,
어항, 화분이 놓인 공간을 말한다. 그들의 거실은 존중, 관계, 안전, 평안,
소통, 희망, 삶이라는 회복적 가치를 상징한다.8
7 Alejandra Suarez, Dug Y. Lee, Christopher Rowe, Alex Anthony Gomez, Elise
Murowchick, Patricia L. Linn, Freedom Project: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Mindfulness Training in Prison, 2014.4: DOI: 10.1177/2158244013516154 Published 11
February 2014 : http://sgo.sagepub.com/content/4/1/2158244013516154
8 Barb Toews.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for People in Prison; re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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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정읍교도소, 장
흥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일부 교
정시설에서 이러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다. <사진 1>은 장흥교도

소 회복적 자치수용동 입구이며
“이 곳은 존중과 평화, 회복의 공
동체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사
진 2>는 정읍교도소

회복적 도

<사진 1> 장흥교도소 회복적 자치수용동 입구

서문화공관으로 일반 사회의 도서
관과 같이 밝은 인테리어와 함께
음악감상, 테블릿, 영상 자료실이
구비되어 있다.

한편 부산교도소에서는 2020

년부터 자치수용동 수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심리치료팀과 한
국평화교육훈련원(COPI),비폭력
대화(NVC)진행자(Facilitator)
들의 공동으로 주관하여 회복적
서클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 2> 정읍교도소 회복적 도서문화공간

있다.

수형자들이 서클 활동을 통해 자치수용동 운영규칙을 정하는 한편 여러 상
황에 대응하여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각종 대화 서클을 운영하고 있다. 서
클은 다 같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토크스틱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동안 경
청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의견을 나눌 기회를 부여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
해 모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해결
방안이 정해지면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확인하고 지원하는 조정자를 참여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기도 한다. 수형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
thek web of relationships」. PA: Good Books. 2006, pp.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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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결정을 교도관에 지시에 따랐으나 이제는 상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으로 정하고 스스로 이행과정을 확인하는 회복적 관계를 체험하게 된다.

2. 입실거부자 회복적 프로그램 시범 적용
(1) 프로그램 개요
부산교도소는 회복적 자치사동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관규위반에 대한
조사징벌 과정에서 오랫동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입실거부, 작업 거부자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심리치료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처우에 입각한 서클프
로그램이다. 반복적인 입실 거부자들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내용을 안
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한 후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서클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게 하며 평화적 대화와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을 통해 관계적 행동양
식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클프로그램은 총 10회기(20시간)로 2020. 7. 13.(월) ~ 2020. 7.

17.(금) 5일간, 2020. 10. 29.(목)~2020. 11. 6.(금)까지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진행 강사는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전문가 외부강사와 중독심리전
문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범죄심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원들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식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변화를 측정하여 효과성을 평가
하였고, 포커스그룹 조사를 통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2)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
본 연구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수용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조사・징벌중인 수용자 중 혼거생활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입실 거부하는 수용자나 독거수용 하거나 징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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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출역을 하지 못하고 미지정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중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고 부적응하는 수용자, 입실거부
수용자를 개별적으로 상담한 후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한
하여 선정하였으며, 사전면담을 통하여 서클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회복적사법처우 프로그램 시작 전 서클프로그램 목적과 교육과정을 설명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이끌어 내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4> 참여 수형자 죄명별, 형기별, 연령별 인원수

구분
나이

죄명

형기

30

교육 참여 수형자 현황(총 18명)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4

10

3

1

살인

성폭력

마약

상해,공갈,절도

3

7

1

7

무기

15~11년

6년~3년

2년~6월

1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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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내용
서클프로그램과 비폭력대화(NVC)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기타 감정자유기법(EFT), 감사운동 등을 포함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다.
<표 5> 1차 프로그램 내용
회기

일시

주제 및 내용

1

20. 7. 13.
09:00~11:00(2시간)

오리엔테이션
친밀감형성 및 사전척도검사
서클프로그램 이해 목적 및 소개

2

20. 7. 13.
13:00~15:00(2시간)

서클프로그램 실습 및 운영
에고그램을 통해 성격분석
가치관 탐색을 통한 변화 동기강화, 나는
누구인가?
왜 현재의 삶에 이르게 되었는가?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설정 및 고찰
어린 시절 나의 꿈은?
감사의 효과, 감사일기
의사소통훈련
서로의 욕구를 진정으로 연결하는
비폭력대화 개요 강의

3

20. 7. 14.
09:00~11:00(2시간)

4

20. 7. 14.
13:00~15:00(2시간)

5

20. 7. 15.
09:00~11:00(2시간)

6

20. 7. 15.
13:00~15:00(2시간)

의사소통훈련, 선택의 기술(4코너)
욕구에 기반한 부탁하기

7

20. 7. 16.
09:00~11:00(2시간)

감정자유기법을 통한 부정적 감정해소
우울에 대한 이해
분노조절 실습

8

20. 7. 16.
13:00~15:00(2시간)

감정자유기법 실습

9

20. 7. 17.
09:00~11:00(2시간)

비합리적 신념 알아보기
자동적 사고 발견하기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하기

10

20. 7. 17.
13:00~15:00(2시간)

입실거부행위에 대한 전체적인통찰
사후척도검사, 평가 및 소감나누기
만족도조사,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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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차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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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일시

주제 및 내용

1

20. 10. 29.(목)
09:00~11:00(2시간)

오리엔테이션
친밀감형성 및 사전척도검사
프로그램 목적 및 소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2

20. 10. 29.(목)
13:00~15:00(2시간)

감사편지 쓰기 체험

3

20. 10. 30.(금)
08:30~09:00(30분)

감정자유기법을 통한 부정적 감정해소

4

20. 10. 30.(금)
09:00~11:00(2시간)

써클프로그램 이해
프로그램 목적 및 소개

5

20. 10. 30.(금)
13:00~15:00(2시간)

써클프로그램 실습 및 운영

6

20. 11. 2.(월)
09:00~11:00(2시간)

비폭력대화로 행복한 선택하기
비폭력대화 개념 이해하기

7

20. 11. 2.(월)
13:00~15:00(2시간)

비폭력대화 실습 및 운영
비폭력대화 4요소 맛보기

8

20. 10. 30.(목)
08:30~09:00(30분)

감정자유기법을 통한 부정적 감정해소

9

20. 11. 5.(목)
09:00~11:00(2시간)

비폭력대화 실습 및 운영
비폭력대화 4요소(관찰, 느낌, 욕구)

10

20. 11. 5.(목)
13:00~15:00(2시간)

비폭력대화 실습 및 운영
비폭력대화 4요소(관찰, 느낌, 욕구)

11

20. 11. 6.(금)
09:00~11:00(2시간)

12

20. 11. 6.(금)
13:00~15:00(2시간)

비폭력대화 실습 및 운영
공감, 감사
비폭력대화 실습 및 운영
공감, 감사
입실거부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
사후척도검사, 평가 및 소감나누기
만족도조사,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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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심리검사 평가
심리치료프로그램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화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심리검사 도구인 자아존중감척도, 분노표현척도, 충동성척도, 공격성
척도를 원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 하였다. 교육을
받는 수용자들에 대한 임상척도검사 결과 대부분의 척도에서 상당한 유
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표 7> 1차 프로그램 사전사후결과 (2020년 7월 3일)

연번

자기존중감

분노통제

충동성

공격성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

25

29

20

25

63

40

80

77

2

25

26

15

20

70

63

50

47

3

20

37

18

32

62

41

62

51

4

14

22

13

14

91

81

117

115

5

22

30

16

20

77

64

96

96

6

26

29

15

20

68

65

42

41

7

32

40

19

25

43

41

95

95

8

25

27

8

10

63

61

42

35

9

24

24

15

19

84

59

102

84

10

25

33

17

22

80

60

107

95

평균

23.67

29.33

15.44

20.56

69.00

57.22

76.22

71.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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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차 프로그램 사전사후결과 (2020년 11월 12일)

연번

자기존중감

분노통제

충동성

공격성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

33

37

17

23

36

27

39

35

2

36

37

16

17

56

49

65

80

3

26

30

19

21

70

75

99

98

4

34

31

21

20

55

45

44

42

5

31

32

20

22

65

69

51

43

6

31

37

23

25

48

43

50

38

7

26

31

20

17

64

63

87

59

8

29

26

14

15

66

69

61

58

평균

30.75

32.63

18.75

20.00

57.50

55.00

62.00

56.63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진행 전 검사

와 진행 후 검사에서 각 임상척도의 점수는, 먼저 자기존중감에서 18명 중
16(89%)명이

높아졌고, 1명은 동일점수, 1명은 오히려 낮아졌다. 분노통

제에서는 16(89.%)명이 높아졌고 2명은 오히려 낮아졌다. 충동성에서는
15(83%)명이 낮아졌고 3명이 높아졌다. 공격성에서는 15(83%)명이 낮아

졌고 동일한 점수 2명, 높게 나온 사람이 1명이었다. 위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존중감과 분노통제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와야하고, 충동성 및
공격성에서는 점수가 낮아져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 임상척도에서 대부
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회복적 사법처우 치료프로그램이 수용
자의 심리적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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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과정 관찰 및 포커스그룹 평가
교육생중 일부 수용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참여해서 시작한
교육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 가겠다”, “상당수 수용자는 1주일의 교육은 시간이 너무 작다”라고
요구며 더 배우고 더 얻고 싶고 더 변화하고 싶은 마음에 교육 시간이 부족
하다는 의견을 대다수 제시하였다. 입실거부수용자들은 교도소 수용자 중
수용생활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부적응하고 부정적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 그룹이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교육태도로 관찰되었다.
입실거부수용자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집단원이 작성한 소감문과
집단원을 다시 만나 개별적으로 상담한 바, 교육생 대부분 교육의 효과 면
에서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입실거부 자체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전반에
대한 통찰의 시간이 되었으며 추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다시
받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서클프로그램 활동과 비폭력대화
훈련을 통해 자신은 타인과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자기규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수용생활 동안이나 출소 후 사회생활에서도 좀 더
이성적인 판단과 타인 공감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점 등을 보아 유의미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포커스그룹에 참여한 8명의 수형
자들의 주요 표현에서 존중, 책임, 자발적, 문제 해결 등 회복적 사법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다수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회복적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상습규율위반 및 수용생활 부적응 수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한다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점차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 사회 전체가 회복적으로

변화해 간다면 ‘회복적 교도소’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이 충분히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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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으며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새로운 교정정책에 있어 일선 교정기관 현장에서
시작된 정책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계선조직의 특성상 법무부 교정본
부의 방침 아래 일선 교정행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부산교
도소 등 일선 교정기관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아직은 낯설고 교정본부의

근거가 없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으나 사실은 2006년 2월 법무부에서 발간

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교정단계 회복적 사

법에 대하여 이미 공식 언급되었다. 당시 교정국 변화전략으로 회복적·문화
적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그 이행 과제로 첫째 가족관
계 회복프로그램, 둘째 가해자·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셋째 사회
와의 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9 다만, 이러한 시도들이 활발히 계
속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시도이며, 일선 현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미주와 유럽 등 대부분 구미 국가의 교정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은 수형
자가 수용 초기부터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정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
다. 기존의 교화프로그램과도 상호 보완적 연관성을 갖고 있어 융합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회복적 사법과 그 프로그램은 매우 창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창의적 시도와 적용이 일선 교정기관에서 먼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금번 부산교도소 사례는 수형자 프로그램에 앞서 수차례 현장 관계직원
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교육이 병행되었으며, 직원 간 세미나를 통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였다. 회복적 교도소는 직원, 수형자, 수형자
가족에 이르기 까지 회복적 사법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도소 시설 공간을 회복적으로 재정비 해 나갈 때 회복적 교도소를

9 신용해,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
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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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이러
한 과정은 다양한 회복적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또한 필요하다. 특
히 부산, 김해 경남 지역은 회복적 마을, 회복적 학교 등 활동이 활발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아직은 당장 피해자 만남, 조
정 화해, 배상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외국 교정기관 사례에서처럼
훈련된 민간 조정 전문가, 진행 전문가 내지 단체들과의 협력이 점차 양적
으로 질적으로 준비되어 나간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회복적 교도소 구축,
실질적 피해자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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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교정의 일상화를 기대하며

강지명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회복적 사법연구가 법학에서 90년대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의 제3의 형사제재로
연구되어, 2000년에서야 비로소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그 시절에,
2001년에 이미 교정의 영역에서 그 실천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5월 교원교육학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적용, 9
월 국무총리주관의 사회안전저해범죄근절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비행소
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주장·발표했다가 벽에 부딪혔던 기억을 떠올리면,
2012년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실천의 지평을 넓혔다는 사실은 교정발
전을 위한 시도들이 진정 선구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도들 뿐만 아니
라, 천안개방교도소 등의 롤 레터링기법을 활용한 피해자 공감프로그램, 비폭력대화
의 교육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소개 등을 살펴볼 때, 회복적 교정의 일상화를 위한 발
판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의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하던 시기가 지나고 어떻게
실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
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회복적 정의의 기본인 인간존중을 나타내는 공감을
통한 변화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회복책임을 진정으로 인
수하기 위한 내적 변화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
공감의 출발은 범행을 행한 본인에 대한 본인의 공감입니다. 자신의 범행당시에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성찰에 이은 자기공감과 잘못된 수단·방법의 선택이라는
진지한 반성, 자기연민이 선행되어야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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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회복의 대상인 피해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
게 해주고, 피해자의 요구(Need)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인용하게 해줍니다. 행위책
임에 대응하는 형벌을, 규범위반에 대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유대와 연결이 깨어짐
과 사회의 정의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피해에 책임을 지는 것으
로 전환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회복책임이 진정으로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회복적 교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복적 교정은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으로 교화·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수형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인간존중의 마음과 공감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바꾸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공감하며 인정해줄 수 있는 일상을 교도소에서 배운다면, 사
회에서 매우 훌륭한 인간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정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재사회화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석
사논문을 통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에 있는 비행소년들에 대해서는 재
사회화를 목적·수단·방법으로 하고 있는 교정이 아니라 사회화를 목적으로 수단·방법
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사회화라는 용어 자체
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사회화가 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 맺기라는 사회화, 공감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는 사회화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배워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
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선순환’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회복적 써클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평등한 인간존중을 기반으로 서로 공감하는 대화
를 통해서 인간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면, 갈등상황에서도 충분히 평등한 인간존중
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공감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상시
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공격하고 비난과 비판, 인간적인 모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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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는 상황에서 인간존중의 회복적 교정을 시행하고자 하면 그렇게 쌩뚱맞은 것이 없습니다. 물
론 숙련된 회복적 진행자를 만나면, 갈등이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
그램을 만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는 교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회복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갈등은 당연하게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해결됩니다. 회복적 자치 사
동의 운영과 ‘해롭지 않은 거실’ 운동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코사(CoSA) 코리아의 ‘후원과 책임 써클’도 기대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단 한
건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공동체의 유대와 연결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소 이후의 ‘후원과 책임의 모임’은 그 존재만으로도 지역공동체에게 안심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줍니다. 출소이후 멘티1명당 다수의 다양한 전문멘토는 써클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적 교정의 일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핵심인, ‘피해에 대한 공감과 잘못된 선택이었던 범행, 이에 대한 자기
공감으로 자기연민을 통한 낙인의 내적 극복도 가능하게 만드는 피해회복책임의 자발적 인수’가
진정한 각종 범행 예방교육의 교육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에서 형법과 범죄학, 범죄예방학을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은 금지규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입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지 이
미 오래입니다. 매일이 인간존중과 공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위 전의 사고과정에서 본인
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 또는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습관을 기르는 것
이 회복적 교정의 핵심이 아닐까합니다. 대한민국 교정의 ‘회복적 교정 일상화’가 기대됩니다. 덧
붙이자면 이런 측면이 바로 교육기관의 회복적 생활교육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회복적 정의 프로
그램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갈등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이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급경영의 측면에서 교사연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복적 정
의기반의 각종 예방교육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직장내괴롭
힘 예방교육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돕고,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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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화해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특정 성에 대
한 적이미지 형성을 예방하여 양성평등교육 이후의 젠더 갈등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직원
성비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성인식개선교육이 자기낙인이나 신고인에 대한 원망을 낳는 것이 아
니라 ‘자기공감, 피해자에 대한 연민, 피해회복책임의 진정한 인수과정’이 담을 예정입니다. 회복
적 교정의 일상화와 교육청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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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발표 :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은영 대구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 토론 : 손외철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김병배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 사회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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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단계에 적용핚 회복적 사법
2019년 법무부 프로그램 소개와 그 평가
박미랑, 핚남대 |박은영, 대구 가톨릭대

목차
들어가기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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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왜 회복적 사법을 논하게 되었는가?

3

Victim Justice System  CJ system
법령과 법규 이젂의 모습
◦ 응보- 범죄자가 자싞의 행동이 야기핚 해악의
정도에 상응하는 고통
◦ 배상-금젂적 보상의 형태. 범죄자가 배상핛 수
없다면, 친족이 그 책무.
◦ 피해자 사법체계(Victim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Deterrence억제- 처벌의 필요성
피해자 사법제도의 종식: 봉건영주들이 범죄자가 피
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에 대핚 소유권 주장
보상금은 자싞의 부를 축적하는 수익성이라 생각하
면서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대핚 위반
행위로 규정.
국가도 피해자의 읷부로 구성. 피해자의 지위는 축
소되고, 피해자는 국가를 위핚 증읶으로 젂락.
처벌의 주도권은 국가!

국가가 가해자 처벌에 집중 모든 시스템과 사람의
관심이 처벌 중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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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Crime incident….
Criminals& Victims
범죄와 처벌 그 이후, 범죄자와 가해자…
범죄자는 처벌을 통해 억제되었나?
범죄자는 처벌을 통해 교화되었나?
피해자는 무엇을 보상받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무엇이 회복되었나?
이 두 집단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역핛은 없는가?

5

이론적 배경
낙읶이론
수치심이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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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Labeling Theory
1차적 읷탈
•단순 읷탈

낙읶
•예방을 위핚 낙읶?

2차적 읷탈

범죄자

7

이론적 배경-Shame Theory
상호의
졲성

재통합
적 수치
심

읶갂= 공동
체특성 (가해
자, 피해자,
타읶)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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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회복적사법의 주요가치
◦
◦
◦
◦
◦

회복적사법의 주요개념

자기이해

임파워먼트
회복
재통합
감정적,사회적치유
젃차적 공정성과 만족스러운 결과

피해자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의식

9

• 가해자: 재범억제

• 피해자: 피해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범죄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이해

•
•
•
•

임파워먼트

• 지역사회: 재통합

회복
재통합
감정적 사회적 치
유

• 절차적 공정성

 처벌이 아닌 책임

 수치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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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가해자 피해자 조정(VOM)

뉴질랜드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FGC)
오스테읷리아 가족회합-WAGGA WAGGA 경찰
Victim Impact Panels(VIPs)

범죄타격(IMPACT OF CRIME, IOC)

11

2019 보호관찰소 RJ 프로그램
보호관찰 소년 대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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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제작
•2019년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프로그램 기획 시작

•20시갂 운영 프로그램

미국내 재소자 대상
IOC(IMPACT OF CRIME)

VICTIM IMPACT
PANELS(VIPS)

보호관찰단계
핚국형 소년대
상 RJ 프로그램

13

2019 RJ 소개
제작참여자:

회기

모듈

주제

45분

오리엔테이션

개시교육, 서약서, 사젂조사

60분

자기이해,공감

30분

피해자이해

-피해자 젂문 강의

60분

피해경험 탐색

-본읶의 피해 드러내기

120분

나의사건바라보기

-피해자 입장에서 나의사건바라보기

150분

책임감

-사건이젂으로 돌아가기 / -사과방법배우기/-피
해/가해자 스스로에게 사회

150분

수치심

수치심 개념 / 수치심 내용찾기/ 직갂접 경험찾
기

180분

공동체활동

-1읷 경찰/앆젂핚 지역사회 만들기

180분

역핛공감극

RJ 법정

45분

마무리

사후조사, 소감서

범죄학자
심리학자
소년원 보호관찰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관
정싞보건 보호관찰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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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행과정
2019.4~10월:

2019. 11~12월

2020년 고도화

•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평가

작업 및 적용중

보호관찰관 및

젂국 12개 보호

보조강사 교육

관찰소 실시
• 사젂-사후 조사

15

연구방법-DATA


2019년 짂행된 프로그램 PREPOST 조사 결과



80명 응답지 분석

 1 단계:기술통계+ paired t-test
 2 단계: 변화 집단 특성 ANOVA
 3단계: 변화요읶 Regression

주요 개념

측정도구

문항수

Cronbach
alpha

자기이해

자기읶식척도(SELF AWARENESS
SCALE,SAS 활용)

8개

.896

피해공감

청소년 공감 및 동정척도

8개

.926

수치심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
(PFQ)

14개

.825

책임감

VIPs 활용

15개

.816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지표(sense of
community index)

8개

.830

보호관찰애착

애착척도 수정

5개

.913

4개

.936

범죄억제력*
보호관찰효과

피해줌/상황긍정읶식

각1

RJ 효과

피해줌/상황긍정읶식

각1

*다시는 이러핚 사건을 저지르면 앆된다는 생각을 핚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핚다. /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읷을 하지 않을 것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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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① | 기술통계(보호관찰관 기입)
N=80

Mean

Sd

Min

Max

1.18

.382

1

2

나이

16.73

1.387

12

19

학력(고등 재학: 27, 33.8%, 고등자퇴: 31, 38.8%)

5.29

1.752

2

10

비행명 (폭행69, 86.3%)

1.16

.434

1

3

동종 비행횟수(9번, 1.3%, 1번, 57.5%)

1.55

.787

0

3

비행젂력(0회: 26, 32%, 1-2회:32, 40% 3-4회:12 15%, 5회이상:10, 2.5%)

2.08

.991

1

4

가정형태(양부모: 46, 57.5%)

1.85

1.170

1

5

교육태도

18.59

3.38

12

15

성별(남성:66, 82.5%)

17

효과가 있는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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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①| RJ 개념 변화(대상자 pre-post test)
구분(paired=60)

사전

사후

t

p
0.99

Mean

SD

Mean

SD

피해개념상식

63.92

8.09

63.94

9.42

-0.02

자기개념

33.10

5.52

34.32

6.25

-1.92 ‡

0.06

피해공감

28.15

5.94

29.92

5.72

-2.93*

0.01

수치심

45.60

7.20

45.44

8.75

0.20

0.84

책임감

56.82

7.05

56.82

8.10

0.00

1.00

공동체의식

30.35

4.51

31.10

5.04

-1.37

0.18

보호관찰애착

18.39

3.99

19.66

4.60

-3.12 ***

0.00

‡p<.10, * p<.05, **p<.01, ***p<.001

19

연구결과② |범죄억제효과 변화(대상자 pre-post test)
구분(paired=80)

사전

Mean

t

사후

SD

Mean

p

SD

보호관찰_피해 준 것 인지

3.96

0.68

3.98

0.89

-0.13

0.90

보호관찰_상황긍정인지

3.79

0.82

4.01

0.89

-2.35 *

0.02

회복적사법_피해준것인지

3.79

0.88

3.98

0.89

-1.69‡

0.09

회복적사법_상황긍정인지

3.66

0.93

4.08

0.81

-3.73 ***

0.00

억제력

16.79

2.70

16.90

3.35

-0.36

0.72

‡p<.10, * p<.05, **p<.01, ***p<.0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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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었는가?

21

연구결과③ |
인식변화 집단

“피해주었다”

감소:
13(16.3%)
회복적 사법 이후

“RJ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의
행동이 주변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알게되었다”

변화없음
47명(58.8%)

“피해주었다”

증가:
20(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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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③ |
인식변화 집단

“상황을 긍정적 읶
식하게됨” 감소:

9(11.3%)

회복적 사법 이후

“RJ에 참여하면서 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생겼다”

변화없음
40명(50%)
“상황을 긍정적 인
식하게됨” 증가

31(38.8%)

:

23

연구결과③ |
인식변화 집단

재범억제력 감소:

19(23.8%)

회복적 사법 이후

“재범 억제력”

• 다시는 이런 읷을 저지르면 앆되겠다는
생각을 핚다.
•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읷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없음
33명(41.3%)

:

증가
28(35.0%)

재범억제력

24

56

제2주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누가,어디서 바뀌었는가?

25

연구결과④| 변화 집단 분석 : “피해준 것 읶식”
ANOVA 검증

피해상식

Bonferroni 사후검증 유의미집단

자기개념

피해공감
보호관찰관애착

수치심

√

√

책임감

보호관찰관애착

감소 vs. 증가

√

공동체의식
감소 vs. 변화없음
감소 vs. 증가

공동체의식

책임감
감소 vs 증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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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④ | 변화 집단 분석 : “상황긍정 변화”
ANOVA 검증

피해상식

수치심

Bonferroni 사후검증 유의미집단

자기개념

피해공감
보호관찰관애착

√

감소 vs. 증가
책임감

공동체의식

책임감
감소 vs 증가

√

보호관찰관애착

27

연구결과④ | 변화 집단 분석 : “재범억제력 변화”
ANOVA 검증

√

피해상식

수치심

√

자기개념

√
√

책임감

보호관찰관애착

Bonferroni 사후검증 유의미집단

√

보호관찰관애착

피해공감

√

공동체의식

책임감
감소 vs. 변화없음
감소 vs. 증가

피해공감

피해공감

감소 vs. 변화없음

감소 vs. 변화없음

자기개념
감소 vs. 변화없음

피해상식
감소 vs. 변화없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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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29

연구 결과⑤ | ANOVA & Regression
ANOVA 분석 결과

◦ 비행/ 성별/ 연령과 억제력 변화(이동) 여부 차
이는 상관없음

Regression 분석 결과

◦ 종속: 억제력
◦ 피해공감(pst), 보호관찰관 애착이 유의미함

N=70

β

S.E

비행전력

t

p

.095

.125

1.032

.306

-.044

-.022

-.182

.856

연령

.091

.168

1.402

.166

pst_피해상식

.006

.071

.412

.682

pst_자기개념

-.005

-.039

-.237

.813

pst_피해공감

-.052

-.402

-2.099*

.040

pst_수치심

.003

.036

.285

.777

pst_책임감

.015

.154

.744

.460

pst_공동체

-.022

-.151

-.753

.454

.097

.591

3.244**

.002

성별

pst_애착
2

2

F=2.083, R =.261, Adjusted R =.13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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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복적사법 짂행 이후 개념의 변화

• 사젂사후 변화: 자기이해, 피해 공감, 보호관찰관 애착 증가
• 피해주었다는 생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 증가

[핚계]

변화형성 집단
•
•
•
•

재범억제력 증가 집단: 35%
긍정적 읶식 증가 집단: 39%
피해줬다는 생각 증가 집단: 25%
변화없는 집단 40~50%

•
•
•
•

작은 분석집단  추론적 통계의 핚계
범죄 유형의 비동질성
유의미하게 다른가에 대핚 의구심
2020년 비교 가능성이 희망

•성별, 비행젂력별 변화(이동)양상 다르지 않음
•범죄억제력에 피해자 공감과 보호관찰관 애착 유의미핚 영향줌

31

감사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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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손외철
(부경대 교수)

• 한국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피해자학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 특
별한 관심이 없다가,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재판 절
차상 피해자 의견 진술권이 신설되고,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관심을 두게 됨
•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년법에 처음 도입
되었고, 200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준수 사항
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란 규정이 도입
됨으로써 회복적사법의 실천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간헐적으
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옴
• 이번 연구는 그동안 천주교사목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으로 서울
보호관찰소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아직 회복
적사법에 대한 토양이 부족한 한국적 현실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임
• 발표내용도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물을 토대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여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데 경의를 표함.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내용 중
에 피해자를 직접 참여가 없었다는 점인데, 물론 보호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보다 완결성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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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에 대한 질문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회복적사법, 그중에서도 화해 중
재프로그램을 외국처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 중재자 양성
이 시급하다고 봄. 영국의 경우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해 · 중재프로 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민간단체인 ‘회복적사 법위원회’
에서 양성한 3만 명의 인력이 활동 중임
• 한국에서 현재 화해·중재프로그램의 진행 주체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
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관하여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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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단계에 적용한 회복적 사법’
토론문
김병배
(경기대학교 교정보호전공)

총평
회복적 사법(RJ)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 행사로 대표되는 기존 처벌적 정
의(CJ)의 대안적 철학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harm)에 주목하고, 피해자/지역사
회에 발생한 피해/관계의 복원(restoration)를 주 목표로 삼는다. 회복적 사법은
그 자체 정의의 관점(“과연 무엇이 정의인가?”)에서 출발한 비공리적 철학(nonutilitarian philosophy)임에도,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회복사법 프로그램을 통
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공리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들
은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현행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확산시키는 점
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적 관점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경계와 내용이 불명확해
지고, 가해자로 그 개입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회복적 담론에서 다시 배
제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발표 논문인 ‘보호관찰 단계에
적용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몇 가지 토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의 및 질문사항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전통적 치료/재활 프로그램간 경계는 무엇인지?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가 범죄
로 훼손된 관계를 복원한다고 제시한다. 원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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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가해자의 재범방지가 가능하다
는 주장은, 현행 주류 교정이론인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주류 접근에서는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유발하는 범죄유발욕
구(criminogenic needs), 즉 반사회적 태도와 성격이 있고, 이들이 치료되지 않
는 한 가해자의 재범방지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회복적 사법에서 중요시
하게 다루는 재범요인인 피해자 공감(empathy)과 관련하여서도 범죄자는 타인
의 관점/생각을 조망할 기본역량(social perspective taking)이 부족한 사람이
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해당 역량을 증진시켜야만 가능하
다고 본다. 다시 말해, 주류적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할 만한 역량
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설령 그런 역량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양한
범죄유발욕구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류 교정이론에서는 메타
분석 등에서 발견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은 회복적 사법
본래의 효과성을 넘어선,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이라고까지 주장한다.
토론자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프로그램 시범실시 과정에
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 해당 청소년이 쉽게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제시된 연구결과에 보면
프로그램 실시로 피해자 공감능력이 실제 향상되고, 그것이 향후 인지된 재범억
제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20시간이라는 짧
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비행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에
관한 발표자의 경험을 듣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기존 인
지행동치료간 차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접근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 그룹은 누구인지?
현대 교정의 대표이론인 RNR(Risk/Needs/Responsivity)이론에 따르면, 효
과적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첫 번째 원칙(risk principle)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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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대상자에 교정처우를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프로그램의 주요 목
표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인 경우, 그 주요 타겟은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
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청소년의 특징은 많은 수의 재
범위험요인을 가진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단순한 인과적 개입원리를 가정(진정한
사과+용서→재범방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이 얼마나 있
을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고위험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20시간으로 개발
된 프로그램의 도시지(dosage)도 효과를 발현하기에는 약한 처치일 것이다. 반
면에, 재범위험성이 낮은 저위험 청소년이 회복적 사법의 주요 타겟 그룹인 경우,
사과와 용서의 메커니즘이 조금 쉽게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재범방지 효과의 감
소 또는 소위 ‘망의 확대’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발표자께서는 회복적 사법 프
로그램의 주요 타겟 대상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재범방지 효
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간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나주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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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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지’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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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관
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 이상
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 연구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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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업무)
① 위원회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연구지(교정담론)의 편집
2. ‘교정담론’ 논문 접수 및 게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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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담론’ 게재신청 논문 심사를 위한 외부심사위원 추천
4. 기타 간행물의 편집
② 연구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접수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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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
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교정담론’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하며,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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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준수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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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편집위원
회로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해
야 한다.
3.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
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
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3명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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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한
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
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
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정표와 같다.
8. 판정기준에 따라 ‘수정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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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까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
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9.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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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한다.
11. 재심사 결과 판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를 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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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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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

재심사

(

)

게재 불가

(

)

판정 결과

수정
사항

게재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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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제31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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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후 재심

게재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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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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과학분야와 인문학분야 전문가의 교정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 교정담론은 동종분야의 이론, 조사연구, 역사적 쟁점, 정책제안 및 평가 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투고를 권장한다.

3. 교정담론에 발표하는 논문은 창의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집(저널)에 동시에 심사요청해서도 아니 된다.

4. 교정담론은 1년에 년 3회 발행하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5. 투고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투고자는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이전에 논문을 접수
시켜야 한다.
6.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아시아교정포럼

인터넷

홈페이지(http://correction-

forum.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논문투고를 해야 한다.
7.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표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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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문을 싣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게재와 동일한 요령으로 온라인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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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20매 이상이어야 하며 25매를 초과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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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쓰고 그 뒤로는 쓰지 아니
한다.
4. 각 원고는 심사용 논문과 원본 논문 두 개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용 논
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원본 논문에는 표지를 작성한다. 표지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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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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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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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문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① 인용과 출처의 표기는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할 때에는 인용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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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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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어, 서
양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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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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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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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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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번역서
Hirschi, Travis,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1990 (문근영 역,『범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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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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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한다.
4) 통계적 유의도의 표시는 유의수준에 따라 세 종류로 다음과 같이
:p<0.01,

***

*

: p<0.001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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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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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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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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관련
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
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윤리규정은 회원, 기관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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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
④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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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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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경
우.
⑥ “비윤리적연구행위”는 동 윤리규정 제 3 조의 ⑤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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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4조(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
사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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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하여야 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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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①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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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②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채임 또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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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
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
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른 관행이 통용
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
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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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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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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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
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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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과결과를 편집위원
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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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
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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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
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
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
켜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규정시행
제17조(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
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학회지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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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학술지인 교정담론에 논문게재 신청을 할 때에는 논문투고 신청서에 포함된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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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에게 고지
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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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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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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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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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회 3개월 내에서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조치에 입각하여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자에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
려야 한다.

제28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 될 경우, 기존의 윤리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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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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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7호
전 화 : 031-249-9340
팩 스 : 031-249-9314
이메일 : affc@naver.com
홈페이지 : http://correctionforu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