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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등록 및

식전공연

13:00-14:00 등록

홍보영상 상영 / 식전공연(유네스코 앙상블 공연)

개회식

14:00-14:20 개회선언

개회선언 이유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장

개회사 장석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축 사

기조강연

14:20-15:00
자원봉사와 정의로운 사회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한자해 소개

15:00-15:10
한국자원봉사의해 소개

민영서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장

라운드

테이블Ⅰ

15:10-15:50 주제발제: 자원봉사 생태계 진단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5:50-17:00 

주제별 토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좌장_박윤애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제1주제  시민자원봉사교육

좋은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원봉사교육이 필요할까?

제2주제 자원봉사기금

자원봉사기금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제3주제  자원봉사정책 제언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자원봉사정책은 무엇인가?

* 각 주제별 테이블 토론 

17:00-18:00 종합정리

만찬 18:00-19:30 만찬 및 이동

어울림 한마당 19:30-21:00 어울림한마당: 해송민속무용단

일정(1일차) _ 2016. 8.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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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일정준비 07:30-09:00 기상 및 조식

특별강연

09:00-09:40
나눔의 리더, 거상 김만덕!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라운드 

테이블Ⅱ

09:40-11:20
세션별 토론: 이슈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역할

좌장_김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제1세션(교육역량혁신)

청소년자원봉사를 통한 교육혁신 방안 모색

(세션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2세션(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관점 - 회복적 정의

(세션운영기관: 각당복지재단)

제3세션(빈곤예방 및 해결)

빈곤해결 패러다임 전환

(세션운영기관: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

11:20-12:00 종합발표

정책설명 12:00-12:20 2016 자원봉사 진흥정책(행정자치부)

폐회식 12:20-12:30 폐회식

중식
12:30-14:00 
중식 후 해산

일정(2일차) _ 2016. 8.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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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I

주제별 토론 :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주제별 토론 진행방식

종합정리 진행방식

자원봉사정책제언(제3세션)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자원봉사정책은 무엇인가? 

시민자원봉사교육(제1세션)
좋은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원봉사교육이 필요할까?

01

02

03

자원봉사기금(제2세션)
자원봉사기금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야할까?

8월29일(월)_70분

1) 각 주제별 퍼실들이 운영방식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안내

2) 라운드테이블 구성원 소개

3) 각 주제별- 세부질문 중심으로 토의 진행

4) 토론 후 주제별 퍼실들이 모여 토의 내용 교환(모임장소: 사라홀)

5) 종합발표

1)  주제별 토의 시작 전, 좌장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정리요약

2)  주제발표 내용에 이어 퍼실 운영 방식과 토의 주제에 대한 설명

3)  70분간 토의를 마친 후 각 주제별 퍼실들이 모여 토의된 내용을 좌장에게 전달

4)  발표 테이블로 선정된 퍼실은 각 테이블의 토의 내용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정리 시간에 발표

한라홀

사라홀

일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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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라운드 테이블 Ⅱ

8월30일(화)_100분

세션별 토론 : 이슈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역할

좌장 : 오혜련 상임이사(각당복지재단)   

발제 : 한영선 상임위원(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토론 : 정용진 소장(한국평화교육훈련원 교육센터)

        이동은 연구위원(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전 법원위탁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부회장)

사례발표자 1 : 최순화 소장(범죄정보연구소/북부보호관찰소 늘푸른 상담센터 법사랑위원)

사례발표자 2 : 서경희 총무(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회)

교육역량혁신(제1세션)
청소년자원봉사를 통한 교육혁신 방안 모색

세션운영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좌장 : 서재범 센터장(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발제 : 박영균 원장(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토론 : 김   민 교수(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섭 사무국장(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김인수 팀원(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빈곤예방 및 해결(제3세션)
빈곤해결 패러다임의 전환

세션운영기관 :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제2세션)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관점 - 회복적 정의

세션운영기관 : 각당복지재단

좌장 : 강명권 교무(원불교봉공회) 

발제 : 서병수 박사((사) 참누리빈곤상태상담센터)

사례발표자 1 : 이태헌 대표(돈의동 사랑방/동자동공제협동조합 고문)

사례발표자 2 : 김광제 센터장(봉천자활센터)

한라홀

일출홀

사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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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팀

2005년 5월부터 제주에 유네스코 앙상블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감독 겸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단원은 25~30명입니다.

• 세계 자연유산 센타 개관식 식전 행사 연주 (SBS전국 방송출연)

•  2006, 2007 자원봉사회장상, 2008-제주시장상, 2009-도지사상수상

•  2013년 02월 07일 JIBS 18시 30분 잘잘 특공대 출연

• 외국인 관광객 200만 돌파 기념 음악회-제주국제공항 3층

• 2014 제1회 전기자동차 박람회 개막식, 폐막식 연주 (3월 14 ~ 21일)

• 2015 제2회 전기자동차 박람회 개막식, 폐막식 연주 (3월 06 ~ 15일)

식전공연팀

유네스코 
앙상블

어울림 한마당 공연팀

해송민속
무용단

제주 해송민속무용단은 2006년 9월 제주의 토속무용과 우리의 

전통무용을 계승하고 보급하고자 창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십년동안 다양한 봉사활동과 정기공연등을 통해 한국고전무용과 

우리춤체조 뿐만 아니라 제주 전통무용인 해녀춤과 물허벅춤등을 

꾸준히 연마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등 해외공연을 통해 

제주전통무용의 아름다움과 제주의 멋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제주의 토속무용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주해송민속무용단의 활동모습은 다음카페 http://

cafe.daum.net/chejuheason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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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협재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제주항

제주국제공항

용현다리
용두암

탑동광장

동문재래시장

사라봉

별도봉

우도

제주
오리엔탈 호텔

해변공연장 가는길

가볼 만한 곳

1km

100m
5km

5km

1km

용두암

용연 부근의 바닷가에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위의 높이는 약 10 m나 되며, 제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이다. 화산용암이 바닷가에 이르러 식어 해식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용이 
승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동문재래시장

제주도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동문재래수산시장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대규모의 
상설 재래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은 야채, 과일, 수산물, 약초, 곡물, 의류 등이 있다.

GS25

GS25

청수민박

에버리치 
아파트

CU 파리바게트

아라리오
뮤지엄

본치과의원

오리엔탈
호텔

어울림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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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

The 9th National Volunteer Conference
제9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기조강연

자원봉사와 정의로운 사회

연사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연사소개

손봉호(고신대학교 석좌교수)

2015. 08 기아대책 이사장 

2014. 10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장 

2009. 09 전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2006 전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 직전 상임공동대표 

2004 ~ 2008.08 제6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200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원봉사와 정의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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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자원봉사와 정의로운 사회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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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제주도 7  경관 추진할 때 제가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혼연일체로 함께 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지금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날로 발전하는데 긍지와 감회가 깊다. 국가브랜드라는 것

은 품격이다. 존경, 신뢰, 호감, 매력을 가져야 세계 일류 국가로 지지를 받

을 수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표적 브랜드이다. 인성교육 많이 얘기하

고 나눔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말뿐이 아닌 18세기에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신 분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드물다. 특히 여성이 했다. 우리가 

정말 김만덕 여사의 나눔의 실현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

신적인 자산이고 세계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김만덕 브랜드는 우리 정신유산의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좀 더 포괄적이고 그러면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면 정말 세계가 다가오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브랜

드가 될 것이다. 

제가 자연경관 때도 얘기했듯이 제주는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 

속에 자연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도전과 열정의 휴먼스토리가 

있다. 요즈음 알파고, 인공지능에 해 걱정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인간이 

이겨낼까 하는데 저는 김만덕 같은 정신유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떠

나서 하트웨어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에는 가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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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나눌 줄 아는 숨결을 갖지 못한다. 백만, 천만 개의 매뉴얼을 만들

어도 김만덕 여사가 베푼 나눔의 정신을 더욱 더 세계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세계로 알려야 할 것이다. 저를 서울에서 오게 한 것은 

제주도민끼리의 해석이 아니라 제가 역사학자로서 여성사를 전공하면서 

여성으로서 위상 그리고 국가브랜드로서 김만덕 정신을 높이는 데 함께 협

력하기 위해 초청한 것 같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제주의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김만덕 브랜드를 세계화 시키는데 더 열정을 기울이겠다. 

이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제시하려 한다.

우선 김만덕 여사가 살던 시 가 18세기이다. 바로 이 시절이 실학정신이 

부각되던 시기이다. 실학이라는 것은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금강산도 식

후경인데 생산과 실용, 현실에 바탕에 딛고 실용정신, 사실, 진실의 실증 그

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심이 인간중심의 사상인 것이다. 김만덕 여사는 바

로 이 실학정신을 실천한 여성이다. 많은 실학자가 있고 많은 이론이 있지

만 김만덕은 실학정신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했다. 

오늘도 미래를 향해 그분에게서 배울 것은 첫 번째는 자아실현의 의지, 

자기 계발, 그러면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 했던 바로 이것이 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의 길을 닦았다고 이야기 한다. 양인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기녀로 의탁했지만 그 굳건한 자아실현의 의지가 관을 설득하고 그 집념이 

결국 기녀에서 풀려나 자기 길을 개척하게 되었던 의지, 이것을 우리 후손

들에게도 더 이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분의 실용정신이다. 요즘 윤리경영 이야기를 하는데, 남기

는 데만 집착하는 단기적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론 

장사에 이득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경영을 했고 그분

의 경영의 지혜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통망을 만들고 육지와 제주도를 연

결했고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즘 얘기하는 창조경

제이다. 바로 창조경영을 앞장서서 하셨고 이 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

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성, 순수성이다. 계산을 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던 순수성이 오히려 복을 받아 상업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나눔의 합리성이다. 요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나눔을 얘기

하고 또 기업들도 사회적 공헌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 분의 통 큰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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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그 나눔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 

의명분을 위해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그동안 곁에서 조력한 이

웃 친척을 위해 10분의 1을 남겨 놓고 나머지를 나누었다는 건 매우 합리적

인 방안이다. 나눔을 한다고 자칫하면 가까운 곳에 배려가 적어 오히려 가

까운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자기를 조력했던, 돌봐야 했던 친족들

에게는 10분의 1을 남겨주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살린 그 나눔이 저는 이 분의 섬세하고, 합리성과 진정성이 내포되

어 있었던 것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많은 분들에게 이롭게 한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우리가 길

이길이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분의 나눔은 우선 비움이 있었고 

다시 채움이 있다. 본인이 나눈 것을 본인이 채운 게 아니라 비웠을 때 다

시 채움이 온다,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다. 

요즘 리더십의 진정성에 해서 많이 목말라 하지만 이 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다함께 가는 살리는 리더십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미래의 길을 넓혔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제주도에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

라고 본다. 용암도, 동굴도 있고 산과 바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자연과 함께 어울어진 세상들,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

을 수 있다. 제주도의 자연을 품었던 만덕이 정조 임금께서 상금을 내리려 

했을 때, 나는 상금은 필요 없고 임금이 계신 궁궐을 바라보고 금강산을 유

람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할 때 바로 이 금강산을 선택할 수 있었던 멋진 

여인,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심성의 아름다움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라산, 산과 들과 바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에 한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자연에 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이다. 그

러나 배를 띄우고 평화롭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들리지 않는 소리

도 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소리도 보아야 되는 하모니, 조화의 지혜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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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위 함에 한 존경심을 가질 때 자연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김만덕 여사의 그런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숭고한 정신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추사 선생께서 은광연세라

고 은혜의 빛이 세상을 길이길이 밝혔던 것이라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이

제 하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시 이다. 지금이 옛날보다 물질이 부족한가? 

그래도 더 행복하지 않고 메말라 가는 것은 역지사지의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분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사

랑과 연민으로 한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다. 지난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 에 만덕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 정말 사랑과 함께 포용과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미

래에 가야 할 함께 가는 길임을 실천 해주셨던 분이다.

제주도가 국제도시로서 살아날 때 아름다운 강산 속에서 이렇게 해녀들

이나 김만덕 여사 등이 이루었던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을 우

리가 세상에 더 알려야 한다. 제가 세계 지도자들이 오셨을 때 김만덕 여인

을 소개하면 그 분들이 제일 감동한다. 그런 분이 18세기에 한국에 계셨냐 

하면서 일정을 바꾸어 여기 많이 들리셨다. 제주도민 여러분이 그 분의 마

음을 가지고 세계화 시 를 연다면 그것이 한류이다. 한류라는 게 진정한 

한류는 바로 따뜻한 온류로써 김만덕 여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진다고 생각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재물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 법은 댓돌 속에 숨기

고 다락에 숨기고 그래서 오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때 그에 한 고마움은 오래 가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는 여기 1840년에 유배 오셔서 

은광연세라는 현판을 쓰셨다. 아울러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 소나무, 잣나

무의 늘 푸르름, 한결같은 푸르름이 그때야 보인다는 의리심을 표현한 세

한도라는 불후의 명작으로 그리셨다. 바로 김만덕의 실천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늘 푸르른 소나무의 마음임을 알 때 다시 한 번 세상사 삭막해질 때 

더 돋보이는 빛나는 은광연세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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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토론문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 교수

I.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배움과 삶, 모두와 접하다. 청

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해 삶 자체를 배우고,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성찰을 

주조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이런 학습적

인 속성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 제도적으로 봉사활동을 배치하

여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청소년자원봉사를 통한 교육혁신 방안’

이란 발제문의 취지와 목적도 이런 맥락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

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또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곧게 봉사활

동에 참여케 하느냐?”라는 발제자의 글에 토론자로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발제자께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적 근원과 봉사활동의 특성과 

근간을 학생봉사활동과 연결시켜 잘 정리해 주셨다. 아울러 학생봉사활동

의 문제점으로써 짚어낸 사안들은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장면에서 논의되

어 왔던 사안들이다. 특별히 발제자가 언급한 학생봉사활동의 개선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교육과정 변화를 통한 혁신적인 방안들과 함께 

전문적인 조정인력의 양성과 지역 내 협력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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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개선과제이자 방안이라 할 만하다. 여기서는 토론자로서 발제자의 논의

에 부가하는 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논의함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II. 짚어가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성에 대한 확인: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자

원봉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성’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 어떤 활동이든 근

원적인 목적성이 있는데 이 목적성을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해당 활동이 갖

는 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원봉사활

동의 목적성은 무엇인가? 모든 이가 동의하겠지만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논의하면

서 이 활동에 건강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성장케 하기 위한 취지와 의의

가 깃들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봉사학습(service learning)과 시민성

은 그래서 봉사활동과 청소년을 가늠 짓는 핵심 주제어이다.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의 엄정성과 구체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행함으로서 배움’(learning by doing)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체

험활동이란 점에 있다.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의 이런 학습성에 주목해 그 

학습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이 지닌 학

습성이 잘 드러나도록 학습적 측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을 설계한 경험학

습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 및 사회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경험학습의 일환으로 잘 설계되고 구안된 프로

그램인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인 논의는 분분하지만 실제적 

현장에서는 그리 낙관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비교과활동’으로 장려해 왔던 탓인지는 몰라도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봉사활동 프로그램 설계의 엄정성과 구체성은 상 적으로 떨어지는 편이

다. 실례로 예비교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 사범  및 교육 , 교직과정

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봉사학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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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인력 양성

과정에서부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 봉사

학습관련 교사 동아리활동 등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부터 장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성에 터하여 봉사활동은 실제적이어야 하

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간 동

안 지속되어야 한다.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의 활동 목표에 

참여 청소년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에 대한 평가도구가 마련되어

야 한다. 다양한 평가도구가 마련되어 있는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

할 때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은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 부분을 향후 보완하지 않고서는 봉사활동의 다양한 사회

적 인준(accreditation)은 주관성에 매몰되기 쉽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지점들1): 페리와 카툴라(Perry & Katula, 

2001)에 따르면, 봉사활동이 시민성 함양을 가져오는 봉사학습의 구조는 선

행요인(antecedents), 봉사활동의 특성(attributes of service), 봉사자의 속성

(attributes of the server), 개인의 변화(individual changes), 제도(instituti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웨이드와 삭스(Wade and Saxe, 1996)에 따

르면, 봉사학습은 봉사활동경험의 성찰, 봉사활동 시간, 봉사자의 속성, 봉

사활동영역의 4요소에 의해 효과가 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봉사학습효

과를 결정하는 봉사학습구조의 요소로 선행요인, 봉사활동의 특성, 봉사자

의 속성, 성찰과 반성, 개인의 변화, 제도의 6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간략

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선행요인은 봉사학습의 출발점이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으

로서 주로 가정 또는 가족적 요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의 문화, 종교 유무와 헌신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선행요인에 봉사학습은 촉진되기도 하고 제약되기도 한다. 

둘째, 봉사활동의 특성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질, 효과적인 실행, 봉사

활동경험의 적절성과 관련된다. 프로그램의 질은 봉사와 학습이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자의 발달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

1) 김영인·김민(2016).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창지사. pp. 317-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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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어 있는 정도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

은 목표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프로그램의 논리에 맞게 봉사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행되면 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봉사활동의 경

험이 봉사자의 역량을 유효하게 개발하려면 봉사활동에 충분한 활동시간

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봉사자의 속성은 봉사자 각 개인이 지닌 특징으로서 개인마다 다르

다. 구체적으로 연령, 인성, 인지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봉사학습효과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봉사자의 속성과 봉사활동의 특

성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성찰과 반성은 봉사활동 과정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고작용으로 

봉사학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단순한 봉사활동 체험만으로는 충분한 봉

사학습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많은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봉사학습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교육적 

힘은 이타적이고 인간적인 봉사경험 과정에서 봉사자 스스로 탐색하고, 분

석하고, 비판하고, 계획하고, 결정해보도록 하는 성찰적 경험에서 나온다

(Claus and Ogden, 1999). 이런 성찰과 반성의 중요성은 듀이의 경험중심 학

습론에 의해서 잘 뒷받침된다. 듀이의 경험 개념에는 이미 성찰과 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성찰과 반성은 경험학습의 핵심적 요소이다. 성찰과 반

성에 의해서 경험의 질이 변화된다. 이는 경험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

이 되려면, 성찰 자체가 경험의 요소로서 위치를 가져야 됨을 나타내는 것

이기도 하다. 행위가 경험의 외부적 요소라면 성찰은 경험의 내부적 요소

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변화는 봉사활동의 특성, 봉사자의 속성, 성찰과 반성의 

종합적인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친 후 나타난다. 개인의 변화는 봉사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특성이다. 이런 개인의 변화는 봉사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적 자극, 사회화, 실천(practice) 등에 의해

서 나타나게 된다. 봉사활동은 인지과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상황을 봉사자

에게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자는 피아제(Piaget)가 말하는 인지적 불

균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인지구조의 동화와 조절의 순환적인 과정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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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게 되어 지적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성인

이나 동료 청소년들로부터 봉사자는 칭찬·보상 등의 강화를 받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하여 내면화하게 된다. 

여섯째, 제도는 봉사학습효과를 거르는 여과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제도

는 봉사자가 봉사학습을 통해서 함양한 지식이나 가치·태도 등의 사회적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는 사회적 인정될 수 있는 행동과 지식, 가치와 

태도에 한 합의된 틀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지식이나 가

치·태도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청소년이 봉사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가치·태도 등도 이 제도의 틀 내에서 합당성이 인정

될 때에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시민성 함양 결과로 나타나게 된

다. 물론 이런 제도가 불변의 것은 아니다. 제도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민

들의 사회참여활동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여과기능은 

계속되지만, 그 여과의 준거는 시 와 사회의 맥락,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서 변화된다.

이상의 봉사학습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그림] 봉사학습의 구조

자료: Perry and Katula(2001)의 그림을 토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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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영향과 성과에 한 과학적 접근과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있다. 봉사활동이 갖는 의의에 해 최근 우리 사회가 주목하

게 됨에 따라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

게 드러내지 못하는 블랙박스(black box)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그럼

에서 보듯이 실선으로 그려진 박스 내의 부분들, 봉사활동을 통한 성찰과 

반성, 개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의 변화, 이에 기반한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의 공적 규범의 보완과 개인 내면의 내일한 변화의 여과장치 등에 초

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준의 확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봉사활동의 활성화는 

봉사활동에 한 사회적 인준의 확 와 접하다. 학생봉사활동의 경우가 

더 그렇다. 봉사활동 마일리지 등이 성인 봉사활동의 동인으로 작동하듯이 

학생봉사활동이 진작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한 사회적 

인준이 널리 확 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입 특별

전형 및 다양한 전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한 우

리 사회의 인준은 다소 인색한 편이다.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봉사활동

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란 모 학 입학사정관의 토로가 아이비리그 학의 

다양한 봉사활동 인준제도(참고: 오영주, 2007)와 비교되는 것은 토론자만

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노라면, 주지

주의 위주의 사회지도자 양성체제는 이른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교육과정 강조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고등교육기

관 및 노동시장의 봉사활동에 한 적극적인 인준 확 에 기 를 거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의 물꼬를 여는 자리이기를 진

심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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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토론문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한 교육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한 제9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교육혁

신 분과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발표를 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의 박영균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문은 1) 애초 청소년 자원봉사가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도입된 것으로, 2)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봉사학습으로서

의 학생 봉사활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3)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의 개선방안으로 행정편의주의 또는 학사일정 편의를 위한 

봉사활동 지양, 봉사활동 동기부여, 활동터전에 한 정확한 이해하의 참

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봉사활동 전문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문코디네이터의 확보, 평가방법 개선 

등의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봉사활동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

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교육혁

신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에 나타난 논리적 구도와 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 진단 

및 제시하신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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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에 덧

붙이는 형태로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우선 제시하신 개선방안 중 시간만 채우려는 행정편의주의 또는 학사

일정 편의를 위한 봉사활동 지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 중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줄이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현재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계획

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보

다 훨씬 많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 또는 학사

일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을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침 작년 본원에서 수행된‘청소년 나눔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보다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이 청소년

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은 줄이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봉사활동 동기부여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소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봉사활동 교육보다 훨씬 도 있는 봉사활동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동기부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수행실적을 입시에 반영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

고 있지 않지만 봉사활동 인정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강화하

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부여 정책들은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의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

동인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입각한 참여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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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무엇인지, 봉사활동의 효과는 무엇

인지, 봉사활동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한 봉사활동 교육을 강화하

여 진정한 의미의 내재적 동기부여 하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활동터전에서 무엇을 바라는지에 한 정확한 이해하에 명확한 목적

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전문 봉사활동 싸이트인 두볼

넷 시스템을 상호작용 강화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두볼넷은 터전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별다른 상호작

용없이 청소년이 여러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하

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터전에 해 궁금한 것이 있

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볼넷 시스템을 지금보다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한 의사도 표시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

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 기획에도 일부 참여하게 하는 등 지금보다 훨

씬 소통합리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전문코디네이터의 확보, 봉사활

동 전문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에 

한 전문 연수프로그램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사활동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전문

코디네이터의 확보 이외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봉사

활동 담당교사들이 봉사활동에 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봉사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에 한 전문 연수프

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활동 담당교사

들의 노고에 한 인사고과에서의 가점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도 함께 시행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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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토론문

지역사회와 청소년 환경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경주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

김경섭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발제문에도 서술하였듯이 교육의 이념은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

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1995년「5.31 교유개혁 방안」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한 이해

를 높여 공동체의식을 강하며 체험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

을 함양하고자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수련활동과 학교 내·외 자원봉사활

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종합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

화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한 

관심과 욕구가 증 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수요처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봉사활동 교육과 실천을 연계하고 조력할 리더가 없어 이어

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전문기관 및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원

봉사활동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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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센터의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며 본 토론문에서 부족한 

경험은 문헌 조사와 타 지역사례 수집, 그리고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청소년자

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불신 풍조 등 부정적인 사

회분위기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 현재 교육환경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들은 서

로를 배려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경쟁과 립의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

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업에 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

하여 삶의 만족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중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74%

를 차지했고, 최상위인 스페인의 117%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까지도 내신성적에 반영하여 점수따기

식 입시위주의 교육 관행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

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시하고,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

기 위해 교육부에서는‘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공

동체의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였

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

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존재의미와 주변에 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배움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

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 또한 봉사활

동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지역사회 문제에 한 학교에서 배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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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적용하면서 인성을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경험

을 토 로 올바른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어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

회활동을 할 때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긍정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고 참교육

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경주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성숙한 복지시민사회로 가는 자원봉사 전문

기관이 되자」는 미션을 바탕으로 경주시민 모두가 자원봉사를 통한 성숙

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에 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

▶ 지역 내 신청 받아 자원봉사 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

▶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처 소개 및 자원봉사활동 안내

2) 지역사회와 청소년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틴틴클럽 운영(매주 토요일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

   ○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자원봉사 마인드 및 지역사

회 이해)

   ○ 지역사회 자원봉사 수요처 소개 및 자원봉사(지역사회 이해 및 공

동체의식)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장애인, 노인시설)

      - 경주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경주문화원 천년야행, 한류페스티벌, 신라의 달밤 걷기 등 문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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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유소년축구 회, 국제유소년축구 회, 전국유소년야구

회 등 체육행사

       ·세계물포럼, UN-NGO컨퍼런스, 세계문화엑스포 등 글로벌행사

   ○ 재능교육 및 재능봉사(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

      - POP(예쁜글씨) : 지역 재래시장 가격표 만들어주기 활동

      - 천년비누만들기 : 사회복지시설 전달

      - 네일아트 : 지역축제, 사회복지, 해외봉사

      - 페이스페인팅 : 지역축제, 사회복지, 해외봉사

      - 스킨스쿠버다이빙 : 지역하천 및 해안 환경정화 및 캠페인

   ○ 환경보호활동

      - 환경교육 및 캠프(껌딱지 페인팅작업 및 환경주제 플레시몹)

      - 경주국립공원 환경정화 및 캠페인 활동

      - 지역 하천살리기 활동(하천 환경정화 및 EM흙공 투척)

   ○ 시민성 함양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활동(지역 축제 및 아동시설)

      - 안전의식 교육 및 캠페인활동(안전신문고 어플 홍보캠페인)

      - 지역공동체 및 시민성 교육

      -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 기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가족봉사단 활동

     - 추석, 설날 명절 독거어르신 명절음식나누기

     - 경로잔치 어르신 섬기기

     - 월별 정기활동(사회복지, 환경정화, 지역사회) 

  ○ 자원봉사 마을만들기(공동체) 활동

     - 행복전봇 만들기 분양(전봇  명패부착, 지속적 관리)

     - 행복한우리동네만들기(벼룩시장, 꽃길 화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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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청소년 해외봉사 활동

▶ 화랑의 후예 ‘자원봉사로 경주를 알리다’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선발(총 20명)

     - 청소년 14명, 학생 리더 3명, 직원 3명으로 구성

  ○ 경주홍보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획

     - 경주홍보영상 및 안내지

     - 공연 기획(부채춤, k-pop공연, 태권도시범)

     - 자원봉사 활동(벽화봉사, 한국음식나누기, 

  ○ 해외봉사를 위한 자조모임 및 연습

  ○ 청소년 해외봉사단 발 식 및 파송식

  ○ 청소년 해외봉사 활동

3.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1) 자원봉사 프로젝트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

해서는 첫째,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을 재정

비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및 지역사회 조직 간 긴 한 네트워크 형성을 핵

심적 기능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소

상히 파악하고 자원봉사 희망자의 성격과 자질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거점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셋째, 종합정보 체계를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를 청소년

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산망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 프로그램, 자료 등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도 요구된

다.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실무자, 학교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청

소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통해 기관들 간의 상호 정보교

류와 프로그램 공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욕구를 직접적으

로 파악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이슈에 해 공동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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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가족, 동아리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활동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영역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 등에서 현저하게 다른 발달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학교급 별

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초점과 활동 영역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공공시설에 한정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향

후 청소년들의 진로와 연관된 학, 기업 등으로 확 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국내에 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국외(국제협력 및 난민구호활동 등) 자

원봉사활동으로 확 하여 세계화 시 에 맞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

로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지

원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정·보상 마련

이타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기성장에 한 욕구를 충

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청과 지자체에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회에 우수자원봉사자에 한 표

창을 한다거나 일정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협약을 맺은 업체 및 공공시

설 할인혜택을 주고,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특전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터브 

마련도 필요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중요하다.

4) 지역환경에 적합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 환경이 다르다. 경주지역을 예를 들면 경주는 한

해 1,200만명의 관광객 오고 가는 문화관광의 도시이며,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도·농 복하지역고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가장 

많으며, 축구·태권도·야구·마라톤 등 체육행사와 각종 세계문화엑스포, 

세계물포럼, UN-NGO컨퍼런스 등 각종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가 많은 다이

나믹한 도시이다. 이러한 지역환경에 적합하게 청소년이 객이 아닌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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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해 교육, 욕구에 맞는 재능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을 위한 시민성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재미있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마련해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이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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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토론문

교육혁신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김인수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협력팀원

I. 교육 혁신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1.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1995년 5.31 교육 개혁 이후, 정책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현

장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 업무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구 청소년자원봉사

센터)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90년  초반에는 교내 클럽활동(보이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이 주축이 되어 봉사활동을 시행해 왔으며, 90년

 중·후반에 들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이 아닌 봉사학습으로써의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2004년에 

들어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개소로 인하여 청소년자원봉사 업무는 더 이

상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국한된 업무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현재 청소년이 봉사활동 수행 후,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1365 나눔포털”, “Dovol 청소년자원봉사 정보시스

템”,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 “문화품앗e 문화체육자원봉사 매

칭시스템(16년 4월, 구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문화체육자원봉사로 

통합)”을 통해야 한다. 2014년 아이디 간 실적 연계를 통하여 1365 나눔포털

에서 학생종합생활기록부(NEIS)으로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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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량 주 요 학 습 내 용

1. 자원봉사 활동 운영계획 수립하기

- 자원봉사 활동의 정책과 법

- 기획서 작성 관련 지식

- 지역자원 네트워크

- 통계자료 분석

-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를 위한 적극성 

2. 자원인력 모집·교육 운영하기

- 자원봉사자 상 교육

- 지역자원 인프라

- 의사소통능력

- 교육 운영을 위한 강의교재 작성

- 교육 효과성 측정

- 온오프라인 홍보

- 봉사자 요구 조사 및 수용

3. 자원인력 슈퍼비전하기

- 상담일지 작성법

- 개별·집단 상담 관련 지식

- 코칭능력

- 봉사자에 한 책임감

- 개인정보 처리 

되었으며, 이 후 청소년은 이 4가지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하

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요처 또

는 터전에서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를 배치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

동진흥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는 각 수요처 또는 터전에 지

속적인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역량

1)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에서 자원봉사 활동 운영 

능력(자원봉사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하고 자원봉

사활동을 운영·관리하는 능력)의 능력 단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1. NCS에 따른 청소년활동-자원봉사활동 운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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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량 주 요 학 습 내 용

4. 자원봉사활동 평가관리하기

- 설문분석방법

- 조사도구 개발

- 우수활동 기준 항목의 이해

- 봉사자 활동 기록 유지

- 희의진행능력

- 의사소통능력

- 평가 -> 개선 환류 노력

- 요구사항 적극 수용 하려는 자세

2) 발표자료를 통해 본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역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교육혁신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지

향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은 사회혁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써 실행된다. 이는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에게 사회혁신 코디네이팅의 역

량을 요구한다. 봉사학습이 행동을 통한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무형

식 학습의 체계를 갖는 다는 점과,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이 “1+1=2”라는 단

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 “준비-활동-반성-축하” 라는 구체적인 절차 안에

서 스스로 학습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무형식학습의 교수설

계 역량을 요구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청소년 성장발달에 맞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봉사 프로그램 코디네이

팅의 역량을 요구한다. 자원봉사 지도자는 참다운 봉사학습의 조력자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활동 거리 개발 및 활동 터전 확보, 봉사활동 준비, 봉사

활동 현장 동행지도, 활동평가라는 역할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

원발굴의 역량 및 현장 지도역량 요구한다. 끝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학생 봉사활동 담당교사와의 업

무 협력이라는 점에서 교사와의 협업 역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으

며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혁신 코디네이팅 역량

 ② 무형식학습 교수설계 역량

 ③ 봉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역량

 ④ 민주시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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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역사회 네크워크 및 자원발굴 역량

 ⑥ 봉사활동 지도 역량

 ⑦ 학교 교사와의 협업 역량

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사례

청소년자원봉사 터전 인증제(Dovol)는 지침을 통해 각 터전의 관리자, 지

도자는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으며, 최초 지도

자 등록 시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이 각 터전의 지도자를 등록되지 않

도록 시스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

터에서는 각 시·도에 속한 터전을 상으로 터전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터전 지도자 교육을 사례

로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많은 터전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2016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263개 터전 4,706명의 지도

자가 소속되어 있다. 2013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이트의 전면 개편으

로 인해 소속 터전 지도자 100%가 기본교육(전산)을 이수 하였으며, 2014년 

소양교육 2회 전산교육 7회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터전 지도자 교육은 2015년에 적으로 개편 하였는데, 이는 지도자의 청

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한 전반적인 지식 및 봉사학습으로의 인식 부족으

로, 청소년자원봉사의 원활한 응  불가 및 청소년이 선호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절 적인 빈곤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의 업무 패턴 분석, 민원전화 업무 내용 분

석, 청소년의 자원봉사 수요 분석, 각 터전 관리자의 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청소년자원봉사 터전 지도자 교육 내용을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 소양 교

육과 전산교육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청소년자원봉사 터전인증제 지

침, 교육부 학생자원봉사 지침, 전산교육,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으

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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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기관 /
지도자

- 프로그램의 진행은 등록 된 터전과 진행 주체가 일치 하는가?

- 봉사운영을 위한 공간 및 설비는 적절한가?

- 지도자 및 보조지도자의 지도 방법은 적절한가?

- 지도자 및 보조지도자의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적절한가?

- 지도자 및 보조지도자는 프로그램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표 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터전 지도자 교육의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과목
1. 소양교육

2. 전산교육

1. 청소년자원봉사 정책

2. 청소년자원봉사 규정

3. 전산교육

4.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

교육 내용

1. 청소년자원봉사의 이해

2. 청소년자원봉사의 의미

3. 자원봉사자의 태도

4. 자원봉사시 주의할 점

5. Dovol 시스템의 사용

1. 자원봉사 정책의 변화와 동향

2. 자원봉사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3. 터전인증제 규정

4. 학생봉사활동 지침

5. Dovol 시스템의 사용

6. 봉사학습의 이해

7. 봉사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8. 봉사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방법 1. 필요 시 운영

1. 정기교육(월1회)

2. 찾아가는 교육

3. 경기 남·북부 운영

변경 된 교육을 15년, 16년 실시 하였으며 현재 17년에 교육을 2차로 개편

할 예정이다. 향 후 지도자교육 개편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해 실무협

의회(청소년전문가 7인)를 구성, 회의를 통하여 기존의 청소년자원봉사 모

니터링 양식을 수정 하였고, 모니터링 양식을 수정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어

떻게 안전한 봉사활동을 학습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것인가?’였다. 

다르게 말하면 모니터링의 기준 로 이행을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

사 활동을 학습차원에서 안전하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모니터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터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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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프로
그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익적인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은 봉사자에게 교육적인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은 봉사자에게 흥미로운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으로 적합한가?

- 프로그램 시작 전 교육(안전, 활동의 이해, 봉사가치, Dovol 활용 등)을 진행하였는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준비 - 수행 - 평가 각 단계에서 청소년의 -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내용은 계획서와 동일한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후 봉사자는 활동에 한 평가를 진행하는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인가?

봉사자

- 봉사자 출결 사항을 점검하는가?

- 봉사활동 기록 관리를 두볼외에 진행하는가?

- 봉사자는 휴게 시간을 보장 받는가?

- 봉사자는 봉사자로써의 절적한 우를 받고 있는가?

안전

- 지도자의 인원은 봉사자 인원과 비교하여 충분하게 배치 되어있는가?

- 봉사장소(화장실, 급식실 등)의 위생관리는 적절하게 유지 되는가?

- 봉사장소의 설비 및 기자재는 정기적으로 점검 되고 있는가?

- 구급낭, 소화기 등의 안전 장비를 구비 하였는가?

3.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발전 방향

1) 청소년 자원봉사의 인식변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활

동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은 봉사학습으

로서 준비-활동-반성-칭찬의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부분의 터전 및 수요

처에서는 봉사활동을 단순 일감으로 취급한다. 수요처 및 터전으로 등록 

하려는 이유도 단순 일감을 처리해줄 봉사자가 필요해서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자원봉사는 고도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여야 한다. 

봉사학습은 봉사활동과 다르게 봉사를 수행하는 참가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봉사자가 봉사를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러기에 

많은 청소년수련활동 시설 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 역량개발과 봉사활동

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

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때 교육 혁신이 그리고 사회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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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의 봉사활동 지침 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 지침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봉사수

행만을 요구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 지침 상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및 

평가 과정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지침에서는 준비하

는 회의 시간 1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발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

다. 봉사활동이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무형식 학습의 구조를 갖는

다고 했을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순간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실제 현

장에서는 준비와 반성의 과정이 봉사시간으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성을 간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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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발제문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새로운 관점 
- 회복적 정의

한영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 들어가는 말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죄를 짓고 구금되는 것이다. 흔히 스트레

스의 종류는 실직, 일상의 박탈, 이혼, 문화적 혼란, 가족간 갈등, 빈곤, 층

간 소음, 차별, 질병, 안전의 부재, 배우자의 사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정시설에 수감되면 즉시 이 모든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수감기간 동안에 계속된다. 수감 초기에 정점을 

찍었던 스트레스는 교정시설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다가 출소시

기가 임박하면서 다시 급등한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격리와 단절로 인하여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아리러니하게도 도움을 받는데 커다란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낙인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진심을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을 위하여 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

하여 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재소자들은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도 교정시설의 높은 

담장과 범법자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범죄자들이 과연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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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정현장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갈등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지와 관

련된 형벌이론과 함께 제3의 길로서 회복적 정의에 해서 논의를 전개한다. 

2. 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최근 통계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불안감이 높은 순위로 국가

안보, 식량안보, 정보보안, 범죄위험, 교통사고 중 범죄위험이 64.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불안 요인에 관한 질문 중 29.3%가 범죄위험, 

국가안보 (18.4%), 경제위험(15.3%), 도덕성 부족(10.6%)의 순으로 나타나 

범죄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무선, 2014에서 재인용 28면). 

안전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보듯이 범죄이다. 범죄

는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를 파괴한다. 그 충격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말이 있지만, 죄를 범한 사람(범죄

자)에 한 분노와 증오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용서는 나의 일이 아니더라

도 매우 어렵다. 아래 <표 1>을 보면 범죄는 매년 평균 1,969,760건이 발생

하고, 범죄자는 1,899,641명이 검거된다(법무연수원, 2016). 단순히 더해보

더라도 20년이면 약 3천 8백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거의 모

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표 1> 10년간의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인원

연도 발생건수 검거인원

2005 1,860,119 1,761,754 

2006 1,829,211 1,717,011

2007 1,965,977 1,790,833 

2008 2,189,452 2,246,833 

2009 2,168,185 2,288,423 

2010 1,917,300 1,780,917 

2011 1,902,720 1,727,176 

2012 1,934,410  1,896,191 

2013 1,996,389  1,907,721 

2014 1,933,835 1,879,548

출처: 2016년 범죄백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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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버릇 여든 간다든지, 한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에는 ‘여든(80세)’과 ‘평생’이라는 시간 개

념이다. 범죄자들에 해서 평생 동안 추적 조사할 수 없었던 과거의 조사

능력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속담은 개인의 특정한 경험에 의한 추측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례를 경험하고 

이것을 일반화시킨 데 따른 결과일 것이다. 실제 범죄자들에 한 생애주

기별 조사는 막 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발달범죄학(development 

crimi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등장하였다. 

발달범죄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특정시기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

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범죄

자를 계속 추적해서 조사할 경우에 알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에 겪는 범죄참여율(prevalence), 범죄빈도(frequency), 전문화

(specialization), 지속(duration), 그리고 중단(desistance)에 해서는 알 수 없

다. 또한 폭력범죄 또는 재산범죄 등 범죄(crime)의 유형이 아니라 ‘범죄자

(criminals)’의 유형을 알 수 없다. 즉 청소년기 동안에만 범죄를 저지르고 이

후 범죄를 중단하는지 또는 평생동안 범죄를 계속하는지에 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Thornberry, 1997).

그리고 생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범죄의 패턴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연령에 따라(age graded),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변화(social 

transition)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발달범죄학에서는 인생

궤도(trajectory)와 인생전환(transi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인생궤도

(trajectory)는 직업경력과 같이 일생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선(line)과 같은 

개념이고, 인생전환(transition)은 인생궤도(trajectory) 내에서 발생하는 첫 직

장, 승진, 실직 등과 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event)을 의미한다

(Laub, Nagin et al., 1998: 225-238). 이러한 인생궤도(trajectory)는 시작, 지속, 

종료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각 사람마다 다른 모양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직

업경력을 인생궤도(trajectory)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직

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직업

을 전전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다. 범죄를 경력으로 볼 때도 이와 마찬가지

이다. 어떤 범죄자는 일찍 범죄활동을 시작하고, 또 어떤 범죄자는 절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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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하는데 반하여 어떤 범죄자는 절도, 강도, 살인 등 다양한 범죄를 닥

치는 로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범죄자는 조기에 범죄경력을 중

단하는 데 반하여 어떤 범죄자는 생애기간동안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

다. 

결과적으로 발달범죄학자들은 범죄유형이 아니라 범죄자유형에 주목하

면서 범죄자들(criminals) 중에서 일반적인 범죄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범죄

자 집단이 있다는 것을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였다. Wolfgang과 그

의 동료들은 30년 동안의 필라델피아 출생집단 연구를 통해서 17세 이전까

지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만성범죄자(chronic offender)가 6%이고 이들 만

성범죄자가 전체범죄의 52%를 저지른 것을 밝혀 소수의 만성범죄자 집단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Wolfgang et al., 1990: 15-20). 

Moffitt(1997)는 호주의 청소년범죄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평생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하였다. Moffitt의 주장에 의하

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의 경우, 10  후반에 가장 높은 범죄발생율을 

기록하다가 성인기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에 평생지속형 범죄자는 

범죄를 중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라고 판단하기 위

해서는 성인기 초기에 범죄를 중단하여야 한다. 성인기 초기에 범죄를 중

단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형 범죄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3,102명에 

하여 12년간의 구속기록을 조사한 한영선의 연구(2011)에 의하면 개인범

죄율이 0.1 미만으로 10년 동안에 1건 미만의 범죄를 한 범죄중단자는 2,298

명인 74.1%이었다. 이들은 T. Moffitt이 정의하는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에 

속한다. 개인범죄율이 0.5 이상인 범죄지속자는 모두 207명인 6.7%으로 이

들은 평생지속형 범죄자에 속한다.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또는 ‘평생지

속형 범죄자’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은 592명, 19.2%으로 나타났다. 한영선

은 이들을 ‘잠정적 범죄지속자’로 분류된다. 이와같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추적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평생지속형 범죄자는 

5-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반범죄자와 구별되는 만성범죄자가 있다고 할 때 이들 만성

범죄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만성범죄자들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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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크게 두가지이다. 만성범죄자들이 생애주기 동안에 변화하여 정상

적인 시민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범죄자의 범죄성향이 평생 동

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별된

다. 먼저 Gottfredson과 Hirschi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이들 만성범죄자는 일반

적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들은 생애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본

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Sampson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이들 만성범

죄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Sampson and Laub, 1990: 609-627; Thornberry, 1997; Laub, Nagin 

et al., 1998: 225-238).

3.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갈등, 분쟁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범죄의 발생과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기이다. 위기에 직면해서의 반

응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다(fight or flight). 무엇이 

현명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반응의 저변에 있는 정

서는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갈등

이나 위기 등은 나쁜 것인가? Lederach(2003)은 갈등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

를 변화시켜 또 다른 ‘그 어떤’ 생산적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한다. 갈

등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너지로 보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Lederach의 갈등전환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갈등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갈등에 한 긍

정적인 생각(a positive orientation)이다. 두번째는 건설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갈등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a willingness to engage)이다. 

갈등은 조수간만의 차와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갈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맺게 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갈등을 잘 활용하면 위협(threat)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ourselves)과 타인(others)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

회(opportunity)가 된다. 따라서 갈등은 사람의 필요에 관계와 사회구조가 

극적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변화의 동력(a motor of chang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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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변화의 동력이지만 가

만히 두면 파괴적인 결과를 만든다. 갈등상황에 긍정적으로 개입하여 건설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갈등전환의 핵심목표는 갈등에 의하여 만들

어진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갈등전환은 

반드시 현장 속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현실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파괴를 줄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면한 이슈, 해당 분쟁의 내용, 숨

겨진 원인과 패턴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정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

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decisions)에 하여 자

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전환의 목표는 평화(peace)의 달성이다. 그런데 평화는 멈추

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현상으로서 과정-구

조(process-structure)이다. 본질적으로 평화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end-state)

가 아니다. 갈등전환에서 평화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관계의 

질이다. 그래서 평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역량 중의 하나는 개

인과 집단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면 면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화

(dialogue)이다. 폭력을 줄이는 체제는 생각을 교환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는 화의 능력(communicative capacity)이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4.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형벌이론은 ‘왜(why)’ 벌을 주어야 하는가에 한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었으

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실은 단순하거나 명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사실과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종종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형

벌이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왜 벌을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하는가? 벌의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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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인간관 즉,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형벌이론에는 필연적으

로 많은 철학적 견해들이 함께 한다. 실제 교정현장에서 소년원 학교의 선

생님이나 교도소의 교도관 또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

는 형벌이론을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혼합된 상태로 가지고 있기 마련이

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형벌이론)은 소년원 학생 또

는 재소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게 된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행

동과 말, 표정, 감정 등을 통하여 상 방에게 전달되며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형벌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교정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론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형벌이론과 목적, 각각의 

형벌이론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고, 제3안의 안으로서 회복적 정의에 

해서 알아본다.

응보이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서 처

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한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처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

지에 해서도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처벌의 개념

먼저 처벌의 개념을 살펴보면, 처벌(punishment)은 사회조직체에서 권위

를 부여받은 사람이 사회조직체나 사회집단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게 의도적으로 해악(harm)을 가하는 것이다(Alexis-Baker, 2009). 여기서 중

요한 단어는 ‘의도적인 해악’이다. 의도적인 해악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엉

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해서, 구금 등 모든 형태의 의도적인 고통을 포함

한다. 이러한 고통 또는 해악이 보복이나 폭행과 구별되는 것은 권위를 부

여 받은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위

를 부여 받은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처벌의 정당성을 부

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벌이 공식적인 해악의 부과라는 명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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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이런 처벌이 당연하다는 응보의 기본원리는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다.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신이 자초

했다는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가는 자신이 치러야 된다는 개념

이 응보이론이다.

탈리오법

응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탈리오법(lex talionis; the law 

of retaliation)이다. 응보는 범죄에 한 정당한 복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또는 정의로 해석된다. 탈리오법의 개념이 빈번하게 형벌문헌이나 사

람들의 사고방식에 등장하고, 복수의 개념이 성경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놀랍지 않다. Billy Graham 목사도 강

간범은 물리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McHugh, 1978).

그러나 탈리오법 이전에 라멕의 복수가 있었다. 라멕은 가인의 5 손이

다. 창세기 4장에서 그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는 벌이 칠십 칠배이로다(성경, 2012)’라고 노래하며, 또한 ‘나의 창상을 인

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창4:23)’라고 

자랑하고 있다. 가인의 벌이 칠배인데 자신의 벌은 그의 10배인 칠십 칠배

라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인의 벌이 칠배라는 내용이 나

오는 창세기 4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중략)…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응자 또는 보호자는 하

나님이시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선포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멕 본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복수의 범위를 10배로 확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응자

가 되어 복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라멕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무자

비한 복수가 당연시 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무제한의 복수가 자랑거리인 시 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는 구절을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학자들

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은 반드시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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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무제한적인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탈리오법은 눈 하

나를 잃었을 때 눈 하나 이상을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한 생명에 

한 명 이상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와 처벌 사이에 어

느 정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응분의 보답론(Just Desert)

응보이론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초래했으며 해당 잘못에 

해서 응분의 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Just Desert”라고 

한다. 라틴어로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해서는 상이나 벌 등 응분

의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Just Desert을 이윤호(이윤호, 2007)는 당

위적 공과론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당위적 공과라는 용어가 가지는 

뜻이 너무 광범위하여 뜻을 제 로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여기서는 

응분의 보답론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상자의 행위에 해서 응분의 보답

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응분의 보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미

지가 정의의 여신일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혹은 아스트라이아

(Astraea), 유스티치아(Justitia :로마신화)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먼저 저울과 관련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A만큼의 불법을 저질러

서 저울을 기울게 했다면 범죄자를 찾아서 A에 상응하는 무게만큼의 처벌

을 해야 깨어진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균형을 인간을 

찾을 수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진 부자의 돈 100

만원과 100백만원을 가진 서민의 돈 100만원의 가치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알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100만원을 훔친 사건에 한 처벌로써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때 과연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1일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과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1일의 가치는 같은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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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없는 초범, 전과 10범인 상습범죄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가장과 에이즈(AIDS)에 걸린 70세 노인이 받아들이

는 처벌의 강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해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해

악을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부이다. 상식적으로는 A의 범죄로 인하여 

B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B의 손실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응보적 사

법에서는 A가 100만큼의 해악을 끼쳤으므로 A에게 100만큼의 해악을 부과

하면 B의 손실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우화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A라는 환자가 왼쪽 팔이 부러져서 응보(retributive)라는 의

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 환자의 오른쪽 팔을 부러뜨리고는 “자, 이제 균

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하하”라고 한다. 그런데 환자 A가 말한다. “저기요, 

선생님. 이것은 부당한데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제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식적으로 해악(harm) A

와 해악 B를 더하면 해악 C(A + B)가 발생할 뿐이다. 여기에 무슨 ‘회복’이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사회학적 관점

응보이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그룹은 사회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주된 논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처벌은 특정 행위가 잘못되었다

는 공동체의 불승인 또는 비난의 표현이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깨어진 균

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승인 또는 비난의 표현과 관련하여 Bradlely는 “처벌은 처벌로써 당연

하다. 잘못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범죄자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처벌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야 하고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표적인 학자인 Emile Durkheim는 지역사회의 건강(well-being)을 위하여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을 잘 변하는 말 중의 하나는 “어떤 

행위가 일반적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은 그것이 범죄적이기 때문이라고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일반 상식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범

죄적이라고 말해야 한다”(1964, 81)이다. 그는 처벌의 효과로 “사회의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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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olidarity)”이 향상된다고 본다.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데, 직접 복수하는 것 말고는 이들 범죄에 직접적으로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각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을 

분출시킬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처벌을 통하여 상호신뢰감이 생성되고 공

동의 가치와 믿음이 재확인된다고 본다. 따라서 Durkheim에 의하면, 만일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도덕성 약화로 이어질 수 밖

에 없다.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벌이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Durkheim의 주장은 사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단순하고 동질

적인 사회에나 적용된다. 즉 범죄자는 공동체의 비난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벌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현  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벌

과 관련해서 사회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범죄와 처벌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의견이 다양하면 할수록 범

죄와 처벌이 사회적 명분과 결속력에 작용하는 힘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제이론

개념

범죄자를 처벌하는 정당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억제이론이다. 

억제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범죄자를 처벌하면 처벌받은 범죄자뿐만 아

니라 그 처벌을 목격한 사람들도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효과가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은 억제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처벌이라는 것

이 가치가 있지만 억제 이론에서 범죄와 처벌은 모두 악한(evil) 것으로 간

주된다. 그러나 처벌은 장래에 범죄를 억제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범죄

자에게 가해지는 해악은 장래의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해악이기 때문이다. 

억제이론가들은 충분한 처벌이 특정 범죄에 가해지면 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람들을 범죄로 인한 이익과 위험

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억제이론은 크게 일반인 범죄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정인 범죄억제

(specific deterrence)로 구분된다. 일반인 범죄억제는 말 그 로 일반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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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정인 범죄억제는 처벌을 받는 당사자인 

범죄자가 장래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로 많은 학

자들은 일반인 범죄억제와 특정인 범죄억제라는 용어 신에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에서 일반 

또는 특별이란 용어는 주로 ‘수단이나 상황’ 등에 사용된다. 억제이론에서

는 누구를 억제할 것인가 하는 억제의 ‘ 상’이 중요한데 그러한 상에 

한 개념을 제 로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인 범죄억제, 특정인 범죄

억제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용어라고 하겠다.

억제의 종류: 일반인 범죄억제와 특정인 범죄억제

일반인 범죄억제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한 처벌은 다른 사람들에 

한 본보기이다. 즉, 같은 범죄 또는 비슷한 범죄를 저저르면 이와 같은 처

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일벌백계 또는 본보기로써의 

처벌은 억제이론이 이론화되기 이전부터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차꼬를 채

워서 광장에 세워두거나 채찍질 하는 것 또는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을 일

반 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범죄에 한 경고인 것이다. 

특정인 범죄억제는 해당 범죄자가 향후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

진다. 범죄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는다면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는 처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장래에 범죄를 중단할 것으로 가정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정인 범죄억제는 교화 또는 개선과는 다르다

는 것이다. 억제는 범죄자로 하여금 성격이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

는다. 억제는 단지 처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해서(두렵도록 해서) 범

죄자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즉, 범죄를 포기하도록 하

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개인이 가지는 문제, 곤

란 등의 해결은 관심사가 아니다.

이것은 후에 참회소 제도(pententiary system)의 근거가 되었다. 참회소 제

도는 범죄자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었다. 열악한 시설, 엄격한 형벌 집행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형벌학자들은 처벌이 엄격하면 할수록 억제효과가 

더 크다고 믿었고, 형벌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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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면 등과 같은 희망까지 모두 없애버렸다. 

이러한 엄격한 형벌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Franklin Zimring과 

Gordon Hawkins는 이렇게 말한다(Zimring & Hawkins, 1973).

“사람들은 제재의 억제효과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처벌이 어떤 상황에서 억제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경우에도 억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 어떤 사람들이 ‘위협’에 의하여 억제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처벌을 두 배로 

할 때 억제효과가 더 크다면 세 배로 하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

(중략)… 범죄문제에 하여 입법자들은 범죄 통제의 가장 훌륭한 방법

은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정책(get tough)’에 있다고 믿는다.”

일반인 범죄억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의 본능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혐오일 것이

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시에 범죄자를 불쾌한 환경 속

에 일정기간 구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는 통제할 수 없

으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

들의 생각과 달리 그러한 처벌이 일반인 범죄억제 또는 특정인 범죄억제를 

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이윤호, 2007). 엄격한 처벌이 전반적인 범죄율

을 줄이지는 못한다. 그리고 관용적인 처벌이 범죄율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억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의 믿음은 여전히 강하다. 

먼저 일반인 범죄억제 문제를 살펴 보자. 그것은 도덕의 공리주의 모형

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은 개인보다는 사회의 목적을 위하여 각 개인으

로서 인간을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하여 도덕

적으로 용인한다. 사람인 범죄자를 사회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

는 것을 합법화한다. 즉 장래에 있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

에 한 본보기로 엄격하고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반인 범죄억제이론이 의도하는 것은 사회의 쓸모 없는 사람들, 즉 범죄

자들을 장래의 범죄예방이라는 선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

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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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약성경의 예수께서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하시면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쓸모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람

으로 보고 접근하셨다. 당시 사회가 가졌던 사회적 편견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셨다. 실제 유 사회의 율법들은 세금업자들과 문둥병자, 간음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

울리신 일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행동이 그들의 행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관습, 법, 그리

고 질서보다 훨씬 중요한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셨다.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일반인 범죄억제에 한 

논쟁들이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사람을 공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람으로서 각 개인이 가

지는 절 적인 가치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억제와 비인간화

이제 특정인 범죄억제를 살펴보면, 억제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쾌락과 고

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 근거하면 인간의 

행동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통의 부과(처벌)가 가

장 효과적이다. 미사여구를 빼고 억제이론의 핵심을 다시 정의한다면 인간

은 강제적인 수단에 가장 잘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제이론이 기

초하고 있는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모형(model)은 비인간적이다. 여기에서 

지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인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억제이론에서 인

간의 지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보전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인간은 실험실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편안함을 찾는 실험동물

과 같은 역량을 가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인간에 한 이해이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사람이다. 사람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 이

상이고, 원자(atom)나 잡초, 파리나 코끼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

다. 인간은 자신의 지능과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존재

이다. 또한 인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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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통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육적인(physical) 존

재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움직이는 존재이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에서 확실한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억제이론은 인간의 감수

성, 성장과 자기초월에 한 가능성 등과 같은 인간에 한 이러한 측면을 

모두 무시한다.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근거 위에 형벌체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억제이론에 의하면 보다 효과적인 억제는 보다 엄격하고 

응보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처벌 경험은 가능한 

괴로워야 한다. 그래야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생각을 버린다고 믿는다. 구

금시설 내에서의 체벌과 다양한 고문이 19세기와 20세기에도 이런 징벌적

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당연시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육체 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 비인간적인 면에서 훨

씬 심각한 상황이다. 비인간화의 개념이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  구금시설에서 비인간화는 여러 형태를 가

진다.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identity)의 상실, 구금시설에서 끝없이 반

복되는 일상에서 존재감의 상실 등은 표적이다. 구금시설에서 늘 일어나

는 하루 일과의 잦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소자의 의존과 자신감의 상실도 

마찬가지이다. 비인간화는 인간을 표준 이하 또는 수준 이하의 존재로 취

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흉악범죄자를 제외하고 부분의 범

죄자는 교통사고 등의 과실범이거나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다. 비인간화는 결국은 범죄자와 일반 사람의 관계를 분리하는 2분

법을 만들어낸다. 이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건강한 관계라는 신뢰의 기

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비인간화는 이제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

람을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인간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고 당연한 것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

는 것이다.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파괴를 비인간화만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영적인 비인간화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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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e은 제2차 세계 전 때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

서, 구금은 인간의 영혼에 한 폭행이라고 한다(Frankle, 1973). 유쾌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에 한 지속적인 노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공허하

게 지나가는 시간, 무자비한 강제와 잔인함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들이 

모두 모여서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죽인다.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장래에 

한 희망이 없고, 삶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구

금시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비극이다. 인간 영혼의 종속, 살아남고자 

저항하는 재소자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구금시설의 목적이다. 19세기에 

미국의 교도소장 Elam Lynd(민건식, 1984)는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영혼을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했다. 이것은 지금도 미국 구금시

설의 변치않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금시설은 재소자의 의지를 파괴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전략의 효과는 우리가 그토록 많

은 재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운명론, 냉담, 그리고 무의미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범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형벌체계는 재소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범죄를 배우는 학교 또는 학’으로 부르는 

것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기술을 배우기 때문이 아니다. 재소

자가 비인간화되어 파괴되고 결국 다시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제이론은 자기영속적이고 파괴적이다. 사람들을 사

람보다 못한 존재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다.

비인간화가 기독교 신앙에 왜 반하는 것인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

독교는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

이다. 슈퍼맨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인간이 되기를 기 하는 것이

다. 때로는 인간을 죄성에 억눌려 있는 존재로 보는 종교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을 불결한 존재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

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

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

하게 하는 이념이나 사회제도에 저항하고 반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

이다. 결론적으로 억제이론은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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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와 교육효과

특정인 억제와 관련해서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처벌이 가지는 교육 효

과 문제이다. 처벌이 범죄자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장래의 범죄가 억제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Harding과 Ireland에 의하면 억제는 장래에 받게 될 

처벌의 두려움에 복종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규범을 내면화할 때 개선이 

시작된다고 한다. 즉, 교육의 과정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범죄자는 

처벌의 위협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다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변화를 거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how)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분의 경우 처벌이라는 해악을 당하게 되면 겁을 먹고 당황하게 되는 것

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분노와 원망이고 자기 합리화이

며 비난의 전가이다. 그리고 설령 처벌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의 순응(short-term compliance)일 뿐이다. 문제 행동은 소거되지 않는다. 처

벌을 받는 자가 배우는 교훈(lesson)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자에 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건전한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상 방에 한 두려움이나 분노는 오랫동안 지속

되는 상처로 남게 된다.

처우이론

처우이론과 관련해서 구금시설에서 행해졌던 초창기의 심리치료들이 강

제적이고 조작적이며 재소자를 열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처우이론가들이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구금시

설에서 이루어진 처우의 현실은 재소자 개인들의 삶에 한 통제실험 그 

이상은 아니었다.

처우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사람을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는 본능과 환경 모두에 있어

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Victor Frankle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능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은 아니다. 그렇다고 본능에 반 해야 한다거나 사람이 본능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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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 

…(중략)… 환경과 관련해서도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사람이 

만드는 환경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Frankle, 

1973).”

처우이론가들은 Victor Frankle의 이런 견해에 반 한다. 범죄자들을 본능

에 따라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한 통제를 제 로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범죄자들을 자유의지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열등한 존재로 간주된다. 

재소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과거의 행동 또는 사고방식을 잘못된 것으

로 보는 처우이론가의 시각은 필연적으로 재소자로 하여금 병적인 성격의 

교체 또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양성

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성을 나타낸다. 여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범죄자

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범죄로부터 완전히 손을 씻었다. 그의 성격이 

변했을까? 부분의 경우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는

다. 그러나 더 이상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충동적인 성격이 문제인가?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의 범죄적 사고방식, 무책임성이 문제이

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의 성격,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변경 또는 조

작하려는 시도는 지나친 개입이다.

다시 정리하면 처우이론가들의 주장, 즉 열등한 사람이 있고, 그를 치료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에 하여 궁극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람은 완벽히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

러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구금시설 담장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런 인식을 거부하는 것은 구금시설에 갇혀 있

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 사람에 한 Victor Frankle의 

통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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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 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품성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계 또는 생각하는 기계, 아니면 본능 덩어리, 유전 또는 환경에 영향 

받는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

인을 허무주의로 이끌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위로의 의미로 재소자에게 “당신은 병자여서 치료

를 받아야 됩니다.” 라거나 “당신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훼

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 자

기 혐오, 공허감이라는 해악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용어의 사용은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당신은 이런 인간’이라고 그의 정체성(identity)을 

규정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5. 제3의 길: 회복적 정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응보적, 억제적, 처우적 형벌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형벌이론이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형벌이

론은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응보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처벌이 중요하고, 억제이론에서는 일반인 또는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처우이론에서는 범죄자를 개조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즉 범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나 지역

사회 공동체가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한

계의 핵심은 기존의 형벌이론이 오직 가해자만을 주요 상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범죄는 지역사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

용에 의하여 발생한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무

시하고 가해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처벌하는 것은 완전한 치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

와 피해자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면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도 범죄와 범죄자에 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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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

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이다. 

가. 회복적 정의의 연혁: 엘마이라 케이스(암스투츠, 2015)

회복적 정의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많은 학자

들이 회복적 정의의 연혁을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서 찾으려

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

립되지 않은 것도 이런 혼란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확실하게 알려진 것 

중의 하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

(victim-offender mediation)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은 1974년 캐

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의 보호관찰관과 판사에 의하여 시작된 

소년사건이 그 단초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를 엘마이라 케이스라고 부른

다. 엘마이라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에서 여러 의 자동

차 사이드미러(side mirror)를 파손하고 다른 집의 정원 등에 무단침입한 사

건이 발생했다. 사건 용의자인 소년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음날 체포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컸다. 아무런 사고도 없던 평온한 지역이었기 때

문에 지역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웃에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하

며 불안해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보호관찰관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워스(Dave Worth)는 담당 판사에게 본인들이 이 

소년들을 데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서로 만나게 하고 용서를 빌도

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법을 어

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렸을 때 담당판사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

하도록 판결하였다. 두 소년들은 보호관찰관인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

들이 피해를 준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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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은 피해와 고통, 두려움에 해 들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

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

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 다. 거의 모든 집에서 합의를 해주었다. 

합의 내용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이었는데, 실제 어떤 집에서

는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합의해주었고, 몇몇 집은 이들이 찾

아와서 사과한 것만으로도 이들을 용서해주었다. 결국 그 두 청소년은 다

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마을도 평온해졌을 뿐

만 아니라 자칫 말썽꾸러기가 될 수 있었던 두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되었다.

나. 회복적 정의의 개념

먼저 형식적인 개념으로 절차와 참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다. Bazemore(2000)는 회복적 정의는 범죄자가 야기한 해악(harm)을 원상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한 직접적인 보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보

상적 제재(reparative sanction)를 하는 형사사법을 회복적 정의라고 한다. 형

식적 개념정의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

여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회복적 정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회복적 정의가 바라보는 실질적

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응보적 사법이 법률 위반, 유죄와 처벌에 집중한다면 회복적 정의는 관계

의 회복 그리고 피해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범죄를 법률에 한 위

반으로 보기 보다는 사람(인간)에 한 상해나 손실로서의 고통(infliction)

으로 본다. 즉, 회복적 정의는 전통적인 사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의 개념처

럼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이 아니라 범죄는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따라서 그 깨어진 관계와 피

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는 당연히 가해자 뿐만 아니라 상 방으로서 피해자의 참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목적은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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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정 의(definition)

범죄는 국가와 법에 한 침해이다.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한 침해이다.

범죄발생시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발생시 피해를 바로잡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의는 국가가 유죄확정과 이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질 때 성취된다.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회복될 때 성취된다.

핵심초점: 가해자가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
핵심초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

주요 관심과 초점

누가 범인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어떤 처벌이 합당한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특 징

● 범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Crime = Law Breaking)

● 범죄는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이다.

   (Crime=Relationship Breaking)

고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 하는 데에 있다. 이

러한 사람들에는 가족부터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관련자들로 하여금 범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바

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상적 관계를 재확인하여 해결책을 모색하

는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

하는 적극적인 참여로서 범죄로 인한 결과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피

해자 중심적 접근방식(victim-centered approaches)’에 기반해서 침해행위와 

그 결과를 균형된 시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Zehr, 2012)).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 중심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처벌은 하

지만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회

복과 더불어 가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재범방지 또한 회복적 정의의 중요

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표 2>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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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 누가 가해자이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가 핵심이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

기 쉽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한 책임과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 자발적이

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 가해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

관하기 쉽고, 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

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립으로 치닫게 된다.

● 양 측 간의 직접적 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고, 처벌에 한 합

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 처벌의 근본적 원칙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기존 제도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 처벌이 이뤄진 후에도 가해자는 처벌 집행기관이

나 처벌권자에 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

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피 해자를 지원하며, 가해

자가 사회에 다 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 피해자는 법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재발에 한 

두렴을 갖게 된다.

●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

난다.

출처: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 워크샵의 전문가 입문과정 자료집 내용을 

수정 정리함.

다. 회복적 정의 모델

회복적 정의 철학이 널리 퍼지면서 회복적 접근방식에 한 몇가지 모델

이 생겨났다. 용어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모델로 여러개로 나뉘지만 

Zehr(제어, 2015)에 따르면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델은 1) 피해자-가해

자 회합(Victim-Offender Conferences), 2) 가족집단 회합(Family Group 

Conferences), 그리고 3) 서클(Circle) 이다.

위의 엘마이라 케이스에서 설명했듯이 피해자-가해자회합이 회복적 정의

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회합은 피해자가 입은 상

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한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며, 조정자는 가해자

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가족그룹 회합(Family Group Conferences)은 뉴질랜드(New Zealand)에서 

발달했다. 뉴질랜드는 1989년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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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그룹 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가족그룹 회합은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

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모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그룹 

회합의 진행은 전문 진행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서의 

소년담당 경찰관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

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가족 간 화를 통해 만들어

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

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간 화모임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회복적 정의의 정신이 구현된 최

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재범율을 낮추

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

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도 높다. 물론 지역사

회의 안전성에 한 기 에도 부응하고 있다.

서클(circle)은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서클 지킴이

에 의하여 진행되고, 화해서클 또는 양형서클로 불리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3가지 회복적 정의 모델은 배경, 절차 그리고 참여

자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음과 같

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모

델이라는 것과 둘째, 범죄에 의하여 손상된 관계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다는 것이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 가해자, 가족, 경찰, 지역사회 구성원, 

사회복지관련 담당자가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참여한다는 

점이다. Hudson과 그의 동료들(1996)에 의하면 응보적 사법은 피해자의 참

여를 부정하고 가해자에 해서도 오직 소극적으로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

는데 반하여 회복적 정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

에 하여 관심을 갖는다. 범죄는 단순히 형법을 위반한 것 이상이기 때문

이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가해진 피해가 주요 관심사항이며, 따라서 피

해자와 지역사회가 범죄행위에 응해서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자와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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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

해하게 되며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다(Hudson et al., 1996).

지금까지는 오직 일반시민의 응보감정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에 한 처

벌만이 목적이었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해자는 또 어떤 요

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진정한 회복이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needs) 비교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요구

●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다.

●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 가해자의 동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재발 방지

를 약속 받고 싶다.

●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길 바란다.

● 가능한 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 잘못에 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

을 설명하고 싶다.

● 할 수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해 사과하고 싶다.

● 사람들이 비난 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

회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주변과 사회로부터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

● 공개적이지 않을 지라도 주변의 도움과 신뢰를 

받고 싶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

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출처: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 워크샵(전문가 입문과정 자료집)

6. 나가는 글(한영선, 2015)

2013년 5월 필자가 서울소년원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

한 곳이 징계실이었다. 징계실은 일정기간 동안 혼자서 근신하며 지내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문을 열고 징계실을 들여다보니 방 안에는 깨끗이 정돈

되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세면도구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학생은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학생에게 얼굴을 들어보라고 했다. 마

지못해 드는 얼굴표정에는 ‘나 화났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넌 여기 왜 들어왔니?”라고 물어보니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그 정

도로 잘못하지는 않았거든요.”라고 부루퉁하게 답하고 얼굴을 다시 숙였

다. 학생이 화가 단단히 나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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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고는 선생님에게 원하는 책을 가져다주라고 이야기 한 뒤 징계실을 

나왔다. 징계로 인한 감정의 긴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징계학생이 자

기 생활실로 돌아가기 2~3일 전 즈음이 되면 그 학생이 있던 생활실은 초 

긴장상태에 돌입한다. 그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

다. 징계의 끝이 또 다른 징계의 시작점이 된다. 일반적인 징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임한 이후에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회

복적 정의에 따른 질문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왜 그랬니?’라는 질문 신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억울합니다.”라는 변명 신에 설명을 하기 시작

하였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생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발판이 

되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멋쩍은 웃음을 보이

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런 줄 몰랐어, 미안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

려 피해학생이 “선생님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먼저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되는 

지에 한 질문에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약속했다. 

피해가 발생하고,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으나 화해와 

피해회복의 약속을 참작하여 징계수준을 조금 감경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에 징계실을 방문했다. 학생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책이 들

려있었다. 학생이 속한 생활실은 가해학생이 돌아올 때가 가까워오니까 친

구가 고생했다며 어떻게 환영할까라는 회의를 했다. 어떤 학생들은 고봉 

축구리그의 전력이 강화된다면서 좋아했다. 같은 벌을 받아도 결과는 완전

히 달랐다. 질문을 달리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변명 신에 사건에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반 동료들이 모두 상 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아파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

었다. 싸움이 발생할수록 학생들이 더 성장하게 된 것이다. 소년원 학생들

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험난한 청소년기를 지나 모두가 정상적

인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과 갈등이 이들을 더욱 성장

시키는 재료가 되고 있다.

필자는 서울소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였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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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에는 평지(평화를 지향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 12명

이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를 진행하고,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된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사람은 재소자라고 한다. 형이 종료되어 출소한 사람을 출소자

라고 하고, 범죄를 저질 던 사람이라 하여 전과자라고 부른다. 동일한 한 

인격체에게 사법절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름(labeling)을 붙이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지만 각 절차에 따른 이름과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을 부를 때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전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일반시민이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이다. 그

리고 그 기반은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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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명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건일자 – 2016.3.25.

▷ 사유 – 가해학생 000은 같은 호실 내 고참으로 (이곳에서는 ‘카라’라는 은어를 사용

함) 피해학생 000과 000을 수시로 괴롭혀 왔고 사건 당일에는 호실내에서 맡은 분

담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 취침을 방해하고 이후 

교사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못하게 협박을 하는 등 호실내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수용질서를 문란케하여 약 20여일의 근신을 징계받음. (이전에도 징계는 받지 않

았으나 임시조치 기간중에도 같은 호실 학생을 구타한 사실도 있음)

▷ 장소 : 춘천 소년원내 상담실

▷ 일자 : 사전모임 -2016년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1) 가해학생 만남 : 약 15분정도

                    2) 피해학생 만남 : 약 15분정도

          본 모임 – 2016년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모임내용에 한 비 을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고 별도양식에 서명함. 단,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주체와 소년원에는 기록으로 남기고 녹음은 프로그램 완료와 동시에 지

우기로 함.)

절차 주요내용 진 행

사전

모임

(준비

모임)

∙ 진행자와 당사자 

간 신뢰형성

∙ 갈등의 배경과 맥

락이해

∙ 당사자의 신체, 

감정, 정신적 상

태 파악 및 전략

수립

∙ 화모임 참여유

도

- 가해학생을 먼저 만나 앞두고 진행할 화해모임에 해 설명함.

가해 학생의 첫인상은 큰 체격에 매우 날카로운 눈매이며 손은 

깍지를 낀 채 책상위에 두고 다리를 떤다. 화중 자주 고개를 

떨구고 옆을 보는등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임. 당시의 일에 해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소년원 퇴원일이 얼마 남지 않

았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프로그

램에 참여한다고 함.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묻자 같은 방 친구이

고 그때 일을 후회한다며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함(강한 거부 

및 회피의 모습으로 생각됨) 피해학생에게 사과의사를 전할 의

향이 있다고 하고 비  유지 서약서에 서명함.

-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첫인상은 어두운 표정에 가해학생보다 

작은 체격임. 화모임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모임에 한 참

여는 관심을 보임. 사건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하자 가해자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자

신이 왜 맞았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며 굳이 사과를 받

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가 방으로 돌아올 날이 가까워서 마음

이 불편하다고 함.(가해자는 4월 14일 징계가 풀림) 가해학생이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자 만나보겠다며 비 유지 서약

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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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

∙ 소개 및 신뢰감 

형성하기

∙ 기본규칙 설명하

기

∙ 조정자의 역할에 

한 설명

∙ 진행과정에 해 

공유하기

- 기본 규칙 설명함

- 토킹스틱에 관해 이야기함.(녹음기에서 포인터로 바꿈)

- 자기소개(퍼실리테이터부터 소개함

입장

나누기

∙ 당사자들이 자신

의 관점에 비추어 

상황 설명하기

∙ 당사자들의 이야

기 경청하기

∙ 타인의 상황에 

해 인정하는 기회 

제공하기

∙ 당사자들의 기 /

염려에 반응하기

∙ 새로운 정보 듣기

∙ 협의를 위해 과정

을 진행시키기

- 당사자들 자신의 관점이야기하기

  ▷ 가해학생 :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

나 변화가 없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감이 

들었고 욱하는 마음에 피해학생을 때리게 됨

  ▷ 피해학생 : 어떤 실수인지 잘 모르겠고 가해학생을 무시하

지 않았다. 

- 타인의 상황에 해서는 묵묵부답이였고 가해자가 가끔 

피해자를 본다. 피해자는 고개를 떨구고 답하는데 화모임

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 기  및 염려에 해

  ▷ 가해학생 : 앞으로 피해학생을 무시할 것이다.

  ▷ 피해학생 : 나도 좋다

쟁점

파악

∙ 쟁점에 해 파악

하기

∙ 자신과 상 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 

이해하기

∙ 모든 공통점에 

해서 기록해놓기

- 쟁점에 해 이야기를 하길 권하고 충분한 사과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피해학생 :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

  ▷ 가해학생 : 지난 일은 생각하기 싫다.

  ▷ 피해학생 :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싫다

안

모색/

해결책 

찾기

∙ 당사자들이 가능

성들을 찾아 내도

록 격려하기

∙ 창조적 능력을 격

려해 주기

∙ 외부 정보 수집의 

기회를 만들기

∙ 아이디어를 개발

하기

∙ 각각의 안책 장

단점과 그 결과를 

검토하기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지켜야할 합의에 해 

  ▷ 가해학생 : 피해학생의 행동에 해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

도 신경쓰인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 피해학생 : 나의 모든 행동에 해 무시한다.

- 이 외의 것에 해 또 생각하자고 하니 둘 다 “없다, 됐다”라는 

말로 더 이상 진행하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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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결정/

합의

∙ 당사자가 만족하

는 합의문을 만들

기

∙ 당사자들이 특정

한 선택조건에 

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파악하기

- 합의문 작성 후 복사해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나누어주

고 함께 읽고 현재의 마음에 해 이야기해본다.

  ▷ 가해학생 : 편하다

  ▷ 피해학생 : 편하다.

사후

관리

(점검

모임)

∙ 합의한 내용이 지

켜지는지 확인하

기

∙ 서로의 관계와 환

경에 어떤 영향이

나 변화가 있었는

지 우려사항 파악

하기

- 5월 10일 퇴원 예정인 가해학생을 5월 4일 다시 만나기로 함. 

평가 및 반성

- 가해학생의 거부, 회피등의 모습과 피해학생의 불안감이 보여졌고 시종일관 집

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음. 초기과정에 충분하게 라포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 

-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한 이해와 소년원측의 모임참여 상학생에 한 이해도

가 낮아 상학생 선정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였다.

-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많이 아쉽다. 특히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의 저항과 불안이 매우 높아 두 학생의 감정의 간격을 줄이기에 

시간적인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

과 학생들의 개인의 특성과 처해진 상황에 한 이해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미숙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하여 많이 아쉬운 시

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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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첨부> 화 해 모 임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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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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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토론문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적 도시 만들기’

정용진

한국평화교육훈련원 교육센터 소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는 가능한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가치이자 지향일 것이다. 특별

히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라는 그 말의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범주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일 해왔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빈곤층, 재소자, 이

재민, 재활인 등등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

든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여러 노력과 헌신

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다고 믿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관점’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학 , 강남 지하도 묻지마 살인, 각종 혐오범죄, 그

치지 않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만 생

각해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단지 흉악하거나 

인면수심의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서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사회나 문제

를 안고 있고, 역사상 현 시기는 언제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

어지는 문제와 그것을 다루는 양상을 보면 고민할 거리가 생긴다.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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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사회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하고 끔찍할수록 국민의 공분을 사

게 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 진다. 이내 성난 여론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

고 모든 것을 부술 듯 파도처럼 일어난다. 이제 각종 언론과 기관이 나서 

원인을 진단하고 책을 논하며, 관련 정부부처는 시급히 마련된 책을 

시행하고 문제를 잡아나간다. 나름 로 책이 효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체로 시간이 흐르고 그 이슈가 잠잠해 지면 결국 시민들이 느낄 만큼 크

게 향상되거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크게 개선된 것이 얼마나 되는

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각종 전수조사와 실태파악, 가해자에 한 강

력한 처벌,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얼핏 보면 여러 책이 쏟아지는 것 같지

만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을 다루지 못하고 시기를 넘기려는 단발마적 책

에 머무를 때가 많았다.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런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며,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여기기보다 때로는 실

제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왜 문제는 반복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책이 무엇인

가 골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이나 

관점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나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한 질문과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적 정의를 살펴봐야 할 이유이다.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 목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다. 한영선 원장님의 앞선 발제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회복적 정의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서구사회에서 사법 영역에서 발전해 온 개념이다. 말하자

면,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문제행동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를 바로잡기 위해 발전된 안적 문제해결책이다. 그러나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는 단지 범죄가 줄어들고 문제가 덜 발생하는 사회만을 의미하는 소

극적 개념이 아닌 것처럼, 회복적 정의도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다루는 직

접적인 방법론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한마디로 회복적 정의는 단순

히 범죄를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 즉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해야 하

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철학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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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선 앞선 발제문에서 범죄학의 관점에서 제 3의 길로써의 회복적 정의 

혹은 회복적 사법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회복적 정

의라는 새로운 관점은 간략히 소개하고, 그 실천이 국내외적으로 사법을 

넘어 학교, 가정, 마을과 도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

는지, 실제로 어떻게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부

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

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정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이 고전적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서는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

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적 처벌을 통해 이뤄지는 정의는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행위에 적절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정의를 이해한다. 이는 잘못에 한 상응한 처벌이라

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즉 정의를 이루는데 있어 가해

자 처벌이 궁극적인 초점이 된다. 이에 반해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

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가해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한 책임 있는 변화

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

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 보안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이해와 철

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회복적 정의는 전통적인 사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의 

개념처럼 ‘위법한 행동은 처벌을 통해 바로잡힌다’라는 잘못의 규정과 응보

적 처벌의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는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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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위

법한 행동은 자발적 책임을 통한 피해회복으로 바로잡힌다’라는 관점에서 

잘못과 정의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법에 

한 침해행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

친 피해 행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회

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

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회복의 상

이 된다는 뜻이다. 

관점비교: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1)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누가 가해자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이뤄져야 하

는가?”

잘못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에 한 강력한 처벌로만은 피해자의 피해

가 자동으로 회복되고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

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

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는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화해했다

는 경우를 만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유가 필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만, 현실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나 재범률 증가 등의 문제

가 쉽게 개선되지 못한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재판비용과 소송

기간의 증가, 소송의 증폭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업무증가, 제3자 주도의 문

제해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 국가예산의 사용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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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초점: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응보적 정의 초점 회복적 정의

가해자 처벌

강제적 책임수행

처벌권자/기관

목표

방식

주최

피해회복

자발적 책임

당사자/공동체 참여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단지 엄벌주의에 

기초한 강력한 형사사법의 강화라는 한 날개로만은 이룰 수가 없다. 범죄

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가 공동체 정의를 이뤄가는 적극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세에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스스로 자신이 일으

킨 피해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능동적 기회들이 주어져야한

다.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연결된 지역사회 안전망이 함께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여야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필요가 들어나고 실

질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이뤄지는 길일 

것이다.

회복적 정의가 이룬 정의

197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된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으로

부터 회복적 정의 운동은 어언 40여년의 실천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의 실천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복적 정의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안에서 회복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은 모두 공통

적으로 피해자의 만족도 증가와 재범률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2) 

형사사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피해자 부분이고 

이는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의 필요가 가해자에 한 처벌로 모

두 채워질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사법

적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갖는 기본적 필요들(안전, 경제적 변상, 

2)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는 Mark Umbright 박사와 Daniel W. Van Ness 박사의 글들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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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재발방지 보장, 관계회복 등)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치들이 피해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

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피해자-가해

자 화모임(VORP/VOMP)등에서는 피해자의 감정과 필요가 표현되도록 돕

고 그 필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가해자의 책임이 형성되도록 결론이 내려지

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기존의 일방적인 방식의 형사사법 때와 비

교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변화는 재범

률에 미치는 효과이다. 가해자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칠 때이다. 하지만 유죄인정이 곧 그에 상

응하는 처벌이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처벌)를 줄이는데 더 초점을 맞추기 쉽고, 이는 곧 피해자의 

제2의 피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책임성을 배워야하는 청소년기의 소

년범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로 나

타나는지 배우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충분히 인정되

지 않는 상황에 한 처벌을 받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워지는 처벌을 

피해로 받아들이고 억울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처벌은 그 본래의 효

과를 나타내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자, 가족, 공동체 구성원 등)의 직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결

과를 직접적으로 알게 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가는 실

질적인 책임을 높이는 것이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변하는 기회를 높아지게 

해왔다. 결국 피해에 한 직접적인 이해와 이를 회복하려는 직접적인 노

력이 재범률이 줄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미 1980년 에 소년법을 회복적 사법에 기초해 바꾼 뉴질랜드의 경우

나 2004년부터 회원국가에게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

해온 유엔의 입장처럼 이제는 회복적 사법이 소년사법에서는 매우 널리 적

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시행되어 온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회복적 정

의의 가치를 조금씩 적용해보고 있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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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에서 그간 2년간의 효과성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만족과 재발률의 감소였다. 비

록 전체 소년사법사건의 적은 일부 사례만이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다뤄졌

지만, 일반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30%내외)과 화해권고를 통해 

피해자측과 직접적인 회복적 화모임에 참석했던 소년의 그것(10% 내외)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응보적 처벌 중

심에서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회복이라는 좀 더 높은 의미의 사법의 역

할과 사법서비스를 기 하는 시 적 흐름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회복적 학교

1990년  왕성하게 발전했던 회복적 정의의 소년사법 적용이 2000년  

들어오면서 사법영역을 넘어 교육영역인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정되기 시

작하였다. 뉴질랜드의 가족간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의 정착과 

함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소년범죄의 회복적 접근을 그 이전단계인 학교

에서의 분쟁이나 폭력문제에 입하는 실험들이 확산되었다. 이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발전으로 적 적 결구도인 사법제도보다 교육적 접근이 가

능한 학교 단계에서의 회복적 접근은 갈등의 평화적 초기 개입으로 선행되

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또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

이 폭력적 분쟁으로 커지기 않도록 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갈등해결을 시도하는 회복적 접근이 학교 내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

다. 초기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 왕따, 도난 등 심각한 사건 중

심으로 진행되는 회복적 접근이 차차 학급운영면에서 필요한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갔다. 그 결과 사법영역에서 불려지던 회복적 정의 또

는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용어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 또는 훈육

(Restorative Discipline)이란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2010년도까지 소년사법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회복적 정의 

실천이 차차 학교의 교사들의 훈련을 통해 학교 내 회복적 생활지도 영역

으로 확산되어 간 유사한 흐름을 갖는다. 특별히 학생체벌금지법이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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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나타났던 학교 현장의 혼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의 안적 방향을 고

민하던 현장교사들이 교원단체 및 회복적 정의 운동 기관들과 함께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지도 철학과 방법론이 연구 및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좀 더 적절한 용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지도’라는 단어 신 

‘교육’이란 단어로 체되어 2012년부터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개념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의 패러다

임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관내 학교들

에게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의 개념과 방식을 전환할 것을 유도해 나가기 시

작하였다. 이제는 경기도 뿐만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

회 등이 개설되어 다양한 실험과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확산되어 가면서 문제학생들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식

으로써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철학의 변화와 학교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이

해해야 한다는 통합적 접근에 한 이해가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 캐나다

의 브렌다 모리슨(Brenda Morrison) 박사가 주창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통합

적으로 적용되는 회복적 학교의 개념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모리

슨 박사가 이야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접근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문제학생들에게 집중되는 생활지도를 탈피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역발상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즉 회복적 생활교육의 핵심은 관계에 있고 이는 공동체성을 강화

하는 하부구조부터 시작되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단계,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여 관계가 (일시적) 단결이 생기는 경우 그 회복을 위

해 노력하는 공동체 재통합의 단계 등으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3)

3) Brenda Morrison, “Restoring Safe School Communities: A Whole School Response to Bullying, Violence and 

Alien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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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급과 학교의 전체의 생활지도의 흐름으로 

인식하여 제도적 문화적 접근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끌어가는 학교를 회

복적 학교(Restorative School)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회

복적 생활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제 로 회복적 학교를 이뤄놓은 

학교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째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면서 꾸준히 회복적 학교라는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

는 소수의 학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개인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에 한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늘어

나고 있고,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학부모 그룹에서

도 점차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희망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평화롭

고 안전한 학교 환경과 학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문제를 피해회복과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다뤄나가려는 노력을 통

해 회복적 학급을 만들고, 회복적 학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가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천하는 교원들도 단기적 관점보

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학과 방법론의 균형을 잘 이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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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

법영역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천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비록 회복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

에 기초한 사법과 생활지도가 생산해왔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인류의 오랜 전통 속에 있었던 공동체 정의

를 구현하는 현 적 모습이란 점에서는 오히려 현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구현해내려는 시도가 결국 회복적 도시(Restorative City)라

는 새로운 도시경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다. 

회복적 도시, 즉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도시는 영국 

동부의 도시 헐 시티(Hull City)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4) 헐 시티는 한 때 

영국의 표적 수산업 도시로 번영을 누렸지만 지역경제 하락으로 점점 경

제적 쇠락을 맞게 되었고, 결국 25만 명의 도시는 많은 실직과 범죄,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4년 헐 시티의 한 열악한 지역

에 위치한 초등학교인 콜링우드(Collingwood) 초등학교에 새롭게 부임한 에

스텔 맥도날드(Estelle Macdonald) 교장은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서클타임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처

벌하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긍정적으로 표현하

는 방식으로 교직원의 문화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급이 공동체

로써 갈등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를 생산하도록 유도하

였다. 그가 주장하듯이 ‘교사가 존경을 받고 싶다면, 학생을 지적하기에 앞

서 먼저 학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교육방침은 결국 2년에 걸쳐 지속되었

다. 그 기간 동안 전 교직원이 지속적인 회복적 정의 워크샵을 통한 훈련을 

받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모든 학급은 학급서클을 진행하도록 의무화 되었

다. 그 노력의 결과로 매우 열악하던 학교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영

국 교육부로부터 수업환경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학교가 최상위 등급을 받

는 학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결국 최악의 부정적 문화가 지배하던 학교

가 매우 긍정적인 학교문화와 공동체성이 특별한 학교로 인정을 받게 된 

4) Laura Mirsky, “Hull, UK, on Track to Becoming a Restorative City” IIRP website 참조. www.iirp.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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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같은 일이었다. 

콜링우드 학교의 변화에 고무되어 헐 시티에서 두 번째로 회복적 정의를 

학생생활지도의 기조로 도입한 학교는 엔디보올(Endeavour) 중고등학교이

다. 이 학교에서는 ‘존중’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직

원 외에도 15세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훈련을 시켜 스스로 학

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푸는 과정과 원리를 배우고 실

천하게 하였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학

교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의 서클을 통해 풀어가는 경험을 

한 이 학교는 현재 회복적 접근이 일상화 된 곳으로 변모하였다. 더 이상 

학교에 왕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확

보하게 되었다. 

이 두 학교의 성공사례를 계기로 2007년 헐 시티의 7개 구(區)중에 하나

인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회복적 정의를 

전체 구의 가능한 많은 학교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시 차원에서 진

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의 12개 초등학교와 2개의 중고등학교

의 교사와 교직원, 어린이 보호시설, 학부모운동단체, 가족치료 및 상담시

설, 복지관, 보건시설,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경찰, 보호관찰소 등의 직원 

총 3500여 명이 회복적 정의 관련 훈련을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총 9개

의 학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회복적 정의 

가치에 입각한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표적

인 예가 문제학생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역 전문기관의 스텝들과 해결책

을 찾아가는 가족 협의회 프로젝트(The Families Project)가 있다. 

또 다시 리버사이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계기로 2008년부터 헐 시티의 경

찰은 경범죄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관내 

모든 경찰이 하루짜리 회복적 정의 소개 워크샵에 참가하였고, 그 중 65명

은 계속해서 훈련 워크숍에 참여하여 피해자-가해자 화모임을 이끄는 진

행훈련까지 이수하였다. 이 후 경찰은 입건 이후 어떤 형사사법 절차를 진

행하기 이전에 당사자간 회복적 화모임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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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경찰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 다루고 있는 부분의 사건은 학생들

의 사건과 이웃들 간의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사건으

로 확 하고 있다.   

헐 시티의 시(市) 아동 및 청소년 복지과에서도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

램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의 복지과 직원들이 

회복적 정의 관련 워크샵을 이수하였고, 문제 청소년을 다룰 때 회복적 

화모임이나 공동체 서클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모임에는 경찰과 지역사회 

일원들도 참가하여 해결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헐시티 시 차원의 회

복적 접근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경찰개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처음 몇 개의 학교에서 시작되었던 헐 시티의 회복적 정의 실천

운동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 되어 왔고 그 실험의 결과로 매우 의

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헐 시티 경찰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를 시차

원에서 시작한 첫해에는 비록 259,000파운드(약4억5천만원)의 예산이 새로

운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 

다음해 최소한 350만파운드(약 60억)의 절약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이는 많은 사건이 소년사법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면서 생겨난 

결과이고, 다른 많은 변화요소 가운데 특히 약 23% 정도의 보호시설 수감

명령이 줄어들면서 절약된 예산이다. 그 외에도 소년범죄자의 경우 재범률

은 13% 정도(영국평균은 27%)로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학생이나 

가족에 한 학교당국의 적극적 응은 회복적 정의 접근 이전의 0~40%에

서 이후 95% 넘는 수치를로 수직 상승하였다. 또한 수업방해의 경우 90% 

가까이 줄어들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당 한 한기에 약 6,000파운드

(약 1억원) 정도의 교육지원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처럼 구체적으로 잡힐 수는 없지만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 간에 

치유가 되고, 직원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가족 내의 오래된 갈등이 성공

적으로 풀어져가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긍정적 변화가 더 큰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는 비단 사법이나 교육의 영

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가치인 상호책임과 존

중,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안전한 갈등해결이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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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어 가고 있다.5)

세계 최초의 회복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영국의 헐 시티의 성공적 

변화는 바로 그 옆 도시인 리즈 시티(Leeds City)에 영향을 주어 리즈 시티

도 회복적 도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적 회복적 정의 

실천모델인 가족간 협의회(Famiy Group Conference)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에서도 작은 도시 왕가누이(Wanganui)가 헐 시티를 벤치마케팅하여 회복적 

도시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6) 이 처럼 회복적 도시라는 회복적 정

의의 가치와 방식에 기반을 둔 도시운영의 실험들이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많은 가시적 변화들을 생산하고 있다. 

회복적 도시의 토대

회복적 도시가 제 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점검되고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

는 회복적 정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목표이다. 

회복적 도시의 토대

회복적 정의 원칙

1. 피해인식과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 설계

2.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참여 유도

3. 직면을 통한 자발적 책임의식 고취

회복적 정의 가치

1. 평화로운 사회적 삶 - 문제해결과 보호

2. 존중과 인정 - 참여와 권한부여

3. 공동체성 - 직면, 지원, 윤리의식 

4. 자발적 책임 - 결자해지와 보상

회복적 정의 목표

1. 문제해결

2. 공동체성 강화

3. 안전한 사회

회복적 도시의 핵심요소는 위에 언급한 회복적 정의 원칙, 가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

는 인간관계의 가변성과 모호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가변성과 모호성은 

5) Joshua Wachtel, “World’s first ‘Restorative City’: Hull, UK, Improves Outcomes of All Interventions with Young 

People, Saves Resources” Restorative Works website 참조. www.restorativeworks.net 

6) Joshua Wachtel, “Restorative City Movement spreads to New Zealand” www.restorativework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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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 적이고 측정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변화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한다. 따라서 회복적 도시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한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헐 시티의 경우도 수 

년 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 구성

원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의 기본적 토 들이 프로그램에 잘 녹여날 

수 있었고 매우 고무적인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결국 회복적 도시

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해나갈 사람들에 한 신뢰와 충분한 훈련을 전제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단기적이고 

지협적인 접근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기적 추진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헐 시티도 마찬가지로 회복적 도시의 시작은 작은 학교의 변화에서 시작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전문그룹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 학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를 훈련하는 것과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부모의 훈련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 하기는 어렵다. 많은 예

산을 들여 매해 진행되는 교사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같은 주제의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성 형성에 같은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도록 묶어 줄 필요가 있다. 가정의 훈

육과 학교의 생활지도는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도시를 위한 7가지 제언

1)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피해의 회복, 자발적 책임의 회복, 관

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등을 부천 지역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모델 연

구와 선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그

램으로 진행할 것인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족 간 협의체 형태로 할 

것인지, 공동체 참여가 보장되는 커뮤니티 서클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지역

에 가장 알맞은 모델에 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 중에 연구, 임상을 통해 선택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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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명칭도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역에 잘 반

영하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 00시 지역사회의 협력 인프라 구축

광의적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정의를 이루는 주체는 사법기

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유관기관

과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교육기관, 청소년관련기관, 상담기관, 종교기관, 경제

단체,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인프라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공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청, 지방법원, 지역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의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3) 담당 공무원들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향상

실제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시, 법원,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책 결정자와 관심 있는 리더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취지와 과정을 소

개하는 실무자들이 정작 정확한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곧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심지어 왜곡(eg.

금전적 합의도출에 용이한 도구)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

무자들에 한 교육과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선발 및 훈련 체계 구축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안전한 지역공동체 형성

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

자들(위원 or 조정자)의 자질과 역량이 절 적으로 중요하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나라에서도 진행자(facilitator/mediator)의 지

속적인 역량강화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내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진행자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훈

련을 의뢰하는 방법과 시가 자체적으로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고 선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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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전문훈련 시키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내 학이나 평

생학습원 등을 통해 회복적 정의 관련 훈련을 받는 사람을 배출하도록 하

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진행자를 공급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지역 전문기관 형성의 필요성

초기의 회복적 정의 지역 모델이 외부전문기관이나 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력(형사조정위원 등)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모델 개발에 

한 연구나 시범적용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4~6개월 정도의 전문적 훈련 기간을 걸

쳐 양성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주축으로 ‘공동체 회복적 정의 

센터’와 같은 지역 전문기관(민간)이 형성되어 시와 파트너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공동체적 정의를 이

뤄 가는데 계속 협력적 동반자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회복적 정의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과 학교, 기관들이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범

죄예방(특히 청소년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좀 더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과 운영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소수의 상주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로 이뤄지며, 운영

재원은 시의 지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후원, 공모사업 등으로 충당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고령화시 에 지역의 은퇴한 경찰이나 교

사, 종교인 등이 전문훈련을 이수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회

복적 정의 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지역모델로 바람

직하다. 

6) 회복적 도시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

친환경도시, 슬로우시티 등 각 도시가 갖는 특성을 살려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아직은 매우 작은 움직임이지만 ‘회복적 도시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회복적 도시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사법분야 외에 도시의 교육정책이나 공공영역, 비즈니스 분야에까지 확

해가고 있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결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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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아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계파괴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고 공동체성이 

강화 재생산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응보적 또는 징벌적 책임추궁방식과 문화를 벗어나서 상호협

력과 당사자 권한부여라는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평화문화 

형성과 생산적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기

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비

전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7) 작은 프로젝트의 성공에서 시작

영국의 헐 시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복적 도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시

도의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크고 전반적 차원의 시도보다 작은 프

로젝트를 잘 구상하여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원들이 준비 및 훈련되어 가면서 작은 규모의 시범학교나, 법원의 시범

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복적 

정의 운동이 도시 전체에 확산 되는데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지금까지 우리는 ‘사법 역사상 새로운 혁명’이라고 평가되는 회복적 정의 

운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난 40여년의 운동의 흐름을, 사법영역을 

벗어나 학교와 지역공동체, 나아가 회복적 도시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회복적 도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안

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인 것이다.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사회는 사람과 

집단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분출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잘잘못부터 가리는 결구도로 바라보고 결국 승패 위

주의 해결책을 강요해온 응보적 사고관이 팽배한 사회, 즉 갈등 그 자체보

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을 높이며, 공동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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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방식의 협력적 문제해결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 일

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과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을 격리하

므로 이뤄지는 편협적인 안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최 한 올바르게 바

로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의미의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와 정의(Justice)의 개념부터 다시 정

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회복적 정의는 제도의 전

환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결

국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동체 구성원인 개개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게 한다. 우리는 사법제도안의 

응보적 시스템을 비판하고 한계를 지적했지만, 실상은 나만의 정의와 기준

을 타인,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강요하고, 누군가 이를 위배했을 때 

응보적으로 되갚아 해결하는 것이 정의라는 뿌리깊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

지는 않았던가. 또한 내가 누군가를 침해했을 때도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가 입힌 피해의 복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조건반사

적인 사고작용을 하지 않았던가. 사회체제를 바꾸기 전에 개인들의 인식이 

먼저 바꾸어야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결국 회복적 정의라는 철학

에 기초해 사람들이 관계맺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

제는 한 사회에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과제뿐만 아니

라,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도전도 함께 제시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용어이고 이를 바탕으

로 회복적 도시, 즉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꿈

같은 일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개인들의 회복을 통해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 즉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한 누군가는 절 로 포기하지말고 붙잡아야 

할 영역이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약한 고리를 지탱해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그간의 노력에 더해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담아 각 영역에

서 실천을 감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매우 구체적인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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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회복적 도시의 실험: 부천 프로젝트 

2015-2016

2015년 초에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의 서부센터가 부천에 세워지면

서 시작된 지역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 중인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에 한 

개괄적 소개

▣ 특징

- 회복적 정의의 통합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거나 기획되

고 있음

- 시 기관의 주도보다는 가정과 마을 단위의 저변확산을 통한 아래로부터

의 피스빌딩의 흐름

- 교육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 회복적 정의 활동 영역 구축 등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 

▣ 회복적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전반의 생활교육 시스템과 문화로 자리 잡도록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회복적 학교: 중등 3개교, 초등 2개교 등

- 회복적 생활교육 학년 코칭이 진행되는 학교: 10개교

- 담임코칭 연구팀: 초등+중등 월 1회, 서부센터 모임

- 회복적 학교 연구모임: 월 1회 모임 

▣ 회복적 마을

- 마을 단위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소개, 이후 전문 워크숍을 통해 회복

적 마을 구성

- 현재 역곡마을(역곡동, 괴안동, 소사동) 시민 교육 후 ‘역곡마을 평화센

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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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 마을 단위에 회복적 정의를 알

리는 역할 수행 중

- 두빛나래 평화학교 운영(방과 후 마을 학교)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서부센터와 역곡마을평화센터가 공동으로 회복적 

정의 학교 운영

  현재 1년 과정으로 초등 3개 캠퍼스 운영되고 있음

- 피스 브릿지: 마을의 학교 학부모회들의 회복적 정의로 연 한 흐름을 

피스 브릿지라고 하며, 학부모회 중심으로 마을에 회복적 정의 소개하

고 있음

▣ 회복적 정의 문화운동

- 부천청소년평화영화제: 매년 1월 회복적 정의를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청소년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음 (2회 진행)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평화랠리’라는 평화수업 프로젝트로 구성

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영화제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청소년 치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꿈의 학

교’를 부천시 송내동 마을이 유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회복적 정의를 기

반한 프로그램 진행

- 피스캠프: 각 학교, 청소년 단체 단위별 피스캠프로 평화감수성 교육 프

로그램 진행

- 서클 인 캠프: 교사와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클을 통해 트라우마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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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운영

▣ 소년보호를 위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공동연구

- 소년 보호를 위한 위탁 보호기관 등과 함께 소년원 회복적 교정 프로그

램 공동 연구 진행

- 공동체 모델을 통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개발

▣ 위탁기관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모퉁이 쉼터 등 장 단기 위탁 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회복적 정의로 구

성하여 징계 청소년들의 재통합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 중

- 학교와 마을과 연결하여 위탁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구성

▣ 아동학대에 대한 회복적 정의 네트워크 

- 부천시의 기관들과 연결하여 회복적 정의 과정으로 아동학  범죄에 

한 예방과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음

- 관련하여 지역 세미나에서 처음 회복적 접근에 한 이야기가 논의되어 

현재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시민 평화대학원(후반기 예정)

- 지속 가능한 회복적 도시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회

복적 정의 평생교육 실시

- 훈련된 시민들이 각 분야별 자원활동,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평화교육훈련원

031-521-8697

www.kopi.or.kr

페이스북: korearj(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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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토론문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관점 -회복적 정의’에 관한 토론

이동은

연세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1. 형사사법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안전사회(安全社會)란 우리 사회가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유지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테러나 전쟁은 물론, 식품 등의 먹거리에서부

터 교통사고의 위협, 공해문제까지 우리사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사회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영역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범죄 분야에서는 사법

제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존 어거스투스

(John Augustus)로, 그는 보스턴 인근 법원에서 제화점을 운영하는 민간인

이었다. 그의 회고록에는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의 봉사활동

으로 범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1841년 8월의 어느 아침, 그 때 유치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남

루한 행색의 비참한 얼굴을 한 남자가 법정관리와 함께 나타나 피고인

석에 앉았다. 나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범죄가 주류에 한 욕망

을 이기지 못한 죄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법원 서기가 그 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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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습 주취혐의의 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이 선고되

기 전에 난 그와 함께 잠깐 화에 보았다. 겉모습과 안색으로만 보면 

누구도 그가 다시 제구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

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나는 그가 아직 개선의 희망을 상실하

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만약 교정원 행으로부터 구제된

다면, 다시는 술을 입에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진

실성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의 보석 보증인이 되

었다. 그는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3주 후에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

았다. 그는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법원을 나와 금주를 실행하였다. 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나는 그를 데리고 법정에 갔다. 그의 모습은 완

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그가 1개월도 채 되기 전에 피고석에서 몸을 떨

며 울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했다. 판사는 그 남자에 하여 

내가 보고한 내용에 크게 기뻐하면서 통상의 형벌-교정구금- 신에 1센

트의 벌금과 3달러 76센트의 소송비용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그 남자는 그 후에도 근면한 생활과 금주를 계속했으며, 의심할 여

지없이 그 처분에 의하여 술주정뱅이의 막장으로부터 구해진 것이다

(日本法務省, 1988, 조흥식·이형섭, 2014;60 재인용).    

이후에도 존 어거스투스(John Augustus)는 1841년부터 1859년까지 약 

1,946명을 선도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그가 선도한 범죄자 중에서

는 단 10여명만이 재범하였고, 그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1878년에 미국 매

사추세츠 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이 성문화 되었다(존 

어거스투스는 최초의 보호관찰관 칭호를 받았으며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51년 해스킨 신부는 소

년보호시설을 설립하고 법원으로부터 범법행동을 한 소년을 인수하여 교

화·개선하였으며, 1864년에는 약 3,000명에 한 생활보고서를 법원에 제

출하는 등 사회 내 처우와 소년법원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조흥식·이

형섭, 2014;59) 

영국에서도 19세기 후반에 경찰법원 선교사가 알코올 남용자를 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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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들에 한 긍정적인 평가로 런던이

외 지역까지 확 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 등에 한 봉사활동으로 확

되었다(조흥식·이형섭, 2014;61)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 법원으로부터 위촉된 소년자원보호자들이 소년

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인수받아 감호하고 교정하는 보호활동을 

하였다. 당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각당복지재단 김옥라 전 이

사장,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상락 교수와 연구팀, 김갑재 환경과 복지

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표, 학생 3명(본 토론자도 포함), 청소년 전문

가 등이었으며(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로 우리나라 자원봉사 역사의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 자원

봉사자들의 교정 교화에 한 긍정적인 평가로 1989년 7월 개정 소년법에 

1호 처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보호자를 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

탁받을 사람(이를 자원보호자라 한다)을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명시하여 법령상의 근

거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창안자 윤재윤판사(당시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담당판사

였다)는 소년심판의 과정에서 1호 저분의 무용성과 사인 참여의 필요

성에 하여 고심하던 중 법문상의 1호 처분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적

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비

행정도는 비교적 낮으나 가정환경이 나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소년들을 우리 주변의 청소년 운동가, 교수, 사회사업가 등 몇몇 

분에게 맡겨 처우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힘입어 자원자

에 한 위탁처분을 점차 늘려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제도

는 처음부터 어떤 형사정책적인 근거나 연구기초를 가지고 시작된 것

이 아니라 실무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필요를 느껴 창안된 제도라는 의

미에서 그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초기의 자원보호자들은 제

도적 뒷받침 없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인내로 소년들을 보호해 오다가 

1989년 8월 20일 소년심판규칙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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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1항) 가정법원 및 각 지원에 자원보호자 지정에 관한 내규가 

제정되어 자원보호자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촉받아 소년보호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공정환, 1997)”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원보호자들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규정1)에 의해, ‘1호’ 비행습성이 고착되지 않아 교정가능성이 큰 소년

들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그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보

호자 신 소년을 위탁받은 뒤, 소년과 1:1의 소박한 인관관계를 통하여 소

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

험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 비행 방지 책으로 다른 처분

보다 1호 ‘소년자원보호자’ 처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동

진, 2003). 현재, 소년자원보호자는 위탁보호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탁보호위원

들은 월 1회 이상 감호일지를 제출하며, 감호일지는 소년들의 ‘보호처분’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한편, 존 어거스투스(John Augustus)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이 성문화 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범들에 

한 자원봉사활동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할 때에 전문적인 사회자원의 참여와 민관 협력이 강

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년 범법자들에 한 보호관찰부터 시작되었는

데, 이는 법원의 자원보호자 활동에 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당시 민간연구팀에 참여하였던 고 하상락 교수 생전 인터뷰. 1995

년). 

법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듯이 법무부에는 보호관찰제도 도입시기부터 

‘보호(선도)위원’이라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보

1)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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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찰제도가 교육과 상담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보호관찰 모델을 참

고하였고, 동시에 민관 협력모델을 따랐기 때문이다. 1996년까지 법무부에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에는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에는 보호선도위원 등

이 활동하였으며, 1997년부터 이들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운

영되고 있다. 2014년 법무부 훈령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법사랑위원

으로 변경되었으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이 그 로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위원회와 지역협의회(청소년위

원협의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가 설치되어있다(조흥

식·이형섭, 2014;239∼240)

범죄백서(2015)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법사랑자원봉사자들은 2014년 현

재 16,862명으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법사랑위원 14,081명과 보호관

찰소장의 위촉을 받은 특별법사랑위원 2,781명이 사법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법사랑자원봉사자들은 보호관찰활동 지원(범

죄예방활동, 보호관찰 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범법자에 

한 상담, 취업알선·재정지원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활동과 선도조건

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 상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장학사업, 우범

지역 순찰 및 우범소년 선도, 법교육 출장 강연, 의료시혜, 약품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사랑위원은 보호관찰소

에서 실시하는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보호관찰 관련법령, 청소년 비행의 

이해, 보호관찰 상자 지도요령,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요령 등)을 일

정시간 이수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상자를 지정받으면 

최소 월 1회 이상 면접하고, 지도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경과통보서를 월 

1회 이상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에는 법사랑위원 외에 소년보호위원이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1963

년 10월 19일 교정교육강화에 따라 소년보호교육기관 교육활동에 외부 인

사를 최초로 활용 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4년 2월 10일 이후에는 법

무부 장관이 위촉을 하고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2014년 기준으로 1,752명이

며, 이 중 교육위원은 925명(교육자, 학원강사, 직업훈련강사 등 전문지식

과 능력을 보유하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

춘 인사들을 교육위원으로 위촉), 종교위원 455명, 어머니위원 243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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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위원 129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등

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이들은 소년보호 정책을 이해하

고 보호·위탁소년 등의 특성을 파악하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일정시간 교육(기본교육은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자원봉사자의 

임무와 자세, 소년보호기관 및 정책의 이해, 형사소송 및 소년사건 처리절

차의 이해, 비행청소년 상담·지도기법 및 관련 법률 및 전문·심화교육과

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 다. 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

소년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관 입주 청소년 등을 상으로 강연, 상담, 심리치료, 종교지도, 의료봉사 

등 선도·보호활동을 하며, 외국어·컴퓨터, 예·체능 교육,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활동 지원, 멘토링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임시)퇴원 후의 

생활지도, 사회정착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과 회복적 정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이다(자원봉사활동기본

법 제 3조 1항). 즉, 자원봉사는 ‘자발성’과 가를 바라지 않는 ‘무보수성’, 

‘이타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원봉사정신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소년보호위원, 소년위탁보호위원, 법사랑위원, 학교폭력 책위원, 경찰서

와 지구 의 봉사위원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범죄인의 시설 내 처우

로 인한 낙인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다이버전제도에도 자원봉

사정신은 발현되고 있다. 발제에서와 같이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재

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전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범죄인

의 처우에 있어, 형벌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인 관점이나 억제이론적인 관

점보다는 범죄의 피해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강조하는 회복적 정의에 가까

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응보이론은 범죄자의 처벌이 중요하고, 억제이론에서

는 일반인 또는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처우이

론에서는 범죄자를 개조하는 것이 주요 관심이라고 하였다. 반면 회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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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 하는 데에 목

표를 두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며,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였다. 즉, 회복적 정의는 사법에 있어서 비폭력적, 평화적 접근 방법을 

표한다고 할 수 있다(하워드제어, 조균석 외 역, 2015;8). 이러한 회복적 

정의 관점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범죄인을 인격적으로 우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건전한 사회

인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제에서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회복적 정의’라고 지적하였듯이, ‘회복적 정의의 형식적 개념’측면

에서 볼 때,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 참여자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함으로

써, 처벌에 그치는 응보적관점이나 억제관점보다는 회복적 정의와 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사법의 관점인 응보이론이나 억제 

이론적 관점들은 발제자의 지적과 같이 ‘가해자인 범죄자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피해자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

지만 범죄는 지역사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발생한다.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무시

하고 가해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처벌하는 것은 완전한 치유로 이어지지 않

는다.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면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가 범죄와 범죄자에 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해

자의 진정한 반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회복적 정의 관점은 소년보호위원, 법

사랑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형사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회복적 정의의 모델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는 회복적 정의와 접한 연관

이 있다. 발제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회복적 정의 모델에는 표적으로 피

해자-가해자 회합(Victim-Offender Conferences), 가족집단 회합(Family Group 

Conferences), 서클(Circle) 등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피해자-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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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의 ‘조정자(김준호 외, 2009;509),’ 가족회합의 일원, 써클에서 진행자 등

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의 창시자로서, 회복적 정의의 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한 

하워드제어(Howard Zehr, 2015)의 회복적 정의 모델에 따른다면 자원봉사

활동은 보다 더 회복적 정의와 긴 해진다. 하워드제어(Howard Zehr)는 ‘피

해나 원인을 다루는가, 피해자를 중점적으로 적절하게 배려하는가, 가해자

에게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화 및 

참가를 통한 의사결정의 기회가 있는가, 모든 당사자를 존중하는가’에 따

라, ‘완전 회복적,’ ‘ 부분 회복적,’ ‘일부 회복적,’ ‘잠재 회복적,’ ‘유사 회복

적,’ 또는 ‘비회복적’으로 구분하였다. 

‘완전 회복적’ 모델은 회합이나 부분의 (가해자 피해자)만남 모델이며, 

‘일부 회복적’ 모델은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거나 책임질 의사가 없는 사

건의 경우, 가해자의 검거 여건에 관계없이 범죄 발생 직후에 피해자를 참

여시키고 니즈 등을 다루는 것이다. ‘ 부분 회복적’ 모델은 피해자와 가해

자의 면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이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고(하워드제어는 이를 일부 회복적이라

고도 하여 개념정리에 있어 혼선을 준다), ‘잠재 회복적’ 모델은, 가해자는 

기꺼이 책임을 이해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

는 경우에 가해자만을 상으로 진행되는 가해자 재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처우 모델들이 해당된다. 하워드제어는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프로그램들 

중 명백하게 회복적인 내용은 거의 없으나, 피해자의 니즈에 최 한 관심

을 가지도록 처우함으로써 회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잠

재 회복적’은 그자체로 회복적인 것은 아니나 사회봉사명령, 교도소 내 종

교교육, 재소자 사회복귀프로그램, 가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회복적 틀을 포

함하도록 재설계 되면, 예를 들어 회합의 모든 참여자가 해결방안을 마련

하는데 참여하고 사회봉사 내용이 최 한 가해행위와 연관되고, 해결방안

에 공동체와 가족이 어떻게 합의 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공동체에 가를 치르거나 공헌을 하도록 한다면 회복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유사 회복적,’ 또는 ‘비회복적’ 모델은 

사형사건과 같이 회복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하워드제어, 



제2세션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토론문

146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통체

조균석 외 역, 2015;73∼76). 

이러한 하워드제어의 회복적 모델들은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활동과 메칭

이 가능하다. 형사사법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여하

는 가족회합 등에서 조정자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데(김준호 외, 2009;509), 

이는 가해자, 피해자 만남인 ‘완전 회복적’ 모델에서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법사랑위원이나 소년위탁보호위원 등은 때때로 피해자만을 만

나 그들의 고통이나 사연, 욕구를 상담하고 치유되도록 돕기도 하는데, 이

는 ‘일부 회복적’ 모델에서의 활동과 메칭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으로부터 사연

을 듣고,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는 ‘ 부분 회복적’ 모델에서의 활동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

자만을 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신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동을 깊이 반

성하게 하며, 공동체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법사랑위원이나 소년

보호위원, 위탁보호위원들은 가해자를 상으로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은 

비난하지만, 가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비난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장래를 걱정하고, 가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후원 등을 하는데(김준호 외, 

2009;504∼505), 이는 ‘잠재 회복적’ 모델에서의 활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법사랑위원이나 소년보호위원, 위탁보호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가

해자를 처벌하는 데에서 그치는 응보적 관점이나 억제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활동들이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또는 면이 불가능할 경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와 가해자가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키고 공동체에 회복되도록 활동해 왔는

데, 이러한 활동은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모델 중 ‘잠재 회복적’ 모델

과 메칭되는 활동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한편, 베이즈모어와 웰그레이브(Basemore and Walgrave)는 회복적 정의

를, 피해자와 범죄자가 면절차에 한정하는 것은 협소하다고 비판하면서,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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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라고 하였다(김준호 외, 2009;496). 베이즈모어와 웰그레이브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사법 분야의 자원봉사활

동은 곧 회복적 정의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회복적 정의를 피

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협의

적인 관점의 회복적 정의로, 범죄로 일어난 피해를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

의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을 광의적 관점의 회복적 정의로 개념화 한

다면(정희철, 2011), 자원봉사활동은 광의적 관점의 회복적 정의 활동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회복적 정의 원리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화해권고제도가 

복지모델인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장치되어있는 바(강지명, 2012), 이는 

복지 원리로 작동하는 자원봉사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회복적 정의를 토 로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

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원봉사활동과 회복적 정의

3. ‘회복적 정의’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회복적 정의 관점은 기존의 응보적 관점이 간과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회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관점이 확 되고 있

다. 즉, 회복적 정의 관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

공받음으로써 빼앗긴 통제감을 되찾고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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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가해자는 자신의 행

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충격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 또한 회복적 정

의는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존중하는 처우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회복을 주

며,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치유를 제공한다(조흥식·이형섭, 2014;452). 때문

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공식적인 사법보다 공정하고 만족한다고 평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회복적 정의 관점은 확산되는 추세

이다(김준호 외, 2009;515∼516). 

이와 같이 회복적 정의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가 지적하였

듯이 회복적 정의는 넓은 개념과 참여자의 한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회복적 정의에 한 주요 비판은,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지만, 실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피해자라도 가해

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복적 정의에 참가함으로써 피해

자가 회복적 정의에 이용되거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도 많으며(조흥식·이형섭, 2014;451), 특히, 회복적 정의 프

로그램이 충분히 구조화되어 관리되지 않으면 회합에 참여한 피해자나 참

가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2014년 12월 황산테러 교

수는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와 형사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형사조정 당사자인 조교 등에게 뿌려 조교는 중태를 입고, 부모,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은 전치 2∼6주 이상의 화상을 입기도 

했다(kbs 뉴스, 2016년 3월 29일). 이밖에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참여를 

강요받거나, 범죄인의 정신태도를 경시하고, 사회 전체가 고통 받는 손상에

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이윤호, 2011).

하지만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한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보완이 가능

하다. 발제자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이며 그 

기반은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해외의 여러나라에서

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큰 역할을 해왔다. 자원봉

사자들은 범죄인을 일방적으로 낙인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며 공동체 사

회에 재통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회복을 위

해서도 상담이나 물질적인 지원 등을 하였고 지역사회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때문에 회복적 정의가 보다 활성화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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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원봉사자들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회복적 정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은 첫째, 피해자

들을 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

가 실현되는데 있어 절차상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피해자의 불참을 자원봉

사자가 보완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강력사

건의 피해자 중 일부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두려워한다. 또한 살인과 같이 

피해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본 토

론자는 발제자가 원장으로 계셨던 경기도 의왕의 서울 소년원에서 가해 청

소년들과 부모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부모자녀 공동교육’을 전국 최초로 진

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절도와 폭

행,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 행동을 한 청소년

들로, 사실상 가해자, 피해자 만남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들이

었다. 절도나 폭행 피해자 다수를 경기도 의왕의 소년원에 어떻게 참여시

킬 것이며, 공무집행 방해죄일 경우 누가 피해자로 참석할 것인가 하는 문

제, 게다가 성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자, 피해자 회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피해자를 실제로 참여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본 토론자는 가해 

청소년들에게 피해자를 신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과 두려움, 고통 

등을 설명주고 가해자가 이를 충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안합니

다.’라는 3주간의 프로그램 에서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상처에 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섰으며, 어떻게 피해를 복구해야 

할지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상습적으로 

가해 행동을 한 소년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반성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주 1회 2시간 30분씩 총 8회기를 진행하였고(‘미안합니다.’ 3주간 포함), 

6개월 후에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해청소년들의 재

범률은 0%로 공동체에 모두 건강하게 정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프로

그램을 하워드제어의 모델과 메칭시킨다면 ‘잠재 회복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가해자는 기꺼이 책임을 이행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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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회피한 상태에서, 가해 청소년 부모들은 절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었고, 가해 청소년을 신하여 사과를 하거나 가해청소년이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가해 청소년의 부모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부

모를 만나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 청소년이 쓴 사과의 편지도 전달하였다. 

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만을 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이면서 자원봉사자인 본 토론자는 피해자를 신하

여 피해로 인한 여러 고통들을 가해 청소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는 역할

을 하여 피해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은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담하여 회복적 정의 

모델을 보다 더 구조화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구조화

되지 않으면 ‘황산테러 교수’ 사건과 같은 또 다른 범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가해 청소년과 재소자들 중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에 와 있

는지, 그리고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 들어오지 않을 사건인데 빽이 없거

나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등 범죄에 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2015년에 본 토론자가 만난 성폭력 가해청소년 중의 한명은 ‘피해 여학생과 

같이 술을 마셨고 그 애가 원해서 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고 피해자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않거나 억울해 하는 가해자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극도의 두

려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회합에서 가해

자가 원하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발제문의 사례에서도 

‘가해학생의 거부, 회피 등의 모습과 피해학생의 불안감이 보여 졌고 시종

일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초기과정에 충분하게 라포를 형성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하였다. 때문에 회합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두려움 속

에 가해자와의 참여를 강요받거나 합의하는 결과가 되면, 회복적 정의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회복적 사법에 이용

될 수 있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한 불균형을 

반복하거나 영속화시킬 잠재성도 있다(이윤호, 2011). 때문에 가해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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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를 회합하는 모임 전에 조정자는 사전에 가해자를 만나 범죄를 인식시

키고 교정시켜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고 자신이 가해로 

인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 이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야 한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자원봉사자들 중에 회복적 

정의를 훈련시켜 사전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가해자-피해자 회

합 프로그램이 보다 더 구조화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충분히 훈련된 형사사법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가해자들이 범죄

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가해자들을 치료 및 교화시킬 수 있다. 이

는 회복적 정의가 지나치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어 강력범죄

에서 핵심적 요소인 범죄인의 정신태도를 경시한다(이윤호, 2011)는 비판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자원봉사자들이 회복적 정의 모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가 받

는 고통과 비용을 가해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회복적 정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회복적 정의가 공익보다는 개인이 경험한 손상에만 초점을 맞추

어 사회 전체가 고통 받는 손상에는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다(이윤호, 2011). 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인 자원봉사자들이 회복적 

정의모델에 직접 참여한다면 사회가 받는 고통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가해

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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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원봉사자는 가해자-피해자 만남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가

해자와 피해자를 사후 관리하여 회복적 정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형의 

불균형’ 등을 보완할 수 있다. 간혹,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양형이 줄어들거나 피해자의 보

호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발제문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해학생과 피해학

생의 높은 저항과 불안, 시간적인 한계, 프로그램 진행의 미숙함 등으로, 프

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도 있다. 설령, 화해가 잘되어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많은 

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종결될 경우,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며, 가해자들 또한 회피

하는 피해자들로 인해(임재연 외, 2012),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재통합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때문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

들이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감정을 보살피

고 사회에 재적응시키며, 가해자에게는 낙인의 부작용과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4. 회복적 정의 사례-화해권고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을 통해 ‘화해권고제도’가 신설

되었다. 소년법 25조 3항에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

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가해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해권고

제도는 가해소년과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화에 참여해야하고 ‘피해변상’

이 표적인 합의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강지명, 2012). 하

지만 우리나라의 화해권고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화 과

정에 참여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 화 모델을 모방하여 운영되

는 등(하태선, 배임호, 2015), 표적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

정받고 있다. 

경험연구에서는 화해권고위원들이 조정자, 갈등분석자, 상담자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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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임재연 외(2012). 학교폭력 피해자ㆍ가해자의 화해조정사례

연구’에서 발췌. 

* 1사건 당 화해권고 위원 중 3인 1조로 구성(2인은 상담 전문가, 1인은 

변호사)

* 주조정자, 협력조정자, 변호사위원-합의금 조정시 법률적 자문 및 중

재안 제시 

* 상담기술 : 민감하게 경청하기, 경청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기, 자기표

현하기, 명료화, 긍정적 재해석, 집중하기, 요청하기, 모델링, 조정자 

역할 

* 그림1 출처: 선의종(2010).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p. 113. 

* 화해조정 사례 : 화해조정은 피해자측, 가해자측, 3인 조정자가 모두 

질을 가져야하며, 인본주의적 태도, 전문성과 정치성, 공정성, 윤리성, 창의

성, 비심판적태도, 학제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천정환, 2015). 아래의 

사례는 자원봉사자들의 회복적 정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자에게 형사사법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정리하고,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고찰하며 정리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발제자께 감사

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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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면 담당판사가 입장하여 시작되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 

* 처음: 마음 준비하기 - 깊이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앉기 등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지지하였고, 불편함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슷한 상황임

을 인식시킴. 화해조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닌 피해자, 가해자 당사자임

을 처음부터 주지시킴.

사례 예시 1)

조정자) 종국이가 그때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 

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니? 

종국) 네. 

조정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종국)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조정자) 그렇구나.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힘들었구나. 종국아 그때 일이 

떠오를 때 마음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종국) 그때 일이 생각나서 좀 힘들었어... 

조정자) 경민아 종국이가 그때 일이 생각나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경민

이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니? 

경민) 그냥 다 잊어버려..... 

조정자) 경민이가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네. 고맙게도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 하는데 얘기 듣고 마음이 좀 어떴니? 

종국) 좀 편해졌어요. 

(사례 예시 2) 

조정자) 민국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어떤 기분이 들

었니? 

민국) 전화받을 때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처

음엔 그럴 수 있겠지.... 

조정자) 그럼 두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니? 정현이, 상준이 잘 들을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관점 -회복적 정의’에 관한 토론

제9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155

수 있겠니? 

민국) 전화 받았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돈은 부족하고, 고통스러웠

어................ 

조정자) 상준아 민국이가 너희들 전화 받고 답답하고 불안했다고 말했

는데, 민국이가 전화받을 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가졌다는 걸 이제 알

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상준) 니가 우리 전화받았을 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가졌다는 걸 알

았어.... 

조정자) 상준이는 어떤 마음이 드니? 

상준) 미안한 마음.... 

조정자) 그래... 민국아 그것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니? 

민국) 학원은 가야하는데 계속 전화는 오고, 당황스럽고, 집중도 안되

고,... 

조정자) 그래서 힘들었구나, 니 입으로 상준이 정현이 이름 부르고 말할

수 있겠니? 

민국) 정현아, 상준아, 학원은 가야하는데 전화는 계속 와서 당황스럽고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하고 힘들었어.... 

조정자) 민국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상준) 니가 학원에서 내전화받고 당황하고 수업 집중도 안된다는 걸 알

았어.. 

조정자) 정현이도 민국이 눈을 바라보고 민국이 말을 내가 잘 들었다고 

생각될 때 말할 수 있겠니? 

정현) 너가 학원에서 내 전화받고 당황하고 수업에 집중도 안된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사례 예시3) 

조정자) 어머님들도 경일이가 어떤 걸 가장 힘들어했다는 거에 대해 아

셨을 겁니다. 경일 이에게 힘들어했다는 거에 대해 알았어라고 말씀하

실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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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모) 경일아, 니가 가장 힘들어했던게 모르는 형들한테 맞은거란 걸 

알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고, 형들하고 만나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조정자) 어머니 모르는 형들한테 맞으면 어땠을까요? 어머님은 살아오

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맞은 기억.... 

상훈모) 아무 생각 안나겠죠. 진짜 당황하고,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경일아, 니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고, 니가 얼마나 힘들고 

그때는 아줌마는 형만 생각했는데, 지금 니말 들으니까 가슴 아프고 속

상하고 그렇다... 

조정자) 경일아 상훈형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어떠니? 얘기

할 수 있니? 

경일) 어머니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조정자) ..........이제 조금 잘못한 부분은 뭘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잘못한 거 같아 하는거.. 

상훈) 내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안나는데, 때린거 미안해. 

조정자) 그래 사과는 용기가 필요한거야.. 상훈이형이 때린거 미안하다

고 얘기하네, 경일아, 사과를 받아들이겠니? 상훈이형 보면서... 

경일) 상훈이형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고,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

일게.., 

조정자) 그래, 경일이가 상훈형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게 했어, 민우

는 어떻니? 민우)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미안해.... 

경일) 민우형, 형의 이런 사과는 지금 많이 풀려서 받아줄 수 있을 거 

같애. 

(사례 예시 4) 

조정자) 상준이는 이 일 겪으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니? 

상준) 부모님이랑 이번에도 저번에도 법원왔을 때

조정자) 민국아 상준이 얘기들었잖아... 하고 싶은 얘기 있니? 

너도 상준이가 부모님과 법원에 왔을때 힘들다는 걸 알았어라고 얘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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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니? 

민국) 상준아.. 니가 부모님이랑 법원에 왔을 때 힘들다는 걸 알았어. 

조정자) 정현이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니? 

정현) 민국이랑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게 힘들었어요. 

조정자) 민국이에게 너의 그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니? 

정현) 민국아 학교에서 너랑 친하게 못지내는게 힘들었어.. 

조정자)민국아 정현이 너를 믿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민국)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조정자) 부모님들 아이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들

이 진심으로 사과 하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는데 지금 용기 내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정현, 상준 부모가 민국이에게 가서 안아주고, 사과함..) 

조정자) 민국이도 정현, 상준에게 다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겠니? 

민국) 이 자리를 계기로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정자) 종현, 상준이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니? 

정현, 상준) 고맙다... 

(사례 예시 5) 

조정자) 민우는 어떤게 가장 힘들었니? 

민우) 엄마한테 계속 미안했어요. 

조정자) 어떤 부분이 미안했니? 

민우) 사고쳐서 이런데 오게 한 것이 미안했어요. 

조정자) 그래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일아, 민우형

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린 거라고 하는데 니가 알

아줄 수 있니? 

경일) 민우형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한테 많이 미안했다는 걸 알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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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 민우야 엄마에 대한 죄송함을 엄마에게 얘기할 수 있겠니? 

민우) 엄마.. 나에 해 실망하게 한 것 제일 힘들었어요. 죄송해요....엄

마 힘드셨던거 생각하면 저도 맘이 아파요, 죄송해요. 

조정자) 민우 어머님, 엄마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민우모) 엄마도 힘들었어....엄마 걱정해줘서 고맙다. 

(사례 예시 6) 

종국모) 제가 그때 때렸어요.. 실수로 일어난 일인 것도 모르고 애가 별

나다고 심하게 때렸어요... 종국아 미안해..... 

조정자) 경민이 어머니, 종국이 한테 또래 엄마로서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국이가 조금이라도 듣고 편안해질 수 있는 말. 

경민모) 그동안 고생 많이했어, 니 맘 모르지 않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

서 미안해.. 힘내고, 잊어버리고.. 경민이가 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조정자) 경민이 엄마가 같은 엄마로서 잊어버려라 힘들었겠다 얘기하시

는데 어떤 말 할수 있니? 

종국) 고맙습니다. 

조정자)종국이 어머님, 경민이가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누워서 못자고 

마취안하고 꿰메 고, 그런데 경민이가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 보면서 어떤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종국모) 경민이가 힘들었을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아프게하고 병원다

니게 한것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른들이 못나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사과할게. 

(사례 예시 7) 

조정자)민석아 지금은 고통의 점수가 얼마나 되니? 처음에 10점, 중간에 

5점.. 친구를 용서한 지금은? 

민석) 더 내려간 거 같아요.. 한 2점 정도.. 

조정자) 정현, 상준이는? 처음 법원왔을 때가 10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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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잘 모르겠어요. 

상준) 4점 정도 

조정자) 그래 너희들이 이 자리의 주인이었는데, 끝까지 잘 보여줬어. 

민국이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겠니? 

민국) 저 많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자) 손 한번 잡아주세요..민국이가 고통을 벗어던지는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 요? 

민국모) 기특하고 착하네요.... 

조정자) 상준아버님도 상준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부모님들께서 진심

으로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보면서 아이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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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발제문

빈곤패러다임 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서병수

((사) 참누리빈곤상태상담센터) 박사 

1. 빈곤패러다임의 변화

빈곤의 원천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빈자   →   소득빈곤 → 다차원·인간빈곤  --⇢   사회빈곤

 (개인, 가족)  (개인, 가족)   (개인으로서 인간)    (인간+사회+자연)

   (행태)      (기본욕구)       (삶의 수준)      (지속적 삶의 질 향상)

(1) 빈곤은 빈자의 행태(선택과 특징), 도덕적 결함, 하류층 문화에 기인 

: 빈자패러다임(통제패러다임)

○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부족한 노동력에 해 정주강요 

등 통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력이 

규모로 도시로 이동하고 부랑인들이 량으로 발생하자 당시 영국사

회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빈민·노동력 통제1)를 강력히 실시하

였음. 노동자들은 빈곤해져야 일하게 되는 나태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계급으로 규정됨.

1) Frances Piven과 Richard Cloward의 『Regulating the Poor』(1972, 1993)에서는 빈민구제의 이유로서 자선(휴머

니즘 또는 종교에 의한), 빈민·노동자 통제(자본주의 사회의 질서 유지와 노동 규범 강요), 경제적 효율성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의 3가지를 들었다. 저자는 여기에 시민권과 사회정의

(기본권, 탈 상품화, 가치)를 추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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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실천은 자선조직협회의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통제 역할(사회화, 

치료모델, 가족주의 중심 등)2)과 인보관·파비안협회의 사회변화 역

할(지역사회조직, 반 빈곤운동)로 나뉨.

(2) 빈곤은 개인의 소득 또는 보유자원의 부족에 기인

: 소득빈곤 패러다임(성장패러다임)

○ 2차 전 이후 경제학의 소비·소득증  = 효용· 쾌락증 =행복증가

라는 가정에서 물질적 결핍을 겪는 빈곤상태를 소비·소득 또는 보유자원

의 부족으로 정의하고, Rowntree(1901)와 Booth(1903)의 바스켓방식에 의해 

산출된 최저생존비를 소득·소비 빈곤선으로 함. 공공부조는 빈민의 부족

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항의 경험에서 자유시장에 한 정부의 개입

(총수요관리, 최저·최고임금제한 등 소득정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포용적’으로 개선하여 혼합경제체제를 구축 

   - 케인즈주의 30년 : 복지지출은 경기의 자동조정 역할. 3가지 복지국

가형태(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발전하고, 빈곤율과 불평

등지수가 하락.

   - 신자유주의 30년 : 시장 주도,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복

지지출 감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복지지출 감축에는 실패

   - 1980년 부터 신자유주의가 거시정책을 주도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이 심화되자 1990년 부터 북구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체제를 

모델로 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전복지와 생산적 복지

지출에 의한 인간자본 향상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전략을 강화. 그러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시간의 비정규직 고용과 저임금 노동

자를 양산하여 근로빈곤이 확 .

○ 한편 1960년 -1970년  인권운동, CO확산, 지역화폐 및 협동조합 운

2) 자선조직협회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자와 자격이 없는 빈자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성품이 좋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빈곤을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다. 후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빈민법의 구제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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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 제 3섹터가 활발하였으나 빈곤 처에는 미흡하였음. 

   - 신자유주의와 복지재정 압박으로 복지체제는 시장기능도입, 민간자

원 동원 등으로 복지공급을 다원화하게 되었고, 자원봉사활동이 크

게 신장.

(3) 빈곤은 개인의 역량 결핍(=자원확보 능력+기회)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 다차원빈곤(인간빈곤)

○ 빈곤개념이 소득(소비) 단차원에서 삶의 조건(물질적·비 물질적 다차

원)의 결핍으로 확

   - 기본욕구접근(1976년 ILO에서 제안, 기본욕구를 충족할 충족요인들

의 리스트작성)         

   - 박탈지수(1979년 타운젠드는 사회참여를 나타내는 60여개의 생활양

태로 구성)

   - 사회적 배제접근(1990년  중반, 배제의 사회관계성을 중시. 빈곤선 

정의에 어려움)

   - 참여적 접근(2000년  초 세계은행보고서 ‘빈자는 무력하고, 목소리

가 없다’)3) 

   - 역량접근(UNDP의 1997년 인간발전지수, 2010년 다차원빈곤지수)4) 

     * 다차원빈곤지수는 건강결핍, 교육결핍, 주거환경의 열악, 낮은 수

준의 물질적 삶, 소득의 부족, 역량의 약화, 낮은 노동의 질, 폭력

의 위협으로 구성 

   - 포괄적 성장접근(2000년  초반 pro-poor 성장접근이 발전)

   - 장소근거 지역사회발전접근(2000년  초반 OECD)

3) 세계은행의 Deepa Narayan은 동료들과 함께 1999년 초 23개국 300여개 지역의 2만 명의 주민들을 10-15
명의 소집단으로 만나 참여적‧ 질적 조사방식에 의해 빈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견해로 빈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정리하였다. 빈곤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였다. Narayan은 빈곤은 무력하고 고통이라고 요약하였다
(Narayan, 2000, Crying for Change)

4) 아마티아 센(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잘 살아갈 수 있는 실현역량은 ‘기능들’과 ‘역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

다. 기능은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성취한 삶의 상태이고, 역량들은 이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 즉 자유 실현의 수준이다. 웰빙 또는 표준적 삶을 측정할 때 상이 되는 것은 소유한 상품 

목록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상품들을 선택하여 성취한 상태들이다. 빈곤은 최소한의 기초적 역량이 결핍되

어 적정한 기능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즉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결핍된 것이다(서병수, 

2007, 다차원빈곤 강의록, (사)참누리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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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차원에서 지역빈곤퇴치·지역발전계획의 수립 활발(특히 북미), 

복지실천에서는 클라리언트 참여적 프로그램 및 평가 틀 개발 

(4) 빈곤의 원천으로 개인의 역량에 사회적 역량을 포함(진행 중)

: 사회빈곤패러다임(사회진보패러다임) 

○ 인간은 개인의 기본욕구를 넘어 상위체계로의 성장욕구와 이를 실현

하려는 역량을 갖추려는 존재로서 욕구와 역량의 결핍을 조건지우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시간 요인을 포괄하여 인간의 번영을 

저해하는 사회빈곤의 발생을 규명하는 연구동향 등장.

   예: Julio Boltvinik의 인간번영접근   

   -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넘어 사회진보 지표(삶의 물질적·비물

질적 조건+ 자연·인간·사회·물적 자본)에 의한 구체적 정책전략

을 모색 중

○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조직코드에 매몰되어 인권원칙과 사회정의의 가

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 증진(promotion)과 보호(protection)의 목표

를 잃고 있지 않는가 하는 성찰과 반성이 나타났음(2005년 영국 스코

티쉬 교육청의 “21세기사회복지실천리뷰그룹” 앞 보고서)

   → 빈곤패러다임과 성장패러다임은 동전의 양면

2. 지난 30년간 선진복지국가들의 불평등·빈곤 동향(OECD 보고서)

○ 장기간 낮지만 성장세 지속

(가구 소득증가율이 1인당 GDP증가율보다 낮았음)

○ 소득불평등 심화, 중산층의 소득 몫 비중 하락

   - 재분배의 효율성이 약화

(최근 수십년동안 조세는 누진적 성격이 희석되고, 근로연령에 한 

복지급여는 실질 임금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여 저 소득층 소득은 지

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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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소득층(특히 최 상위 1%)으로 소득 편중

   - 특히 최상위 1%가 1976-2007년 중 총 소득증가총액의 20-47%를 가져

갔음

    (미국 47%, 카나다 37%, 영국 및 호주 20% 등) 

   - 부는 소득보다 불평등이 더욱 심화

    (최 상위 10%가 총 순자산의 절반을 약간 하회, 다음 50%가 절반, 하

위40% : 3% 수준)

      1980년  중반          2010년

    지니계수          :      0.29          0.32(0.34, 한국발표 ) 

   상위 10% 평균소득 :      7.0배          9.5배(10.5, OECD 발표)

   상 소득빈곤율     :      9.0%          11.2%(16.3, 한국 발표)

* (  )내 한국발표는 2014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15)

  - 상대소득빈곤율이 지속 내지 상승하고, 빈자들의 평균소득이 하락

    (임금소득 수준과 빈곤이 대 물림됨을 확인)

    * 불평등 상승+빈곤율 상승 : 불란서, 미국, 덴마크, 일본, 독일, 덴마

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

     불평등 상승+빈곤율 하락 : 영국

     불평등 하락+빈곤율상승 : 네델란드, 뉴질란드, 체코, 터키

     불평등 하락+빈곤율 하락 : 이태리, 그리스,. 칠레, 멕시코

     * 최 상위 1%의 분배비율이 높을수록 상 소득빈곤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

      (앤서니 엣킨슨, 2015, 불평등을 넘어)

○ 고용의 질 악화(소득, 직업안정성,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 고용의 약 1/3을 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가 고용의 질이 매

우 열악

   - 청년 실업율이 전체 실업율의 약 2배로 상승(근로연령빈곤율 OECD 

8%, 한국 12%)

     ⇒ 지난 30년간 OECD의 다수 국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세가 지

속되었고,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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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2013 

또는 최근
증감

(%포인트)

Denmark 1985 2012 0.221 0.251 +3.0

Czech Republic 1992 2012 0.232 0.251 +1.9

Norway 1986 2012 0.222 0.253 +3.1

Finland 1987 2013 0.209 0.262 +5.3

Sweden 1983 2012 0.198 0.274 +7.6

Hungary 1991 2013 0.273 0.288 +1.5

Germany 1985 2012 0.251 0.291 +4.0

Luxembourg 1986 2012 0.247 0.299 +5.2

Canada 1985 2011 0.293 0.316 +2.3

Australia 1995 2012 0.309 0.324 +1.5

Italy 1984 2012 0.291 0.325 +3.4

New Zealand 1985 2012 0.271 0.333 +6.2

Japan 1985 2009 0.304 0.336 +3.2

United Kingdom 1985 2011 0.309 0.344 +3.5

모범생인 노르딕 국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사회자본의 부정적 요소인 지배 권력과 다원화된 집단들의 사익 추

구, 경제제도의 수탈적 구조, 인종·여성 차별 등 정치경제체제의 동

맥경화요인들이 빈곤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론이 이미 제

기되었음5) 

   - 발달된 서구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수탈적 동맥경화적 정치경제체제

가 불평등 심화와 빈곤지속, 장기 경제침체와 같은 뉴 노멀을 초래

한 점이 2008년 글로발 금융위기를 통해 확인됨. 

   - 60년에 걸친 빈곤-성장-분배-빈곤 삼각관계 논쟁에서 불평등이 지속

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 실증되어(후술)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

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됨. 

OECD국가 지니계수의 장기변동

5)  주요한 책으로는 Daron Acemoglu와 James Robinson(2012)의 『Why Nations Fail』(“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번역)와 Mancur Olson(2000)의 Power and Prosperity』(“지배 권력과 경제번영”으로 번역)이 있다.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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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2013 

또는 최근
증감

(%포인트)

Israel 1985 2011 0.326 0.377 +5.1

United States 1985 2013 0.340 0.401 +6.1

Mexico 1984 2012 0.452 0.482 +3.0

OECD22 0.289 0.318 +2.9

Belgium 1983 2011 0.257 0.264 +0.7

Netherlands 1985 2013 0.272 0.278 +0.6

France 1984 2012 0.300 0.306 +0.6

Greece 1986 2012 0.352 0.338 -1.4

Turkey 1987 2011 0.434 0.412 -2.2

자료 :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income-inequality_9789264246010-en

OECD국가의 상 소득빈곤율 추이(1995–2010, 중위소득 50%기준)

자료 :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제3세션 빈곤예방 및 해결-발제문

182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통체

3. ‘성장 우선’에서 ‘포괄적 성장’6)으로 패러다임 전환

○ Kuznets(1955)7)는 경제발전단계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이후 

성장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었다는 역 

U자 현상의 역사적 경험을 보고하였음, 

   - 경제발전 초기에 성장이 불평등을 강화시킨 원인은 노동자들이 생

산성이 낮았던 농업 등 전통적 생산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 산

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등 생산 및 분배구조가 크게 변한데 따른 것으

로 분석하였음. 

경제발전 후기에 소득분배가 다시 개선되는 것은 성장의 성과가 시

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전 부문으로 확산된데 따른 것(낙수효

과)으로 해석하였음.8) 

   - 쿠추네츠가설(성장과 불평등의 역 U자 관계)은 1960년 -1970년 에 

걸쳐 학자들이 당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하였고, 자본투입을 중

시하는 솔로우의 성장모델9)과 낙수효과가설로부터 ‘파이는 나누기

보다 먼저 키워야한다’는 ‘성장 우선’이 각국의 최고 거시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같은 맥락에서 지역성장정책은 별도로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음. 

초기에 자본이 부족하고 상 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도 값 싼 노동력 

때문에 자본이 유입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부문이 발달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자동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기 하였음). 

6) Inclusive growth르 ‘포용적 성장’으로 번역하면 할 수 없이 도와준다는 시혜적 의미가 있어 본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7) Kuznets, Simon.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8)  전통적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분배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타당한 몫이 노동 등 각 생산요소에 

배분되며(한계생산물이론에 의한 기능적 분배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소득불평등 완화는 투자와 노동유인

을 저해하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9) 1970년 까지 주류를 이룬 Solow(1956)의 신고전파 성장모델에서는 장기적 성장률은 기술수준, 저축률과 

투자률 및 인구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기술수준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다. 이 이론의 핵심은 성장의 

주된 요인은 물적 자본 축적으로서 부자의 저축성향이 빈자보다 높은 까닭에 분배의 불균등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장기에는 물적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고 

낮은 소득수준의 국가들의 성장률이 상 적으로 높게 되어 국가 간 소득격차는 좁혀진다는 것이다. 이 

모델이 현실에서 맞지 않은 점이 자명하여지자 기술진보가 교육, 연구, 학습 등에서 유도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난 30년간 IT 등 기술진보가 급속하였지만 총생산성이 둔화되

어 왔다는 분석에 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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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들어 각국의 통계데이터에 한 조사기간이 확 되고 데

이터의 질이 개선되면서 Kutznets 가설을 기각하는 실증결과가 많아

지고, 성장의 속도와 소득분배의 악화가 체계적인 또는 필연적 관계

는 아니며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 중립적’이라는 점이 일부 검증되

자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으로 진전되었음. 

   -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정책에 불구하고 성장이 빈곤 감축을 

보증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속 또는 확산되는 현상에 당면하였음.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지원정책

의 중점을 바꾸어가면서 노력하였으나10)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

음. 선진국에서도 성장 지속과 복지국가의 발전에도 빈곤이 증가하

거나 줄어들지 않았음. 

○ 경제 발전학에서는 1970년  중반부터 친 분배정책이 제기되는 등 친 

성장정책에 한 비판이 시작되어11) 1980년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

가설에 한 신념과 1990년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워

싱턴 콘센서스에 의한 저 개발 상국 상 구조조정적 안정화정책(한

국의 IMF사태에도 적용)에 한 비판으로서 pro-poor성장론이 1990년

 후반-2000년 내외로 형성되었음. 

   - 지난 30년간 ‘성장의 속도’를 중시하는 성장정책의 빈곤감축효과는 

의문시되었고,12) 경제성과를 배분하는 정책조치가 없이는 불평등 심화

와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성장정책으로는 

빈민들의 발전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여졌음. ‘성장의 속도’

와 함께 ‘성장의 패턴(과정)’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세계은행과 

UN(2000년)과 OECD(2001년) 등 국제기구에서는 pro-poor성장을 반 빈

10) 성장이 빈곤감퇴의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제기구들(특히 세계은행과 IMF)은 성장촉진을 위하여 

원조 또는 지원정책의 중점을 1960년  투자부족부분 지원(로스토우모델, 투자재원 갭 모델) →1970년  

기술지원(솔로우모델)→ 1980년 -1990년  실패한 기존 정책의 개선(와싱톤컨센서스기준에 의해 재정적

자감축, 환률자유화, 무역자유화, 조세개혁, 규제완화를 실시) → 2000년  제도와 역량강화(재정관리능력, 

감사기능 등 행정제도개선, 법제 개혁, 공적부문임금제도 개선, 리더쉽과 거버넌스향상 등을 조건으로 

원조) 등으로 바꾸어 나갔다. 

11) Chenery와 AhluwaliaI의 ‘Redistribution with growth’(1974)’란 논문이 효시이다. 
12) 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절대소득 빈곤이 크게 감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는 빈곤선 

1일 1-2.5달러기준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비판이 끊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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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프로그램의 핵심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음. pro-poor 

성장은 성장-빈곤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성장 우선주의를 벗어나 빈곤-

성장-불평등의 삼각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빈곤감퇴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임. 

○ ‘pro-poor 성장’은 빈민들에게 성장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빈민들이 그 과실을 나누어 가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성

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2개의 입장이 있어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음. 

(1) 절대적 정의접근(약한) : 세계은행의 ‘포괄적 성장’

   -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빈민들의 평균소득이 높아지면(소득액

이 조금이라도 늘면) pro-poor성장이다. 성장활동에 빈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그리고 전 부문을 상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포괄적 

성장’(pro-poor에서 inclusive로)이라는 용어로 바꿈. 성장 패턴’과 함

께 ‘성장의 속도’를 중시하여 생산적 고용(사전적으로 고용기회확

와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사실상 성장 우선에서 주장하는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고 비판받게 됨.13)  

(2) 상대적 정의접근(강한) : UNDP의 Kakwani and Son(2003) 등 경제학자

   - 빈민들의 소득증가율이 비 빈민들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여야 

pro-poor성장이라는 입장으로 빈민들의 불평등이 개선되는 결과가 

없이는 pro-poor성장이라 할 수 없음. 

○ OECD는 소득을 포함하는 삶의 질 또는 다차원적 빈곤 접근에 의한 

‘사회진보패러다임’ 안에서 ‘포괄적 성장’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구체적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상 적 정의접근임) 

  

13) McKinely(2006)는 “faster growth but greater inequity” or “a period of slower growth but greater equity”의 관계로 

보고, 실용적으로는 전자가 좋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의 입장을 설명한다.



빈곤패러다임 변화와 자원봉사활동

제9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185

 빈곤수준의 변동

불평등/재분배 성   장

<참고>       빈곤-성장-불평등 삼각 관계의 잠정적 결론 

         

           

    
○ 지난 60년에 걸친 이론과 실증 논쟁으로 아직도 결론이 분명치 않

다. 

○ 빈곤이 심화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곤이 

심화되는 점에서 빈곤과 상 적 불평등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

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빈곤감

축 정책수립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과 불평등이 서로 어떻게 작용

하고 작용 받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이 두 요인이 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두 번째 질문이 된다. 

<실증에 의한 잠정적 결론>

① 성장→빈곤 관계

   - 성장은 빈곤감축의 필요조건(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충분조건

은 아니다.

   - 성장의 패턴이나 질에 따라 빈곤화성장이 가능하다(한국이 표

적 사례).14)

   -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는 pro-poor 성장이 효과적이나, 불평등

이 높은 국가는 성장의 빈곤감축적 효과가 적어 분배정책을 병

행하여야 한다. 

   - 규모 빈곤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는 주장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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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장→불평등 관계

   - 성장은 분배구조에 해 중립적이라는 실증이 부분이다. 

   -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진보가 고급기술보유 노동자와 저 기술보

유 노동자간의 소득 격차가 불평등 악화의 한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

③ 재분배 → 성장 

   - 재분배요소의 효과를 통제할 때(없다고 하면), 불평등이 낮아질

수록 성장이 더 빠르게 더 오래 지속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보면 

불평등 개선과 지속적 성장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다. 

장기적 성장의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은 불평등 

요인이 정치의 질, 교육문제, 경제 불안정, 부채, 무역개방 등 다

른 요인보다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15)

   - 평균적으로 재분배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조세인상에 의한 규모 재분배는 투자부진, 노동유인 감퇴 등 

비 효율성을 증 시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불

평등개선의 성장에 한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하여 성장에 

해 중립적이라는 의미이다.16)  

④ 선 순환적인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은 단기적 성장을 우선 

과제로 하는 경우 확보하기 힘들지만 인간 발전(인간자본 향상, 교육과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이 성장과 상호간에 어주는 작용에 의하여 달

성될 수 있다고 본다.

⑤ 일부 학자들은 빈곤-성장-불평등 삼각관계가 논의를 단순화시켰다

고 비판하고, 금융의 불안정, 경기순환, 정책, 교육 등 빈곤에 직접 영향

을 주는 다른 변수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경제체

제의 동맥경화론은 표적 관점이다 

14)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래 ‘빈곤화 성장정책’을 공개적으로 장기간 추진하여 근래 10년 이상의 급격한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었다((사)참누리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한국의 빈곤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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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진보패러다임의 등장

○ GDP지표의 대안으로서 사회진보지표(지속적 ‘삶의 질’ 향상)의 개발 

동향

   - 2007년 6월 이스탄불에서 UN, 세계은행, ILO, OECD 등 국제기구들과 

주요 선진국들은 GDP지표가 ‘인간의 번영’이 진전되는 수준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타당치 않다는 점에 합의하고 안으로서 사회진보

지표(social progress indicator)를 개발하기로 선언.

   * 세계은행은 ‘포괄적 성장’이외에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지속적 

성장’ 개념을 채택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여전히 성장에 방점

이 있음.

   - 2008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통령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

장으로 하여 세계적인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 성과와 사

회발전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GDP지표의 안을 작성토록 

의뢰. 

   - 2009년 10월 동 위원회는 ‘웰빙과 사회진보 지표’의 구축방향을 설명

하는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GDP는 수단

의 하나로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등 GDP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

적한 후 ‘사회진보’란 물질적 및 비물질적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이

라고 규정하고 Sen의 역량접근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장기적인 인

간번영을 달성을 위한 사회진보지표의 틀을 현재 인간조건으로서의 

웰빙의 9개 차원과 웰빙 지속성을 나타내는 4  자본(자연자본, 인

간자본, 사회자본, 물질적 자본)으로 구축. 

장정책의 극복(2013)” 참조). 

15)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의 상승과 경제성장의 불안정화 간의 관계를 주장을 해 온 바 있었다. Rajan (2010, 

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가난한 계층의 부채증가와 리버리지 상승으로, Stiglitz(2012, 

노벨 경제학 수상)는 부자들의 압력을 받아 과잉금융 현상을 허용하여 2008년 글로발 금융위기의 씨앗을 

심었다고 비판하였다. 

16) Berg, A and J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11/08.

    Ostry, J D, A Berg, and C 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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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지표의 국내외 개발 동향

   - 스티글리츠보고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지표를 개발

하였으나 실제 이 지표를 최고 정책지표로 하는 국가는 네팔, 멕시

코 등 소수에 불과함. 그러나 세계 주요각국의 지방정부들은 독자적 

입장에서 지표개발과 최고정책지표로 삼는데 적극적임. 

    ∙ 프랑스(2012년), 오스트리아(2012년), 영국(2012년), 캐나다(2011년 

이미 자체개발). 호주(2013년), 리투아니아(2012년) 등 많은 국가에

서 일차 개발을 완료 후 계속 보완 

    ∙ 미국은 300개에 이르는 “주요 국가지표시스템”의 일환으로 삶의 질 

지표를 개발 중

    ∙ 미국의 Social Progress Initiative(비영리기구)는 경제관련 지표가 아

닌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 52개 지표들로 구축된 ‘사회진보지

수’(social progress index, 하버드 학 Michael Porter 교수 개발)를 

세계 133개국에 해 작성하고 2014년과 2015년 발표. SPI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개발 중이라고 보고되고 있음.17) 

    ∙ 우리나라 통계청은 OECD가 권고하는 틀에 따라 사회학자들로 주

로 구성된 연구팀에게 2011년부터 지표 개발을 의뢰하여 2014년 6

월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부분적으로 발표하였음. 지표는 12개 

영역과 81종 지표로 구축하여 지표별로 개선과 악화의 2개 신호로 

표시하고 있다(현재 70종 개발). 상향식이 아니어서 국민의 관심

을 끌지 못하였고, 통계에 한 신뢰와 개발이 미흡하여 재구축이 

필요하다. 

   - OECD는 삶의 물질적 조건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에 해 2011년부터 

각국의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고, 2014년 10월

부터는 34개 회원국들의 362개 지역별(한국은 7개 지역 포함) 삶의 

질 지표도 발표.

17) 남미에서는 파라과이가 SPI를 ‘2030 국가발전계획’에서 채택하였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
(보고타, 리우데자네이루, 아마존 지역의 772개 지방정부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EU의 지역과 도시정책담당 책임자는 2015년 4월 회원국들의 각 지역에 대해 SPI개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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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지표의 틀>

삶의 물질적 조건 영역 : 소득과 부, 고용과 수입, 주거조건

비물질적 영역 : 건강, 일-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연관, 시민개입

과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보호, 주관적 웰빙(이상 총 11개 차원 24개 지

표)

지속성 영역 : 물질적 자본스톡, 자연자본스톡, 인간자본스톡 및 사회자

본스톡의 증감으로 장기적으로 웰빙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함(현재 

개발 중)

* 사회자본에는 거버넌스의 질, 경제의 민주화정도(시장의 공정성과 효율

성), 여성차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4 자본 외에 지식자본도 

부가될 필요가 있음. 

5. 지역발전패러다임의 변화

○ ‘장소 기반 지역사회발전’(place-based regional development)

   - EU와 OECD는 2000년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전통적 지역성장정책’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련의 현황 조사와 연구(아래 소개)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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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기반 지역사회발전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

음. 

   - OECD는 1995년-2007년의 장기에 걸쳐 회원국 1700여 개 지역들을 

위치에 따라 도시우세지역(거  허브 포함), 중간지역 및 시골우세

지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들의 성장에 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중

요한 결과를 얻었음.

    ∙ 총 지역 수의 4%에 불과한 ‘거  허브지역’들이 총 성장의 32%를 

기여하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기여도가 각각 모두 매우 낮았음. 그

러나 이들 나머지 지역들의 전체 성장에 한 총 기여도는 6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이를 복잡계의 거듭제곱함수법칙

이라 하는데, 그 의미는 나머지 지역들도 전체 국가에 한 기여도

는 작지만 각각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임. 

즉 집적 효과가 큰 도시지역일수록 성장잠재력도 크고 전체성장

을 주도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구 도가 성장에 주는 영향은 크

지 않았음. 또한 1인당 GDP의 성장률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

적으로 시골우세지역> 도시· 시골의 중간지 > 도시우세지역 순

으로 빠른 성장을 누렸음. 이는 시골지역이든 중간지역이든 모든 

지역에서 성장의 잠재력의 개발로 ‘성장 따라잡기’가 가능하다는 

것임. 인구 도나 경제활동의 집중효과는 성장성과를 얻는 필요조

건에 불과하고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실증되었음.

○ OECD는 지역사회의 성장요인과 부진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1) 지역의 성장패턴은 지역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시골지역 등 어

떠한 형태의 지역들이든 모두 성장잠재력과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성장부진지역의 성장잠재력 촉발은 국가 사회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2) 지역에서 부문별로 개별적인 정책단위로 개입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주요한 성장촉진요

인들은 빠짐없이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구축되는 것이 상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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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우리나라는 빈곤퇴치와 지역보호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복지

와 지역경제성장 등 전 부문이 통합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

여야 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성장을 이룬 후진지역들은 상호 연

관되는 영역들을 협력적 방법으로 연결하는 정책수립 전략을 주

로 활용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얻었음. 

   (3) 지역들이 극복하여야 할 장애들은 상당히 다양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천편일률적(one size fits all)인 성장정책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장소기반 접근이 필요함. 

또한 지역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성장요인과 장애요인이 다르게 나

타남. 선진지역에서는 R&D와 혁신지원이 우선적 정책 상이 되

고, 후진지역에서는 과학기반의 혁신보다는 인간자본을 향상시키

고 사업성 환경을 개선하는 적응전략이나 흡수전략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함. 

   (4) 정책수립은 상향식의 탐색적 학습과정이 되어야 함. 지역들은 서

로 배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성공을 모방하여야 하는 전형은 

없으므로 스스로 발견함이 중요함. 하향식 주도와 상향식 주도의 

혼합이 있더라도 상향식 접근이 좀 더 강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상향식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의 잠재력을 확고하게 

높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설계함에 있어 그 지역자체에서만 이

용 가능한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임. 다만 지역사회발전계

획 수립과 집행은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각 사업은 

통제되는 것이 좋음.   

   (5) 성장촉진정책은 과거 하향식·지원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과 자본을 동원하는 다 부문에 걸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함. 

   (6)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의 모두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 로 불행하다.”고 설

파하였음. 지역도 마찬가지로서 이를 우연으로 볼 수 없음. 성공

적인 지역들은 공통점이 뚜렷하였고, 부진한 지역들은 장애요인들

이 제 각각이었음. 성공지역이 되려면 일련의 정책패키지로 응



제3세션 빈곤예방 및 해결-발제문

192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통체

하여야지 이중의 한 부문에서만 결핍되더라도 지역발전을 기 할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역동적인 성장지역의 성장촉진요인은 인간자본, 정책부문과 제도

들 부문(거버넌스, 리더십, 역량, 지속성, 인적· 물적 동원), 혁신

(기업가정신, R&D, 혁신, 문화 등) 및 사회간접자본의 연계성(외부‧ 
주요지역과의 연결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중에서도 인간자

본과 정책, 제도들 부문 등 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나 핵심역할을 함. 

   (7) 특히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 훈련, 직업능력개발, 치료와 돌봄 

서비스 등 인간자본투자는 생산적 복지지출로서 ‘통합을 지향하는 

성장전략’이 되고,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과 지방 재정확보에 기여

함.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낮은 기술을 보유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지역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는 인구비중이 늘어나는 것

보다 성장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성장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분리되어 

있고, 각 계획도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호의 통합관리 미흡, 지역 특징적 

복지사업의 부족(주로 복지기관 중심임), 창조성과 역동성의 미흡, 

주민참여 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봄.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빈곤 감축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사회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성장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

획은 통합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봄.

6. 빈곤·성장패러다임의 변천이 주는 함의.

○ 소득빈곤에서 인간빈곤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성장우선정책에서 포

괄적 성장 나아가서 사회진보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장기적

인 관점에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간자본과 사회자본의 향상과 개선이 보다 강조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환경개선에 한 관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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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인 빈곤 감축플랜 추진과 인간자본 및 사회자본의 향상

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회통합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국가 차원에서는 기득권 이해집단들이 상실되는 이익이 커서 반발

이 강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방에서는 패러다임이 급속히 진전될 잠재성

이 높다. 특히 지역발전정치와 복지정치가 활성화되어 이에 한 관

심은 폭발적일 것이다. 

○ 지방정부는 빈곤감축플랜과 지역사회진보지표의 구축과 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시정책의 변화를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게 될 것

이고, 지역 정치가와 관료들은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지역 형 복지제도의 신규도입, 특히 빈곤위험계층에 한 복지지원

에 한 압력이 가중 될 것이다.

   - 지역경제성장계획과 지역복지계획이 연계 내지 종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계획의 한 부문으로 

통합될 것이다. 

   - 특히 남녀차별, 불공정 시장거래, 최저임금, 생활임금과 같은 전국적 

사회갈등요소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에 한 지방정부의 주도권이 확 될 것이다.

   - 미국의 B기업(영리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병행, 영리목적 기업보

다 성장이 빠르다)과 같은 혼합기업의 설립에 한 여론이 조성되

고, 비영리단체들은 영리부문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제 4섹터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빈곤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전체지역에 적용되

는 규모의 지역화폐 제도의 도입에 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부진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사회보호서비스에 한 수요는 량화·다양화되는 추세이어

서 민간의 참여에 한 수요가 확 되고, 지역사회보호사업에 한 



제3세션 빈곤예방 및 해결-발제문

194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통체

종합적 통제관리가 필요하다. 

○ 공동체의 구성원인 자원봉사자는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사회의 변화

(고령화와 저 출산의 가속화, 일· 여가의 조정문제, 노동조건 등), 로

칼리즘의 강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등으로 인 자원봉사 외에도 

지역차원으로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며, 전문적활동에 

한 욕구도 높아질 것이다. 

   -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주민의 정책수립 참여, 민관협력, 민간자원 동

원에 한 수요가 커진다. 

<향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교육수요>

① 지역주민의 삶의 조건이 되는 주거빈곤, 에너지빈곤, 교육결핍, 케어

결핍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으로 영역이 확장.

② 후원금 지원 상이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차상위, 차차상위와 같은 빈

곤위험계층으로 확 .

③ 삶의 전반에 걸친 주민자문활동이 필요. 

   영역 : 복지제도, 복지기관 안내 및 조력, 노동문제 상담, 주거지원 상

담, 법률자문 등

   사례 : Citizen Advice Bureau(영국 비영리단체, 전국으로 3,000개소 활

동)

④ micro-volunteering사업 도입

   영역 : 30분 내외 이내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종류는 무수히 많다(장난감 지원, 가정교사, 상담, 편지 필, 

경험나누기, 지식기부 등)

   사례 : Help from Home(영국)

⑤ 상향식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으로 주민참여 확 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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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ommunity work에 한 교육수요와 활동영역이 확

   - 지역사회변화를 목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집단이 지역발

전 활동에 참가

영역 : 지역조직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 복지실천 연계, 평생교육 지

원, 지역발전스터디그룹 활동, CO, 기관 간 협력조직, 사회경제적 조

직 창업지원과 창업, 지역 계획과 정책형성참가, 지역발전프로젝트 

개발 및 참여, 마을가꾸기 등

   사례 :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영국)에서 양성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과 활동가 양성)

⑦ 복지실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기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수행 교육

⑧ 사회혁신사업의 활성화와 이에 한 참여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회혁신가를 교육·개발 ·연계하는 지역조직

의 설립이 필요. 

   - 사회혁신정보의 풀링과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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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사례발표

가난한 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쪽방촌의 
문턱없는은행’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이태헌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고문 / 제1,2대 이사장

 동자동(東子洞) 쪽방촌

○ 서울 용산구 소재

   - 서울역 남쪽에 위치 / 주변 고층빌딩 숲에 가려 동네가 잘 보이질 

않음

   - 서울의 5  쪽방촌(동자동/남 문/돈의동/창신동/영등포) 중 규모가 

가장 큰 표적인 지역으로 약 1,000명1) 거주

   - 주민은 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낮은 도시 최빈곤층으

로, 부분 독거 세 이고, 노숙 경험자도 다수

   - 주민 중 소위 신용불량자들이 많으며, 서울의 표적 금융소외계층

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과 개인 사금융권 중심의 출 

경험2)

   - 지병(만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알콜중독 등)을 갖고 있는 경우

가 많고3) 어르신들이 많아 돌아가시거나4) 병원 다니는 분이 많음

1) 2015년 5월 현재, 동자동은 쪽방건물 64개동, 쪽방수 1,159개, 생활자 수 981명이며, 이중 541명(55%)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등록 장애인수는 158명이다.(서울역쪽방상담소 통계)

2) 서울연구원의 연구(2012.7~2013.1)에 의하면, 쪽방주민의 경우 다른 금융소외계층과 달리 서민금융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42.1%)이 매우 높고, 서민금융 상품을 신청한 쪽방 주민의 경우 출승인을 받은 주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 접근 이용성에 한 인식비율도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건강세상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이 2012. 11. 22, 공동주최한 『동자동 쪽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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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 의미 : 1~2평 남짓 작게 ‘쪼갠’ 방(여인숙, 고시원 등 포함)

   - 개 무보증 월세 16~25만원 정도(2015년 동자동 평균 월세 214,000

원)

   - 열악한 주거환경5)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설립 배경

○ 주민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 가장 시급했던 게 급전 문제 해결

   -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단돈 몇 만원, 몇 십만 원이 없어 거리로 나앉

거나, 병원비가 부담되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처지인데 손 벌릴 

곳이 없다.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신용불량,기초수급)

○ 당장 필요한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생활안전망’, 무담

보 무보증 소액 출의 ‘문턱없는 은행’을 만들어보자. 

○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기는 어렵지만, 여럿이 모여 한 사람을 돕는 

건 가능하다. 

○ 초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조합 설립을 성공시킨 건 주민의 

힘!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설립 과정

○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2010.1.13~14) → 준비모임(2월) → 주민

설명회(2~4월) → (가칭)주민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2010.3.1) → 

을 위한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 회』자료에 의하면, 동자동 쪽방 주민 224명 상 설문조사에서 고혈압

(40.6%), 관절염(29%), 치과질환(25%), 당뇨(23.1%), 정신질환(21%), 디스크(19.6%), 위장병(17%) 등의 질병상

태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68.4%가 전반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 

건강상태 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2010)와 다른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나쁘다’ 응답이 23.8%가 나온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2016년 상반기에만 동자동 주민 11명 사망
5) 부엌과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세면(세탁)장과 화장실 공동사용 / 냄새,화재취약,소음,추위,더위,사생활 

침해,심리적 고립감 / 부분 방에서 취사 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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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행사(5.8) → 추진위원 교육/수련회(6월,8월) → 추석 행사

(9.22) → 후원주점(11.18) → 조합원 만남의 날(7월,12월) → 창립총회 

준비위 워크숍(2011.1.22~23) → 정월 보름 행사(2.17) → 신규조합원 

교육(1~2월)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창립총회(2011.3.19)

: 조합원 138명, 출자금 1,000만 원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주요 연혁

○ 2010년 :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 참가(1월)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결성(3월) 

           : 출자금 납부 시작(4월), 마을행사 개최

○ 2011년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창립총회(3월) 

           : 출 시작(4월) 

           : 조합원 200명 달성(5월) / 출자금 2,000만 원 달성(7월)

           : ‘군고구마’ 공동경제사업(동절기)

○ 2012년 :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가입(4월)

           : 출자금 3,000만원 달성(5월)

           : ‘돼지고기’ 공동구매(7월)

           : 원주(갈거리협동조합/무위당만인회) 임원연수(9월)

           : ‘풀빵’ 공동경제사업(동절기)

○ 2013년 : ‘한우’(2월), ‘감자/삼겹살(7월)’, ‘한우’(8월) 공동구매

           : 출자금 5,000만 원 달성(3월)

○ 2014년 : 출자금 1억 원 달성(10월)

           : 의료복지기금 마련 후원주점(11월)

           : 공동경제사업(마늘농사, 잉어빵/군고구마 판매)

○ 2015년 : 이사장 이/취임 및 새 이사진 선출(3월) 

           : 주민 기부금 모금한 것으로 어버이날 행사, 추석 행사

○ 2016년 : 누적 출금 총액 3억 원 돌파(5월), 출 건수 1,500건(7월)

           : 상호부조사업 ‘천원의 행복’ 참여(일정 금액 적립, 30만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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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료비 지원)

           : 마을 청소(2014. 3 시작) 50회째 실시(8월)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현황

○ 현황 : 조합원 수 – 2016년 7월말 현재 404명 (조합원 번호 737번)

   ※조합은 사람이 많아져야 성공 담보 / 월평균 15명 가입, 10명 탈퇴

     : 총 출자금 약 1억 7천만 원 / 월평균 약 1,200만원 출자

     ※출자금은 5천원부터이고, 1인은 조합 총 출자의 10/100 초과 불가

     ※정부, 기업 등 외부 도움 없이 지난 6년 동안 주민 스스로 모은 것

○ 출 : 6개월 이상 꾸준히 출자하면 출신청 가능 (소액 출은 3개월)

        : 일반(50만원), 범위내(출자금70%), 긴급(20만원), 소액(10만원)

        : 현재까지 5년 반 동안 1,500건에 약 3억 원 출 

          ※상환율 85% / 월평균 약 50건에 약 1,000만원 출

        : 주 출사유 – 방세(보증금/월세), 의료비, 생활안정 등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조직도

조합원 총회

감사

이사회

간사

사업이사
(사업위원회)

조직연대이사 1,2
(조직연대위원회)

교육이사
(교육위원회)

홍보이사
(홍보위원회)

* 이사회(정기-월1회/임시-수시), 임･위원월례회(정기-월1회/행사준비-수

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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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설립 목적

○ 조합원의 저축성을 함양한다. 

○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인다. 

○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를 돕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다.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업 및 활동

○ 사업 : 공동경제사업(영농사업,고구마,풀빵,잉어빵,오뎅) / 공동구매 / 

          마을행사(어버이날,추석) / 조합원행사(총회, 가을나들이)

○ 조직 : 조합원모집 / 병원동행 / 마을장례 / 소모임 / 지역문제 조직

○ 연  :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가입(회의,연수,아카데미,체육

회,공동구매) / 지역(동자동사랑방), 주민운동(국내외 주민지도자/활

동가 조합방문), 반빈곤활동(홈리스)

○ 교육 : 신규조합원교육(매월 수급일 전날) / 임원연수(연 2회 숙박교

육) 

기존조합원교육(만남의 날) / 현장방문 주민교류(원주,홍성,부산..)

○ 홍보 : 조합 소식지 발간(월1회) / CMS 후원자 모집

 자부심

○ 한민국에 이런 지역과 협동조합이 없다!

○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협동하고 돕는다. 

○ 교육이 잘 된다. 소식지가 꼬박꼬박 나온다. 마을장례를 한다. 

○ 조합원들이 조합의 좋은 점(*별지 참고)을 잘 알고 있다.  

○ 빌린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이 없이 서로 믿는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 2013. 7,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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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과제

○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50%이상 조직화

   ￭ 조합원교육 강화와 함께 일할 지도력 발굴

   ￭ 공동경제사업 시도 및 공동구매 활성화

   ￭ 다양한 소모임 조직 및 활성화

○ 다른 쪽방지역으로 공제협동조합 확산 – ‘돈의동’ 사례

○ 자생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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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치료 때문에 조합에서 출받아 도움받은 적이 있다. 

○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은행에선 안되는데 조합에서 빌려주니 처할 

수 있다.  

○ 단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 없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문제를 막

아준다.

○ 급히 10만원 필요해도 돈 있는 사람은 안준다. 조합은 그렇게 한다.

○ 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일단 먹고 보자 해서 돈이 안모아졌다. 그런데 

  이제는 돈도 덜 쓰게 되고, 출자금은 그 로 늘어나니 마음도 좋아진

다. 

○ 50만원을 은행 가면 빌려주나? 조합에서 빌려 쓰고 나눠서 갚으니 

부

  담 없고 편리하다.

○ 꾸준히 저금한 게 쌓여서 늘어나니 만족감도 얻는다.

○ 적은 돈 갖고 저축도 되고, 필요하고 아쉬울 때 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좋다.

○ 조합이 있어서 돈 모아 방 얻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 신용불량자는 통장을 만들 수 없는데 조합을 통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

................................................................................................

............................................................................................

◎ 장애인들, 노숙에서 벗어난 분들, 어르신들 위해 조합이 한 번씩 야외

에 나가서 바람도 쐬게 해주는 것에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별지1]

조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아래는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답한 내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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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라는 걸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좋다. 

◎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 활동을 하니까 보람도 많다. 행사 있

을 때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 먹으면 기분이 좋다. 

◎ 조합 사람들 모두 다 좋은 분들이다. 좋고 싫은 사람이 없다.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맛이 있다. 그런 게 

좋다. 

◎ 단합이 있어 좋다. 임원들이 수고하는 것 같다. 

◎ 예전에는 동네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도  

사귀고 정보도 주고받아 좋다. 

◎ 한 동네 살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으니 좋다. 

◎ 서로 돕고 하나되는 친 감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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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초창기 조합 사진 

 

▶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모임

 

         ▶ 제1차 조합원 만남의 날                ▶ 창립총회 준비 회의

 

▶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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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한겨레신문 2013. 8. 19자 

[현장 쏙] 서울 동자동 공제협동조합

쪽방촌 ‘희망은행’ 29개월…100% 주민자치 ‘당당합니다’

오갈 데 없고 기댈 곳 없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은 2년여 

전부터 마을은행 격인 공제협동조합을 만들어 급전을 융통해 ‘서로가 서로

를 돕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쌓은 출자금 등 ‘협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일에 무심하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한 주민이 16일 오후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조합 가입과 함께 출자금 통장을 발급받고 있다.

“서울시와 쪽방상담소는 집주인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정작 당사자인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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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뒤로 고층빌딩들이 마치 내려다

보듯 위압적으로 서 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

종 로 서울시청 앞. 서울의 

표적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모

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가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을 개선하겠다며 벌인 일이 되

레 주민들에게 해가 됐다는 주

장이었다.

1000여명이 사는 동자동 쪽방

촌은 창문도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단

열이 안 되는 오래된 건물들이

라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다.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쪽방촌 안 온도가 35도를 

넘는다. 동자동 쪽방촌 건물 두 

곳의 세입자 34명은 지난 6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느닷없이 

‘보름 안에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쪽방촌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쪽방을 수리해 임 료를 낮춰 다시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어 이사비 마련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 당장 15일 

안에 옮겨 갈 다른 방을 구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실제 건물 수리가 끝

난 뒤 원래 살던 건물로 돌아간 이는 6명에 불과했다. 갑자기 길에 나앉게 

된 한 주민은 노숙을 하다 취객에게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고, 또다

른 주민은 길에 뒀던 세간을 모두 도둑맞았다.

전국 쪽방촌 주민들은 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쪽방촌 주민 가운데 

동자동 사람들처럼 행정기관에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이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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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활근로 일자리가 끊기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눈치를 보고 위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자동 쪽

방촌 주민들은 이주 책 없는 서울시 쪽방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비판

한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자동 쪽방촌엔 주민 자주 조직인 동자동사랑방( 표 김창현)과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이사장 이태헌)이 있다. 사랑방은 2008년, 공제협

동조합은 2011년 결성됐다. 사랑방이 쪽방촌 소식지 <쪽방신문>을 만들고 

인권상담을 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펼친다면, 공제협동조합은 제도

권 금융기관 출이 불가능한 이곳 주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운

영하는 일종의 마을은행이다.

 2011년 3월 공제협동조합 결성 뒤 지난 6월까지 6564만원의 출자금을 쌓

고 6886만원(누적치)을 출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 1000여명 중 352명이 

공제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개 한 사람당 한 달에 5000원에서 1만원 정

도를 출자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협동과 신뢰에 기초해 스스로 

은행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은 단돈 몇 십만원이 없어 방에서 쫓겨

나 거리로 나앉거나,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참고 지내는 이들에게 급전으

로 융통된다.

동자동에 깃들인 지 33년이 된 이원재(가명·55)씨는 “나는 공제협동조합

에 가입할 때 신용불량자였다. 공제협동조합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거다’ 싶었다. 소액이지만 지금까지 모두 8번 출받았다. 주로 식료품값을 

빌렸지만 이젠 돈을 빌리고 모아 임 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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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00명 중 352명이 조합 출자 매달 5천∼1만원 내 6564만원 쌓아 

생활자금·병원비 등 급전으로 대출

주민이 설립부터 운영 모두 주도 

취업정보 알려주고 마을잔치 열어 

의료생협·생활조합 설립도 준비 

환경정비사업에 헐릴 위기 

아직 구체적 이주대책 없어 

“이주특별법 마련 촉구할 것”

연이율 2%에 최  5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상환액은 한 달에 5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나마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월 상환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

려 배려한다. 조합에서 한 번 제명되면 다시 가입해 돈을 빌릴 수 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구조로 설계했다. 상환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70.8%로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가계 출 연체율 1.04%와 단순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 달에 45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

아 20만원은 월세로 내고 25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이들의 처지에

서 이 정도 상환율도 쉽지 않다. 16일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무

실에서 만난 이태헌(57) 이사장은 “연체를 해도 아직까지 상환 자체를 포기

한 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양복재단 일을 했다는 이 이사장도 10여년 전 동자동에 정착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는 2010년께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이란 민간단체

의 교육을 받고 와 이웃들에게 공제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갑자기 아

프면 병원비 제 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느냐”는 그의 설득에 반

신반의하던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함께하기 시작했고 오해·반  등의 곡

절 끝에 공제협동조합이 설립돼 여기까지 성장해왔다. 2007년부터 동자동

에 산다는 김태식(가명·61)씨는 “언젠가 목돈 쓸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공제협동조합에 돈을 넣어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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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급전 출이 주사업

이지만, 다른 일도 한다. 조합원들에게 각종 취업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족 

없이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러준다. 겨울엔 조합원 중 원하는 이들에게 군

고구마나 붕어빵 장사 등을 할 수 있게 포장마차를 빌려주고, 명절 때 마을

잔치를 연다. 이런 다양한 활동은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한다. 

조합 사무실 임 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외부 후원으로 충당한다.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말고도 전국에는 75곳에 기초생활수급

자 등이 만든 자활공제협동조합이 있다. 부분 자활공제협동조합들은 보

건복지부가 지정한 자활지원센터가 세운 ‘반관 단체’다.

동자동이 특별한 것은 드물게 주민들이 직접 설립을 주도해 자주적으로 

꾸려간다는 점이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

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얼마 전 서울시 쪽방 수리사업이 의

도와 달리 문제를 일으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시가 지금껏 받

아왔던 지원금을 다 물어내라 하면 어쩔 건가”라고 되물었다.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은 현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생필품을 값싸게 구입하도록 의료생활

협동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자동 쪽방

촌 내 빈 건물을 매입해 임 료를 낮춘, 깨끗한 환경의 쪽방을 공급하는 일

도 논의중이다. 소액 출과 상호부조를 통해 쌓은 주민들 간의 신뢰가 더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독립과 자립의 의지를 키우는 것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지로 묶여 있다. 수년 안에 

쪽방 건물들이 헐리고 고층건물과 상가가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이주 책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이사장은 “내

년쯤 공개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이주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촉구할 생각이

다. 먼저 우리끼리 함께 힘줘가며 일어서야 밖에서도 우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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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사례발표

근로 빈곤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 설립 사례

김광제

봉천자활센터장

□ 자활사업 이란?

○ 자활사업의 정의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

는 저소득층이나 장기 실직자에게 취업내지 창업의 기회를 제공

   -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립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자활사업 역사

   - 자활사업은 1990년  도시빈민 운동에서 출발

   - 199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과 함께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급격한 양

적 팽창

     * 김영삼 정부시절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제도적 제안

   -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 1997년 말 이후 IMF 경제위기로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공공

근로 사업

     ↳ 기존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

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과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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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 지자체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사업 수행

- 사업수익금을 적립하였다가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사용

-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사회에 공

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이 있음

- 3년간 참여가능

- 상위유형 전환시 최  60

개월 참여가능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전된 단계의 상위 사업유형

- 운영에 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이 자활기업에 있음

- 일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 수익금으로 소득배분하고 

기업 운영형태

- 참여기간 제한이 없음

기타사업
- 기업사회공헌기금에 의한 사업

- 취업, 상담, 교육훈련 사업

- 게이트웨이 과정 등

- 2+1개월 참여가능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의무참여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

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

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을 초과한 자

희망참여자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 희망참여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희망참여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희망참여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희망참여자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 자활사업 상자

○ 자활프로그램

□ 자활기업 이란?

○ 자활기업의 정의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

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기법 개정<자활공동체→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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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청소/소독/방

역
건축 돌봄서비스 식픔제조 및 판매

기타

(재활용, 택배, 

농축산, 세차세탁 

등)

비율 301개소(25%) 213개소(18%) 183개소(15%) 180개소(15%) 327개소(27%)

     * 자활기업 요건을 갖춰 보장기관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자활기업은 운영방식과 취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마을기

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른 유형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중

복인정(신고) 가능

     * 국가 정책 지원 및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기업(법인)유형의 다양

성 필요 이유

   - 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역사적 배경 및 현재적 의의

   - 자활기업은 생산공동체 운동을 역사적 기반

   - 1980년  후반에 시작된 생산공동체 운동은 불합리한 하청구조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열악하고 불

안정한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

   - 이들은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원리를 채택한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이면서, 목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에 생산공동체라고 함

   - 현재 자활기업은 이들 생산공동체 운동이 1996년 정부에 의해 자활

지원센터와 자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된 것 

○ 최근 자활기업 주요 업종 및 모델 현황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5  표준화 자

활사업

   -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 자활기업 주요업종별 비율(2014년 자활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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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청소/소

독/방역

식품제

조 및 

판매

건축
돌봄서

비스

기타 

서비스
재활용 택배업 제조업

세차 및 

세탁
농축산업

수 301개소 180개소 213개소 183개소 47개소 66개소 54개소 61개소 55개소 44기소

   - 자활기업 업종별 세부현황

○ 자활기업의 특징

   - 건설, 봉제 등과 같은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봉제와 건설업을 중심

   - 봉제업의 경우 사양사업이라는 한계로, 건설업은 자본조달능력의 

한계 등 어려움 봉착

   - 영세성

   - 노동집약적 사업중심

   -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의 부재

   - 낮은 규모의 경제 달성도

○ 자활기업에 한 인식

   - 자활공동체에 한 일반적 인식은 보수적임

   - 자활공동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하지만 일단 

가내 수공업 형태외 특징이 약함

   - 자활기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340개에 9,000여명이 참여하고 있

으나 자활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도와 영향력 취약

□ 자활기업 설립 흐름도

○ 제도적 설계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

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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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집단상담프로그램

1단계 ▼

개별상담 참여자 선정

▼

기능교육

▼

2단계 작업현장배치

▼

소양교육/워크샵(소모임) (주1회정도)

▼

자활기업교육(분야별)

3단계 ▼

자활(워크샵)

▼

4단계 자활기업 참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단계

   - 자활기업 창업사업에 따르면, 단계별 자활경로에 따라 자활기업 설

립 제안

   - 자활기업 설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자활근로 유형별 단계를 거

처 자활기업 설립

   - 근로유지형 단계를 할 수는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님

   - 단계별 유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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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활기업 설립은 가능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창업도 가능

(단, 초기 6개월간 시장진입형 기준 사업비 비 매출액이 30%를 

넘어야 가능)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젉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

립 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 모든 구성원에 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

능해야 함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 878,020원(2015년 기준)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4일(22시간)이

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업태/업

종)

○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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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상 자활기업에 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

설 보강 사업비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사례 Ⅰ(일반 협동조합 유형)

○ 행운택배협동조합 설립 배경

   -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이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하여 창업한 협동조합 

형태의 자활기업

   - 수익창출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 지역사회 환원을 통하여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기업

○ 행운택배협동조합 연혁

2010. 7 ~ 2010. 12 ▪ 자활근로 택배사업단 시범운영(정부양곡 배송)

2013. 04. ▪ 협동조합 설립 신고필(제2013-172호) : 서울특별시 

- 조합원 5명

▪ 사업자등록증 발급(119-82-09937) : 금천세무서

2013. 05 ▪ 자활기업 인정(제2013-1호) : 관악구청

2013. 11 ▪ 협동조합 변경신고필 득(제2013-172호) : 관악구청

2013. 12 ▪ 신규사업 추진(미곡유통사업)

2013. 08 ▪ 배송지역 확  및 신규직원 채용

   - 강남구 일부 및 서초구

2015. 01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선의관악복지관, 중앙

사회복지관)

2015. 12 ▪ 연매출 1억 2천만 원 달성

▪ 배송지역 확  : 중구

2016. 01 ▪ 서울시 4개 자치구 정부양곡(나라미) 배송

   - 강남구·관악구 일부, 서초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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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택배협동조합 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93, 101호(은천동, 블루밍센터

빌딩)

   - 연 락 처 : 02-876-6777

   - 조 합 원 : 6명(직원조합원 3명, 후원조합원 3명)

   - 구    성 : 이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조합원 2명

   - 이 사 장 : 차 용 석

○ 행운택배협동조합 사업량 및 매출현황

   - 운영실적 현황(2016년 7월 31일 현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정부

양곡

강남 670 655 693 690 716 723 741 4,888

관악 964 900 922 892 976 908 924 6,486

서초 598 685 702 719 714 721 731 4,870

중구 430 366 416 408 429 413 446 2,908

경로

당

양곡

관악 - - - - 330 - - 330

서초 - - 381 - - - - 381

중구 - - - 138 - - - 138

미곡판매 35 75 62 67 63 62 66 430

계 2,697 2,681 3,176 2,914 3,228 2,827 2,908 20,431

※ 경로당양곡 배송의 경우 연 2회 진행됨. 하반기에는 강남구 경로당양곡도 배송예정.

  - 수입현황(2016년 7월 31일 현재)

월 한시적인건비 정부양곡 경로당양곡 미곡판매 기타 계

1 - 3,388,070 - - 2,088 3,390,158

2 821,360 5,346,410 - 4,176,000 370,000 10,713,770

3 972,880 8,408,115 - 1,631,800 374,608 11,387,403

4 966,880 7,162,315 1,028,700 1,850,700 933,482 11,942,077

5 932,000 7,088,040 1,263,600 1,950,200 376,457 11,610,297

6 935,000 7,433,710 - 4,497,400 375,895 13,242,005

7 969,880 7,239,890 - 869,078 377,888 9,456,736

계 5,598,000 46,066,550 2,292,300 14,975,178 2,810,418 71,742,446

※ ‘한시적인건비’는 자활기업에 한 정부보조 인건비임.

※ 기타수입은 이자수입 및 카드할인수입, 임 료수입 등임.

※ 미곡판매수입의 경우 납품 후 후결재 시스템으로 매월 정산되지 않아 수입이 불규칙적임.

※ 2016년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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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업 창업 사례 Ⅱ(사회적협동조합 유형)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주소지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61 3층 

대표자 김광제

연락처 02-883-0142

E-mail woorisai01@hanmail.net

업종 서비스(기타보건업) 주요서비스  돌봄서비스(바우처) 

근로자수 128명 노동조합여부 있음(       ) / 없음(  ㅇ  )

조합원 수 130명 출자금
8,940,000원

132명 조합원 납부

직급·승진체계 직원(서비스 제공/사업담당)-팀장-국장-이사장 

최근3년간 동향 2015 2014 2013 2012

매출액 2,156,270,000 1,788,505,778 1,459,701,870 1,079,112,000 

이직률
13.6%

(18/132*100) 

19%

 (27/142* 100)

14.7%

(14/95 *100)

35.8%

(29/81 * 100)

※ 이직률 = 퇴직근로자수/총근로자수×100

< 별표 1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조직표

총회

이사회

이사장

부설기관

사무국재가방문

요양센터

장애활동

지원사업

노인돌봄

가사사업

산모신생

아

돌봄사업

유료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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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협동조합 추진배경

필요성

1. 바른 돌봄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적정 돌봄

2. 좋은 일자리 제공 – 지속가능한 적정 일자리의 유지

3. 지역사회의 공익기업을 지향 – 조합원과 이용자 모두를 위한 기업

지역사회
현황

1. 관악구 인구 51만 291명 (2015.12 기준): 서울특별시 25개자치구 중 5위

   최 동 : 은천동 (15,166세   36,193명)

   최소동 : 중앙동 ( 7,895세   14,863명)

2. 관악구 65세 이상 6만 2440명(2015.12 기준)

3. 관악구 장애 2만 271명(2015.12 기준)

  장애유형
        1급      2급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지체장애  127   76  203    305   173  478

 지적장애  156  106  262    218   144  362

 뇌병변장애  214  195  409    217   173  390

 자폐성장애   63   20   83     63     7   70

4. 관악구 내 협동조합 83개(일반협동조합 81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

5. 관악구 내 유일한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문제의식

1.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운영체계로의 전환

   -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내 사회서비스팀으로 운영되던 돌봄서비스사업을 독립적

인 법인격(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2.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바른 돌봄에 관한 고민

   -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른 돌봄 실현을 위한 조직운

영원리로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

3. 공공적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한 높은 만족도 유지

   꾸준한 이용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 보장 및 지역사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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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연번 날짜 내     용 비     고

1 2012.05.01 사단법인 신청 및 불허 통보 서울시

2 2012.11.02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서울광역자활센터

3  2013.02.26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1차 모임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4  2013.04.24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타 기관 방문 광진늘푸른돌봄센터

5 2013.08.21 협동조합 발기인 회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6  2014.04.18 창립총회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7  2014.06.11 보건복지부 서류 접수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8  2014.08.05 사회적협동조합 실사 사회적기업진흥원

9  2014.10.15 인가증 발급 보건복지부

10  2014.11.10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금천세무소

11 2015.01.13
노인돌봄/가사·간병, 장애활동, 산모도우미

변경 지정
 관악구청

12  2015.07.15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센터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13  2015.10.07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취업규칙 신고 고용노동부

14  2015.12.2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보건복지부

15 2016. 7. 2 우수 사회적협동조합 표창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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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종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매출
 175,411,300원 (2014년) 

 144,411,650원 (2015.09 누계)

직원 12명

이용자 73명 (2015.09 기준)

종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

매출
 151,973,700원 (2014년) 

  93,504,000원 (2015.09 누계)

     직원           10명

    이용자    34명 (2015.09 기준)

종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아가마지)

내용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킴

매출

 290,656,994원 (2014년) 직원           18명

  45,656,000원  (바우처)

 105,902,000원  (유료) 2015.09 누계
이용자     20-30명 (월평균)

    종류 장애활동지원사업

    내용  6세 이상 65세 미만 1,2등급 장애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매출
1,170,464,778원 (2014년)

  812,529,000원 (2015.09 누계)

직원           83명

이용자 110명

종류 유료가사관리서비스사업(자립회)

내용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사관리서비스를 제공

 현재 자립회라는 협회방식으로 운영 중 (4 보험 미적용)

 ❍ 가입비 : 5만원

 ❍ 월회비 : 2만원

매출

❍ 서비스 시간 

   반일(오전/오후),종일(09:00-17:00)

❍ 서비스 가격

   반일(오전:4만원 / 오후:4만5천원)

   종일(8만원)

회원 50명

이용자

유료가사관리사가 

필요한 누구나

(월 34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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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신규사업 
의지

종  류 재가 장기방문요양사업(우리사이 재가장기요양센터)

내  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추진 경과

2015.07.15.  재가장기요양기관 신청

2015.08.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2015.10.12.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개시

매출  현재 이용자 1명 (계약금액: 60만9천원)

직원의 
직장활동

 구   분 일   정 내  용

장애활동지원사업 매월 첫주 목요일

 각 사업별 공지사항 

 바우처 결제

 서비스 제공기록방법

 필요한 직무교육 실시

노인돌봄/가사간병사업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매월 마지막주(유동적)

자립회(조장모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자립회(전체) 매월 둘째주 화요일

 구   분 이수 시간 내  용

장애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가사간병사업 8시간 보수교육
4시간: 자체교육

4시간: 외부전문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월례회의 참석

 ❍ 보수교육 이수

 ❍ 직원 전체 야유회 참석 – 매년 10월 9일 실시하다 2015년은 10월 3일 실시

 ❍ 송년회 참석 – 12월 중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 확정)

 조합의 
지역사회

 활동

 ❍ 관악주민연 와 연계

 ❍ 관악구 어르신돌봄협의회(준) 모임- 구립 데이케어센터 수탁 준비

 ❍ 관악구 협동조합협의회

   - 다양한 지역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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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취득 후 변화

정성적 변화

 1. 적정한 고용 유지 지속적인 파견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적 기반 안정

 2. 다양한 처우개선
이사회에서 정한 명절 선물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향상

야유회, 송년회로 소속감, 협동심 향상

 3. 월례회의, 행사참여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함양

 4. 직원관리 직무 및 소양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5. 적정 이용자 관리
관악구 내 제공기관 중 제일 많은 이용자 보유

이용자 방문상담 증가 및 활동지역 범위 확

 6. 운영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기반 조성(회계 및 행정의 독립)

신규사업(재가장기요양) 운영 및 유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7. 지역연계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정량적 변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09월 비   고

 1. 일자리 제공 1,073명 1,293명 1,206명
전년 비 

120% 신장세

 2. 안정적인 급여지급 96만2천원 102만4천원 103만3천원
평균급여

106% 증가율

 3. 처우개선 평균 2.3% 기본급인상(시간당)

 4. 월례회의  590명 664명  507명
전년 비

112% 증가

 5. 이용자 수  2,303명  2,848명  1,968명
전년 비

120% 증가

 6. 제공자 상담   49명   108명   100명
제공자상담 증가

상담율66.3%달성

 7. 이용자 상담   61명   303명   229명
이용자 비

상담율72.6% 달성

 8. 교육(직무/소양)    5회    12회    11회
다양한 직무교육

내부강사 양성 

 9. 공동체 및 협동조합 

교육
   8회     7회    23회

협동조합교육

공동체성 함양

10. 지역연계    4회     7회    16회 지역네트웤 활성화

□ 자활기업의 시사점

○ 제도로서 자활기업의 특성

   - 자활사업의 최종 귀착지이자 탈출구

   -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조직

   - 지역자활센터에게 부여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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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업의 경제적 특성과 이유

   - 경제적 특성 : 영세한 규모, 낮은 경제적 성취, 위협받는 지속가능성

   - 취약한 경제적 성취의 원인

    ↳ 인적 구성의 한계

    ↳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본력

    ↳ 국기법의 급여체계가 갖는 문제점

    ↳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전문적이며, 빈약한 지원 시스템

    ↳ 정책 목표의 오류(창업 그 자체에 초점)

○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자활기업의 의미와 한계

   - 의미

    ↳ 취업애로계층에게 노동의 기회 제공 →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

서의 가능성

    ↳ 사회적기업 담론과 조직화의 선도 사례

    ↳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선도 사례

    ↳ 전국적 네트워크의 조직화, 프랜차이징 시도 등 사회적경제의 규

모화 시도

   - 한계

    ↳ 창업 지향으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부분이 시장경제 위에서 작

동

    ↳ 사회적경제로서의 자기 정체성 취약

    ↳ 당사자 조직화 실패

□ 자활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

○ 방향

   -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망

   - 사회적프랜차이징 조직화

   - 당사자 조직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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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 자활기업에 한 정책 로드맵 필요 → 현재까지는 없음

   - 국기법에 명시된 자활기업 지원조항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

원제도 강화

   - 보장기관과 민간 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에 한 실효적인 구분 필요

   - 공공시장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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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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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47 제주오리엔탈호텔

        064-752-8222

주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동자동 43-54 동산빌딩 3층)

            TEL 02-737-6922

오시는 길  I

택시 이용시

구분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요금 약 5,000원 약 3,000원

소요 시간 10분~15분 약 5분

거리 3.8km 2.2km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외터미널

제주중학교

제주중앙
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CGV

에버리치
아파트

제주퍼시픽
호텔

평화1차아파트

제주갤럭시
호텔

월성사거리

오라오거리

남문사거리

사라봉오거리

탑동사거리

동문로터리

오리엔탈
호텔

제주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