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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회장 오영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윤경식 교정본부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름을 한층 더해가는 6월, ‘교정·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교정·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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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을 통한
교정·보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정·보호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신축과 이전이 교정·보호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교정·보호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효과적이고도 다양한 갈등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교정·보호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을 넘어 상생을 위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법무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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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학술대회를 위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국교정학회장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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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Ⅰ
존경하는 오영근 회장님,
그리고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이 우거지는 6월,
‘ 교정 · 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50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법무 가족 여러분!
과거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 사람을 가두는 곳’ 이었다면, 오늘날 교정시설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곳’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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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시설의 노후화와 과밀화로 인하여
신축·이전을 통한 교정 시설 현대화는 수형자의 인권적
처우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정·보호시설 신축·이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Ⅲ
친애하는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법무 가족 여러분!
법무부는 지금 교정·보호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을 철조망과 감시대가 없는 저층 분산형으로
설계하고, 교정시설과 주거지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보안시스템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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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유도·태권도 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친화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역시 지역주민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개방
하고,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Ⅳ
한국교정학회 회원 및 법무 가족 여러분!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하고 교정·보호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골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보호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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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고견들이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발전적 정책의 밑거름이 되어, 교정·보호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 있는 벽이 사라지고, 그 사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싱그러운 나무가 심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 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3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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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발 표 : 송

영 삼 (前 광주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송 영 삼

*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현황
Ⅲ.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 사례
Ⅳ.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특성 진단
Ⅴ. 바람직한 신축·이전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Ⅵ. 맺음말

Ⅰ. 머리말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의 교정시설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한 자를 격리·구금·교정 교화하는 시설을 말하고 아울러 형사피의자·
피고인, 미결수용자를 격리·구금하는 국가시설이다.
이와 같은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

* 前 광주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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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교도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에는 새로이 교정시설의 신축이 추
진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교도소, 구치소 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
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도시팽창으로 인한 도심지화,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지장 또는 교육적 환경, 도시미관 등의 외적요인과 교정시
설의 건축·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한 시설의 협소·노후화에 따른 현대적
시설의 요구, 수용자 인권처우 측면의 내부적 요인 등으로 이전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축 또는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교도소 시설이 없는 지역에
교도소와 구치소의 분리설치, 그리고 경찰서의 대용구치시설 해소를 위한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
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거창군,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 지역간･주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
또는 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일
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신축과 이전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신
축·이전사업 추진방안으로 정책제안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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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현황
1. 교정시설의 기능별 현황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기능별 설치현황은 <표-1>과 같다.1)

<표-1>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기능별 설치 현황
2016. 5. 현재

교도소(39)

구치소(11)

지소(3)

① 성년교도소(33)
대구·대전·경북북부1·
안양·광주·전주·서울남부·
여주·부산·창원·청주·
의정부·경북북부2·춘천·
진주·목포·군산·순천·
원주·안동·공주·경주·
제주·홍성·강릉·장흥·
천안·경북북부3·포항·
영월·해남·상주·정읍교도소

서울·부산·서울남부·
성동·수원·인천·대구·
울산·충주·통영·밀양
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② 개방교도소(1)
천안개방교도소
③ 여자교도소(1)
청주여자교도소
④ 소년교도소(1)
김천소년교도소
⑤ 직업훈련교도소(2)
화성·경북직업훈련교도소
⑥ 민영교도소(1)
소망교도소

1) 대한민국 교정행정, 법무부 교정본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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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교정시설은 교도소 39개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으로 총 53개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교
도소의 경우 성년·소년·개방·여자·직업훈련·민영교도소 등으로 분류된다.

2.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사업 추진 현황
(1) 교정시설의 신축
교정시설의 신축은 주로 법원·검찰청이 소재하는 지역에 교도소나 구
치소가 없는 경우에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완화, 교
도소와 구치소의 분리설치와 법원·검찰청 인근에 종전의 경찰서 대용구
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도소 또는 구치시설의 신축이 추진되었다. 최근의
충주구치소(2004), 통영구치소(2004), 포항교도소(2005), 화성직업훈련교도
소(2008), 영월교도소(2009), 밀양구치소(2009), 해남교도소(2009), 상주교도
소(2014), 정읍교도소(2014)의 신축사례 등이다.2)

(2)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은 기존의 교도소·구치소를 재건축 또는 외곽 이
전과 함께 새로운 시설로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교도소, 구치소 시설의 위치가 날로 발전하여 도심지화 되는 경우 등으로

2) 앞으로 속초, 거창, 영동, 남원교도소 및 서울서부구치소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이다. 대한민국 교정사Ⅰ, Ⅱ, Ⅲ, 법무부 교정본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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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자체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와 교정시설의 협소·노후화 등으
로 인해 신축이전이 추진되었다.
최근의 여주교도소(2001), 순천교도소(2004, 재건축), 서울남부구치소·서
울남부교도소(2011), 장흥교도소(2014), 광주교도소(2015) 등이며, 현재 추
진 중인 성동구치소,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신축·이전사례
등이다.3)

(3) 교정시설 신축 경과기간별 현황
우리나라 전국 52개4) 교정시설의 신축 및 경과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963~1979년에 신축된 시설이 안양교도소(1963) 등 14개 기관, 1980~1989
년에 신축된 시설이 춘천교도소(1981) 등 12개 기관, 1990~1999년에 신축
된 시설이 진주교도소(1990) 등 9개 기관, 2000~2009년에 신축된 시설이
여주교도소(2001) 등 7개 기관, 2010~2015년에 신축된 시설이 서울남부구
치소(2011) 등 10개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축된 지 26년 이상 경과
한 교정시설은 26개 기관(50%)으로 파악된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경과기
간별 현황은 <표-2>와 같다.

3) 앞으로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교정사
Ⅰ,Ⅱ, Ⅲ 법무부 교정본부(2010)
4) 이 글에서는 민영(소망)교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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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교정시설 신축 및 경과기간별 현황5)
2015. 12. 31. 기준

신축년도

경과기간

대상기관
안양·강릉·창원·대구·제주·전주·경주·

1963~1979

36~52년

홍성·부산·공주·청주·원주교도소,
부산·성동구치소

비고

14개 기관
(26.9%)

춘천·의정부·김천소년·경북북부1·
1980~1989

26~35년

경북북부3·경북직훈·대전·안동·
천안개방·군산·목포교도소,

12개 기관
(23.1%)

서울구치소

진주·천안·경북북부2교도소,
1990~1999

16~25년

울산·수원·인천·대구구치소,
평택·논산지소

9개 기관
(17.3%)

여주·청주여자·순천·포항·화성직훈·
2000~2015

1~15년

영월·해남·서울남부·상주·정읍·장흥· 17개 기관
(32.7%)
광주교도소, 충주·통영·밀양·
서울남부구치소, 서산지소

계

5) 대한민국 교정사 Ⅰ,Ⅱ, Ⅲ, 법무부 교정본부(2010), 자료 재구성

22❙

52개 기관
(100%)

Ⅲ.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 사례
1.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례
최근 10년간(2006~2015)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사업 추진현
황을 살펴보면6) 2008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09년에 영월교도소·밀
양구치소·해남교도소, 2011년에 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 2014년
에 상주교도소·정읍교도소·장흥교도소, 2015년에 광주교도소 등 10개 기
관이 신축 및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기준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사업이 추진 중인
사례는 신축사업으로 속초교도소·거창구치소, 신축이전사업으로 안양교도
소·창원교도소·대구교도소·전주교도소·부산구치소·원주교도소 등이 추진
되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사례
2015. 12. 31. 기준

구분

신축
(12)

사업기간

부지규모 사업비

대상기관

소재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 화성시

~2008

160,163

664

영월교도소

강원 영월군

~2009

135,680

388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2009

137,680

387

해남교도소

전남 해남군

~2009

99,022

384

서울남부구치소

서울 구로구

~2011

100,652

(㎡)

(억원)

비고

4,557 부지정산

6) 대한민국 교정사 Ⅰ,Ⅱ, Ⅲ, 법무부 교정본부(2010) 및 해당기관별 각 언론보도 내용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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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기관

소재지

사업기간

부지규모 사업비
(㎡)

(억원)

서울남부교도소

서울 구로구

~2011

상주교도소

경북 상주시

~2014

212,421

446

정읍교도소

전북 정읍시

~2014

150,714

476

장흥교도소

전남 장흥군

~2014

162,879

405

광주교도소

광주 북구

~2015

287,238

1,113

속초교도소

강원 속초시

공사중

141,543

695

거창구치소

경남 거창군

공사중

160,818

748

안양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신축·이전
대구교도소
(7)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원주교도소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부산
강원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공사중
설계중
추진중
설계중

388,623
209,924
229,000
280,572
284,423
198,400
180,000

1,939
1,285
1,803
1,475
1,640
1,078

비예산사업
성동구치소
(1)

서울 송파구

2007~2016

38,347

1,735

신축
(12)

안양시
강서구
창원시
달성군
전주시
사상구
원주시

비고

재건축

2.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사례별 분석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청과의 거리 등이 감안되어 가까운 거리에 신축·
이전되어야 하나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대도시 도심지에 위
치하게 된 교정시설의 경우 신설초기에는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점차 도시의 발전으로 도시 중심에 있게 되어 신축·이전문제가 지속적으
로 대두되게 된다.
즉,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또 다시 교외 이전이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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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내부적으로는 수용인원의 증가와 교정시설의 노후화 내지 낙후로
인해 현대적 시설로의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사례를 관련자
료 및 언론보도내용을 바탕으로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차제 등의 적극 협조 지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등
에서 교정시설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민 등의 반
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7)

(1)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4개 기관
이와 같은 사례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이전 추진사례의 대
상기관 중 다양한 민원발생사례 없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된 기관들이다.
이는 다음 항목에서 세 가지 분류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들이다.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밀양구치소, 해남교도소, 상주교도소, 정읍교도소, 장흥교
도소, 광주교도소, 속초교도소 등의 신축 및 이전기관과 현재까지의 창원
교도소, 대구교도소, 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성동구치소, 원주교도소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7) 이 글에서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추진사례별 분류기준은 법무부 및
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부자료, 대한민국 교정사 Ⅰ, Ⅱ, Ⅲ, 법무부 교정본부(2010) 및 대상기관별 언
론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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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으로 추진된 사례
: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이와 같은 사례로는 교정시설 소재지 관할 지차체인 서울 구로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부와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하여 착공 2
년만인 2011년 9월에 준공되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기
존의 위치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이전된데 비해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구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의 경
우에는 같은 구로구 내에서 외곽지역(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긴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행정선례와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
겠다.8)
서울남부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경과는 2003년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신축계획이 확정되고, 2006년 최종합의(기관장 간담회), 2007년 합의
각서 체결, 2008년 시공업자 선정(SK컨소시엄), 2009년 9월 착공, 2011년
9월 준공된 후 이전이 완료되었다.
서울남부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남부교도소(前 영등포교도소 /
2011. 5. 4, 대통령령 제22917호)는 수도권 내 유일한 교도소로서 1949년
부천형무소로 개청한 후 62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은 낡고 협소해
졌다. 수용자 인권보호와 수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아울러 서울의 서남권지역인 개봉역세권 개발 등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법무부와 구로구가 서울시 외곽으로의 교정시설 이

8) 송영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교정연구 제63호(2014), pp.187-189,
한국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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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추진하여 왔었지만 매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
발에 부딪혀 타 지역으로의 이전계획이 계속 무산되어 법무부는 구로구
고척동 부지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로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궁
동ㆍ항동ㆍ천왕동 등의 후보지를 교정시설 신축부지로 건의를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현지답사를 거쳐 입지적 여건 등에 적합한 천왕동 지역
을 2003년 8월 서울남부교정시설 신축부지로 승인을 하였고 법무부와 구
로구 양 기관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ㆍ협의 등을 하면서 합의안을 도출,
2007년 11월 법무부장관과 구로구청장이 최종합의를 함에 따라 본격적으
로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9월 공사에 착공, 2011년 9월 공사
가 완료 되었다.

(3)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
영월교도소 등 5개 기관
이와 같은 사례는 영월교도소가 해당된다. 영월교도소는 대용구치시설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유치건의로 신축이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
해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유치하여 완공
된 사례이다. 영월교도소의 신축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 1월에 영월교도
소 유치건의가 있었으며, 2000년 8월에 영월교도소 신설계획수립 및 신축
부지선정이 이루어졌다. 2004년 10월에 영월교도소 신축설계, 2009년 9월
에 준공되었다.
이밖에도 속초교도소(신축공사 중), 대구교도소 신축이전부지인 경북
달성군 하빈면 지역주민,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하여 경남 거창군 지역
주민이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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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에는 현재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 기관의 교정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정시설의 추가 설
치를 희망하는 유치희망 사례도 있었다.

(4)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민 등의 반대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 : 안양교도소, 거창구치소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통상적인 크고 작은 민원발생
및 해소사례에 비해 최근 이와 같은 사례는 안양교도소 신축·이전사업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으로 파악된다.

1)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사례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져 현재 52년이 경과되어 전국 교정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로서 2000년경부터 신축·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신축·이전후보지의 이전반대(화성시, 광명시)로 현재의 교
도소 자리에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안양시의 건축협의(허가) 불가통
보로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어 1·2·3심에서 모두 법무부가 승소판결을 받
았다.9)10)11)
9)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동안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에서
는 인근주민의 권익보호 필요성, 도시기능의 향상 등의 공익목적을 고려, 다른 지역
으로 이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건축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바 있으며,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안양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을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2014.3.14.) 대법원 2부(주심 김
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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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건축협의가 보류된 상태이며,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창조경
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시·의왕시에 소재한 교정·보호시설(안양
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등)을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조성·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복합타운(가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12) 법무부와 안양시에서는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재건축

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이에 준하는 건축협
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
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법령에
서 건축허가를 시군구의 사무로 정한 것은 특정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 영향이
해당 지역과 주민에 미치므로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허가 여부를 판단
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라 하더라도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
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
해 국가가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정
을 받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정부(법무부)는 2008년 재건축안을 확정해
안양시에 협의를 신청했지만 안양시 측은 번번이 ‘협의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법무부
는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안양시 측이
“주민의 권익,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협의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용건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자
체의 사무로서 허가권자는 건축 협의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건축협의 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며 “지자체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거부하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가 이
를 바로잡을 법적 수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른바 ‘님비’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부당하게 국책사업 등이 저지되는 분쟁상황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0)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2013두15934. 2014.3.16. 판결 및 연합뉴스.
11) 그 후 안양시에서는「안양교도소 재검토 T/F팀」을 구성,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리
모델링 추진방안을 토의한 바 있다. 회의는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5차에 걸쳐 열렸
으며, T/F팀 위원으로 안양시 도시국장, 도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교정
공무원(필자), 주민자치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12) 안양시에서는 안양교도소를 중앙정부ㆍ의왕시와 협력하여 조속히 이전되도록 하여
「문화창조 관련 산업유치」등 안양권역의 중심거점으로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6. 5. 25. 안양시장의 안양부흥 100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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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왕시로 통합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사업은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와
기획재정부의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이다. 참고로 안양교도소 신축·이전문제는 최근 4. 13.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는 <표-4>, <표-5>와 같다.

<표-4>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사업의 사업개요
구 분

현 시설

재건축 시설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20

동일

부지

388,623㎡

동일

건물

35,873㎡

65,960㎡

규모

준공일자

1963.7.30.(52년 경과)
1,295억 원

사업비

<표-5>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사업의 추진경과
구 분

내

용

1998년

재건축을 위한 예산편성(반대민원으로 예산삭감)

2000년 8월

민간에 의한 이전 추진(이전후보지 주민반발로 무산)

2006년 10월

안양시의원,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위 구성 등 상생제안

2010년 7월

재건축 관련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2010년 12월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 신청
※ 불가 통보(4회)

2011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 신청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5회)

2012년 1월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재건축으로 결정하고 편의시설 추가제공은 권고사항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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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2012년 7월

행정소송 제기(수원지방법원)

2014년 3월

대법원, 법무부 승소판결

2014년 4월

건축협의 신청 이행촉구(법무부 → 안양시)

2014년 7월

안양시, 건축협의 이행관련사항 당분간 보류요청

2014년 10월

안양시장 기자회견

2014년 10월

안양시, 건축협의 이행관련 설계도서 제출 요청

2015년~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예정)

2016년~2019년

준공예정

2) 거창구치소 신축 추진 사례
지금까지 경남 거창지역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창
원지법 거창지원 관할의 피의자·피고인은 거창경찰서 대용구치시설에 수
용되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검찰청 등 거창법조타운 내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13) 그러나
구치소 신축부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
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및 경청을 위해 입찰공고를 5개월간
중지하고 구치소와 주거지를 구분하는 도로와 차례수림을 조성하고 외관
을 도시형 디자인으로 설계하며, 각종 체육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주민친화적 교정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다.

13) 정부와 거창군은 사업비 1,725억원(국비 1,422억원, 군비 303억원)을 들여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거창구치소가 함께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거창구치소 명칭을 서부경남구치소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다.(2016. 4. 13. 지역구 총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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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신축사업도 앞서 살펴본 안양교도소 재건축사업과 비슷한
지연사례로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이다. 거창구치소 신
축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는 <표-6>, <표-7>과 같다.

<표-6>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의 사업개요
구 분
위치

내

용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실길 203(상림리)

부지

160,818㎡

건물

19,833㎡

규모

821억 원

사업비

<표-7>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의 추진경과
구 분

내

용

2011년 3월

법조타운 유치 군민 건의문 및 서명부 송부(거창군 → 법무부)

2011년 7월

거창교정시설 신축부지 선정

2013년 10월

토지매입 협약 체결(거창군/진주교도소)

2014년 8월

거창 학부모 단체, 거창구치소 신설 반대 진정서 접수

2014년 10월

반대단체 과천청사 앞 집회, 초등학생 등교거부(’10. 6.∼10.)

2014년 10월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면담(교정본부)

2014년 10월

성산마을주민 서명서 배포, 반대단체 면담(이장단)

2014년 10월

거창군수, 법무부 방문

2014년 11월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 통보
(거창군 → 법무부)

2015년 ~ 2017년

착공 및 준공 예정(2015.11.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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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정시설 신축·이전의 특성진단14)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 교도소·구치소 신축사업 추진사례와 대도시
도심시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의 추진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
이 지역발전, 주민요구 또는 반대, 수용자 처우, 환경개선, 예산확보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교정시설의 비선호시설 및 님비현상 대상 인식
우리사회에서 비행장, 군부대, 사격장, 탄약고 등과 장의시설, 병원장례
식장, 원전, 송전탑 등과 함께 교정시설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은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다.15)
형사사법 절차상 필수적인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과 달리 교도소, 구
치소의 교정시설은 다르게 생각하고 신축이나 이전을 반대한다. 지역주민
들의 인식이 바뀌고 교정시설의 사회친화적 설계,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의 강구 등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국가시설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14) 이 글의 Ⅳ, Ⅴ장은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필자의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63호, 2014.의 일부분을 수정·활용하였다.
15) 종전의 청송제1·제3보호감호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이 바뀐 후 다시 경북북부제1·2·3
교도소 및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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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신축･이전부지가 필요한 사업
우선 신축･이전추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인근주민들
의 이전 요구나 신축부지 주민들의 수인 등이 수반된다. 지역주민의 반대
는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로 직결된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문
제화 되고 있는 님비현상, 지역 이기주의와도 연관된다. 반대로 교정시설
을 일부러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도 있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부지의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비해 10만㎡~15만㎡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대금 부담 또한 건축비 등 예산문제로 직결되고 이해관계인의
수도 많아진다.
예산확보 문제 측면에서도 460억원∼1,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회 등의 소관업무별 예산편성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
히 연차적으로 확보･투입되므로 필연적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수반된
다. 최근 시행된 민간과의 기부대양여방식이나, 해당 지자체･LH･SH 등과
협약에 따른 부지교환방식의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 기간이나 신축･이전
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사업추진 기간은 이전요구 논의부터 짧게는 5~7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 소요되어 장기계획 측면에서 추진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되기도 한다.
사업추진 방식이 정부예산사업, 기부대양여방식, 부지교환방식 등에 따
라 공사 기간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예산사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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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기부대양여방식이나 상호부지교환방식은 그 기간
이 비교적 짧게 소요된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환방식의 사업추진은 불가하며,
또한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
도록 하는 등 강화하는 추세이다.

4. 도심지화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요구 되풀이
도심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20∼30년 전에 또는 30∼40년 전후
에 현재 위치로 추진･이전되었는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인근 주
거지화, 도시팽창, 지역 주민 등의 이전요구로 인해 또다시 지역주민들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이전 요구에 부딪혀 신축·이전 사업추진이 되풀
이 되는 셈이다.

Ⅴ. 바람직한 신축·이전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위에서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지원 필요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
부예산 확보 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지선정 토지보상과정 등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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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최근
의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 이전반대, 토지
보상과 매입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 건축협의 및 사업방식에 따른 양해각서･합의각서
체결 등 그 협조와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 최근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교도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면서, 건축협의를 불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
는 법무부 계획에 반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교도
소･구치소의 교정시설은 국가형사사법 절차상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곳
에 수용되는 수용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국민들이므로 곧 사회로, 가정
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순천교도소 등이 기존의 교정시설부지에 신축
또는 재건축 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 광주교도소 이전부지는 같은 북구
관할구역 내에서 선정된 점이나 서울시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
도소 이전부지는 같은 구로구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은 바람직한
이전사례로 평가된다 하겠다.

2. 지역사회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부지공모제 실시 등 갈등문제 해소
방안)
최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업반대 사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밀양 송
전탑 설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군비행장 이전, 지자체의 장사시설 및 쓰
레기처리･오폐수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추진 과정의 반대 사례이다.
교도소･구치소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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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들의 이전요구, 새로운 신축･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반대 등
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주민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등과 함께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시에는 예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공유 등도 검토되어
야 할 사안이다. 인근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어린이집, 주
차장, 노인정, 독서실, 산책로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주민인센티브 관련 사안들이라 하겠다.
지자체에서는 도로개설･확장 등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복지관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 검토 추진 등의 간접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교정시설 입지조건이 충족되
는 기준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이전부지공모제도」를 검
토해 볼만하다 하겠다. 실제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교
도소･구치소 유치운동이 펼쳐진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6)

3. 교정시설 이전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적극 검토·추진 필요
교정시설의 교외신축·이전 추진사업은 이전부지 선정과정부터 주민반
대, 소요예산확보·투입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신축·이전사업과 함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 추진방식도 적극

16) 그동안 교정시설을 유치 희망한 지역주민･지자체로는 경북 청송군, 강원도 영월군･
속초시, 경남 거창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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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부지확보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간의 갈등사례나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노후교정시설의 단계적 리모델
링과 전체 교정시설을 재건축하는 방안은 신축공사기간 단축과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정시설을 기존 부지에 신축한 사례로 인천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
교도소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17)(2014.3.16.)로 재건축방식으로 추진되거
나 의왕시 소재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지로 이전이 예상된다.18)

4.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법원･검찰청과 달리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서 대부분 외곽지역
에 신축·이전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대도시에 건립되는 구치소의 경우
중층 또는 고층으로 건축되었는데 수원구치소(8층, 9층), 인천구치소(12
층), 대구구치소(10층), 울산구치소(5층), 청주여자교도소(5층), 평택지소(4
층)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만을 수용할 경우에는 다
소 교외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치소가 별도로 설
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실을 두어 미결수용자를 수
용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 병설 운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이
소재한 도시에서 외곽 이전만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17) 대법원 판결(2014.3.16, 2013두15934)
18) 일본의 후추(府中) 형무소의 경우 현재위치에 수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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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치소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상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곳에 설
치되어야하는데 더 바람직한 위치는 법원･검찰청과 함께 구치소가 들어
서는 법조타운 조성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조타운에 구
치소 시설이 함께 지어진 사례는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등이
있으며, 추진 중인 성동구치소가 현재 신축 중이다. 부산구치소나 전주교
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 시에도 검토 되었던 사례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 추진 중인 법원･검찰청･구치소와 보호관찰소,
경찰기동대까지 한자리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다. 앞으로 대법원･대검찰청･법무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 이전부지, 이전시기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법
조타운 조성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5. 신축·이전대상 교정시설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현재의 교도소나 구치소가
신축된지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전요구가 있어온 사례가 많
았다. 신축된지 20여년이 경과한 교정시설도 단순히 급격한 도심지화의
이유로 신축·이전요구에 부딪힌다면 실로 국가적･사회적 예산낭비 지적
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화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전 타당성 등 이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의 이전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이전대상 교정시설은
처음부터 현재 도심지 위치에 건축된 사례가 아니고, 20~30년 전이나
30~40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온 시설들이다. 그 후
20~30년 또는 35년 이상이 경과되면 외곽이전이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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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검토 시에는 “신축 된지 00년의 일정기
한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전이 시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
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일정연한경과제」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6. 교정시설의 중·고층화 및 외벽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친화적
설계
교정시설의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외부에서 일반 업무용
건물 등 과 비슷하게, 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식 중·고층건물이
나 전면 주벽(높은담)을 건물 외벽처리하는 등으로 도시미관이나 혐오수
용시설 이미지를 없애는 추세이다. 이는 대도시 도심지에 건축되어도 시
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교정시설도 이제는 무
거운 회색지대 건물에서 사회친화적 건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현재의 전국교정시설의 청사 리모델링, 주벽 인근의 차폐수림도
연차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법원·검찰청 소재지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신
축을 추진하는 사례와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례를 살펴보
았다.
최근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 등을 위해 구치소, 교도소의 신축을 추
진하는 사업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사업이다. 기존의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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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초 도시 외곽지역 등에 자리 잡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도시화
의 진전･확장으로 인해, 주변에 대단위 주거시설, 업무시설, 학교 등이 위
치해 주민들이나 지역자치단체의 교외 이전요구에 부딪치게 된다. 아울러
교정당국에서는 교정시설의 노후화, 협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현대식 건
물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장기간(2∼5년)에 걸쳐 넓은 이전부지(5만
㎡∼20만㎡), 많은 예산이 소요(400억원∼1,900억원)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요구, 지역이기주의 등의 사유로 잦은 이전사업 추진은 자칫 행정력, 예
산, 정책의 신뢰성, 계속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예:신축 40년 이
상)이 경과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효
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과 함께 지
역별 교정시설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현재 위치에 리모델링이나 재건
축도 심도 있게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그 추진단계에서 완공, 이전 부지
(후적지)개발･활용까지의 전 과정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능률적으로 추
진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과 시설 인근 주민
의 이해의 폭을 높이는 사회친화적인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미결수
용자･수형자들의 수용처우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청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형
사사법제도상 필수적인 국가시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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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지역에 들어서는 교도소를 반대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교정시설도 다
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많다. 때로는 생존권까지 거론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심하게 압박하고 나선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정시설의

* 서울남부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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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
례도 있으나, 대부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
았다. 앞으로도 소위 님비(NIMBY)라 일컬어지는 지역사회의 비협조적 분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교정행정의 과제로 대두하였다.
2016년 현재 52개의 교정시설 중에 2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비중이
약 54%이나 되어 시설의 이전 또는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속초･안양･대구･전주･원주･부산･창원교도소와 부산･거창구치소 등 9개
기관은 예산사업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성동구치소는
비예산사업으로 신축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순조롭지 않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또는 재건축 계획
이 발표되면 지역주민이 반발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의 반대여론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계획이 무산
또는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에 갈등이 내재된 경우에는
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지연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범죄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해체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 논문은 교정시설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원인과 그것의 결과로 발생
하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살펴보고,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정부보고서, 언론기사, 관련
직원과의 면담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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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사회의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와 공공갈등
1. 님비(NIMBY)로 인한 공공갈등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는 교정시설을 혐오시설
로 보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서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의
일종이다.1)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과 함께 교정시설이 혐오시설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크지 않으면서 국가·사회
의 이익(공익)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 신축·이전 부지가 선정된 후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대립하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2)
주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반대양상은 대체로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1) 비슷하거나 관련되는 개념으로는 누스(NOOS), 바나나(BANANA), 룰루(LULU), 님트
(NIMT), 니아비(NIABY), 노웊(NOPE), 핌피(PIMPY), 임비(YIMBY) 등이 있다. 누스
(NOOS, Not On Our Street) 또는 바나나(BANANA,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는 교정시설을 지역사회 안에서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룰
루(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는 지역사회에 유익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
는 토지 사용이라는 것이고, 님트(NIMT, Not In My Term)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
기 임기 중에는 안된다는 개념이고, 니아비(NIABY, Not In Anybody’s Back Yard)나 노
웊(NOPE, Not On Planet Earth)는 NIMBY보다 더 나아가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이며, 반대되는 개념인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또는 임비
(YIMBY, Yes In My Back Yard)는 개발 등으로 이익이나 수혜를 얻기 위하여 능동적
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Grieco, A. L. (1978). New prisons: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reaction. Quarterly
Journal of Corrections, 2, pp.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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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지선정 계획이 발표되면 소수의 인원이 현수막 게재, 법무부 항
의방문, 지역 정치인과의 연대 모색 등이 진행된다. 둘째, 법무부(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신 교정시설 견학 등
교정시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셋째,
토지보상이나 설계의 시점에는 반대운동이 약화되고 주로 토지 보상가
불만 등 경제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와 해당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공갈등이라고 한다.3)
정부 등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조직화되
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정치세력화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욱 곤란해진
다. 장애인·노인·환자 등에 대한 저항심리의 강도는 덜하지만, 범죄인 등
이른바 사회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심하다고 한
다.4) 일반 사람들은 어떤 지역사회 안에 교정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지
역에 대한 낙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효용성의 부족
또는 해당지역 주민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5)

2. 교정시설 기피의 원인
(1) 범죄자와 교정시설에 대한 편견과 오해
지역사회가 교정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의 원인은 범죄자가 지역사
3) 국무조정실, (2013),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6면.
4) Dear, M. (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3), pp. 288-300.
5) Martin, R. (2000)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Why Not In My
Backyard? The Prison Journal, Vol. 80 No. 3, September 2000, Sage Publications, pp.
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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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과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한
다는 편견이다. 미국에서도 교정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80% 정도의
사례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6)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성
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다. 뒤르껭(E. Durkheim)의 범죄정상이론에 따르
면 모든 사회에는 불가피하게 범죄가 있기 마련이고, 페리(E. Ferri)의 주
장처럼 사회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인정되고 있다.7) 그러나 교정
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은 범죄자 역시 지역주민이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수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지역사회는 범죄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그 범죄자 관리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지역
사회는 법원과 검찰청을 선호하면서도 교정시설은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
다는 이유만으로 기피하는 등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드러낸다.
둘째,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이
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가두고 있으므로 인근에서 도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자의 동료가 주변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중인 거창구치소의 경우 주민반대의 이유 중 하나가 ‘학교가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구금하는 교정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
은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용자 도주사고로 지역주민이 교
정시설을 반대할 정도의 사건은 신창원 도주사고 정도로 본다면, 20여 년
전인 1997년에 발생한 극히 드문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환경문제나 교육
문제도 교정시설이 문제가 된 사례는 다른 시설물 보다 많은 건수가 아
닐 것이다.
6) Martin, 앞의 논문, p. 267.
7) 배종대, (2008). 형사정책, 제7전정판, 서울: 홍문사. 21면,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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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정시설이 외곽이나 도서벽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오히려 교정시설의 부지는 지역사회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 구치소는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청 및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해야 하고, 수용자를 면회하는 민원인, 변호인, 교육교화를 위한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이 접근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오늘날 교도소는 사
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교화의 기능을 강조
하는 추세로서 사회와 유사하거나 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
것이 구치소보다는 도심지 근접 필요성이 적지만, 도심으로부터 아주 멀
어져도 안 되는 이유이다.8)

(2) 부동산 가격과 지역경제에의 악영향
주민들은 교정시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정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교정시설의 부지는 상대적으로 차
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신축·이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며, 건축 기
간도 오래 걸리고, 따라서 갈등 문제의 해결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교정시설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건축되지만, 시간이 지나 도시
화의 진행으로 저절로 도심에 속하게 되면서 교정시설이 지역사회 개발
을 저해한다는 생각으로 님비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8) 호주 Nova Scotia주(州)는 2015년 Northeast Nova Scotia 교도소의 부지선정 조건을 제
시하였다. 법원은 자동차로 편도 90분 이내 또는 150km 이내, 병원은 자동차로 30분
이내 또는 30km 이내, 소방서와 앰뷸런스, 경찰서는 15분 이내 또는 15km 이내, 인근
주거도시는 최고 50km 이내 등이다. MacKinnon, D. l. and Ungar, B. (2010) Northeast
Nova Scotia Correctional Facility: Site Analysis and Selection Business Case for
Candidate Sites, Nova Scotia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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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 전 미국 대통
령이 1992년 대선 캠페인에서 부시 진영을 상대로 사용한 문구이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님비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상당
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은 교정시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2015년 68.2%일 정도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가 부동산이다.9)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부동산에 민감한 것은 이
처럼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인근 상권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시설에 대해 예
민하게 반응한다.

3. 공공갈등의 발생과 악화
(1) 적정한 행정절차의 결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민주화 등에 따라 공공갈등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새로 신축되는
교정시설은 이미 언급한 원인들로 인하여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때로
는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가능하면 주민들로부터 멀고 외딴 곳으로 위
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교정시설 부지 선정절차는 주민의 비협
조와 막연한 적대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10) 이를 위해서는

9) 이투데이, 가구당 보유 자산 3억4000만원, 2015.12.21.자, 2016.05.02.검색,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6548.
10) Krause, J. D. (1991). Community opposition to correctional facility siting: Beyond the
NIMBY explanation. Humbold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17, 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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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데, 여론수렴 등 주민에 개방된 과정이 중요
하다.11)
지역사회에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절차가 민주적으로 공정
하지 못하고 둘째, 사업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되었으며 셋째, 협상과
정이 비공개적이고 비협조적이며 넷째, 입지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12) 예컨대 2008년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전 대상지였던
천왕동의 주민들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취
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2)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정부정책 불신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막상 교정시설이
해당지역의 문제가 되면 그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법무부가 경기도 부천시로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을 검토했을 때
부천시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이유는 최근 택지개발 등으로 녹지 잠식이
급증하고 있는 부천지역에 정부가 앞장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교
도소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13) 2003년 영등포교정시설의 천왕
11) Abrams, K. S., Nicholas, J. C., Opinante, B., McDermott, B., Deister, A. M., Belloit, J.,
Heise, A.,& Galdwin, H. (1985).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state prison siting on
the local community. Joint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Urban Problem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L.
12) Gervers, J. H. (1989) “The Nimby Syndrome: Is It Inevitable?”, Environment 29.
13) 한국일보, 부천주민들, 영등포교도소 이전에 반발, 2000.05.25.자, 2016.05.12.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8&aid=0
000004826.; 연합뉴스, 시민단체, `영등포 교도소 부천 이전계획'에 반발, 2000.05.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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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전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천왕
동 지역을 개발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부의 개발정책이 교
정시설 신축이라는 점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지역사회와 협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첫째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
하는 것 둘째, 권력이 분점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것 셋째, 그 이전에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14) 만약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라면, 교정시설의 부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은 단순한 이해관계인이라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난
관이 된다.15)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부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부재이다. 사례로 수원교도소의
여주교도소로의 기부대양여 신축이전사업과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 법무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여 설계, 행정협의, 감리,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부대양여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18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내
에 완료되어 지역주민의 반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한 사례
이다.16)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검토가 적절히 이뤄

2016.05.13.검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
&oid=001&aid=0000002999.
14) Abrams, 앞의 논문.
15) Krause,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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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였고, 진입도로 개설 전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농로의 임시사용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과 농작물 피해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다.
법무부와 사업시행자간 구체적 지원방안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아서 최종
사업에 투입된 비용정산 시 협약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한 바도 있다.
전체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된 데 비하여 이 사업의 행정협의는 1
년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많아 이
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를 민간사
업자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17) 시공단계에서도 지역
주민의 농작물 피해 보상, 농로 연결도로 개설, 기존 농로의 포장 요구
등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여주군이 요구한 상수도 인입구간의 기존 상
수관로 규격 상승 및 재정비에 따른 추가 부담이 있었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무부가 기획한 사업이었고,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까지 이어져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
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재조정을 통한 세수확보 목적으로 전
면 수정하여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로 통합이
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
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 교정
시설의 신·증축은 과밀수용 해소 등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시설운영의 현
대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입지문
제를 법원·검찰 등 관련기관와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재정문제로 접근
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공공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16) 김종태 (2011)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조성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44면.
17) 김종태, 앞의 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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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정시설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능성
1. 지역사회에의 경제적 기여
하나의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기여를 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18) 다만 시설의 규모, 직원의 수, 한 해
동안의 지출예산 등을 따져봄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
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수용자가 2천여 명, 직원이 4백7십여 명인 규모의 시
설인데, 가족 등 수용자 면회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하루 평균
1,000여 명, 변호사 및 수사기관 관계자 방문이 하루 평균 100여 명 등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하여 구치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2015년 1년 동안
약 2만 5천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남부교정시설이 지출한 예산은 직원의 인
건비 250여억 원을 제외하고도 90여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수용자 식
사 및 생활용품 구입, 교육훈련, 호송, 의료 등에 관한 비용과 시설 개·보
수 비용,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차량 유류 및 부품, 공공요금, 기타 시
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직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자원봉사자 및 민원 관련 비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대외
활동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18) 미국에서 교정시설이 들어선 이후의 주민들 생활의 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주민의
53%가 교정시설 설치 전과 비슷하고 25%는 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서 50%에서 75%의 주민들은 교정시설의 입주가 생활의 질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78%이상 99%의 주민들은 생활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Abrams, 앞의 논문.; Abrams, K. S., et al., (1992). Issues in sit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 informational brief [Online]. Available: www.nicic.org/pubs/1992/010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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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시설 운영비 지출은 일정금액 이상이 입찰에 따른 거래로 이
뤄지고 간혹 인근 지역사회가 아닌 전국 단위의 원거리 업체에 지출되기
도 하지만, 편의상 인근 지역사회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특히 250
여억 원에 달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상당부분 지역주민의 수입으로 간주해
도 무방하고,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가 이뤄질 것이므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물품 등 이외에
도 수용자가 구치소 구매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는 금액은 2015년
한 해 동안 43여억 원에 달하였다.

2. 지역사회에 대한 직·간접 지원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건축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교정시설과 관련된 도로망과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근 주민들도 간접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을 태양열 또는 지열 발전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시설 외관과 주변공간을 지역친화적으로
조성한다.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지역의 주민은 교도소 건축으로 도
로 확충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19) 2008년 구로구는 서
울남부교정시설이 들어서는 천왕동 인근 항동에 6만평 규모의 수목원을
만드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다.20)

19) 서울PN뉴스, 지자체 ‘혐오시설’ 유치 경쟁, 2012.02.24.자, 2016.05.11.검색,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12007 .
20) 내일신문, 식지 않는 영등포구치소 이전 갈등, 2004.08.17.자, 2016.05.11.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6&aid=0
000004208.; 문화일보, 20년 고질 민원 영등포교도소 이전, 2009.10.26.자, 2016.05.1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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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물질적으로 보상하거나 편의시
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핌피(PIMPY)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도입하거나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예컨대, 장학금 지급, 인력채용 등)을 하거
나, 또는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이전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충
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
에 핌피시설의 설치를 추진한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21)
또한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
다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여
주보호관찰소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성범죄자 등 범죄
자의 출입에 따른 치안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
방 건축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지
역사회와 협력하였다.22)

3.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지역주민들에게 교정시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교정시설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활동 등이 교정시설 기피현상을 불식시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2601031043129002.; 뉴시스,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 "영등포 교도소 이전 반대" 소송, 2008.06.25.자, 2016.05.12.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
002157252 .
21) 경기일보, 님비-핌피현상, 그리고 ‘상생’, 2012.02.23.자, 2016.05.14.검색.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331.
22) TBS교통방송, ‘님비’ 기피시설 둘러싼 사회갈등, 2016.01.29.자, 2016.05.12.검색,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
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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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정시설은 현재 직장어린이집,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지역주
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54명 정원인 어린이집은 직원 자녀와 지역주민의
자녀가 50:5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은 지역주
민이 매일 직원과 함께 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놀이터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산책 등 휴게공간으로 적격이다. 연구소와 같은 주변경관으로 인
하여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이곳이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
시설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은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있다.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2015년 한해
동안 약 1천 1백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대구교도소는 이전 부지인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의 감문리 마을과 1사1촌을 맺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형
성해 오고 있다. 밀양구치소 등 다른 교정시설들도 시설견학,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23)

4. 교정시설 유치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일부 지자체는 교정
시설 유치에 적극적이다. 일례로 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지역의 식당·상가
와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할 주민들은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24).
속초시의 교도소 신축을 찬성하는 측은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23) 경향신문, 밀양구치소 밀양 시민 속으로 가다, 2013.10.28.자, 2016.05.16.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82138555&code=990402.
24) 서울PN뉴스, 지자체 혐오시설 유치경쟁, 2012.02.24.자, 2016.05.09.검색,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1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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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25)
또한 경상북도 청송군은 기존의 4개 교정시설 이외에 추가로 제5의 교
도소를 유치하고 있다.26) 청송군은 인구가 1998년 3만5785명에서 2014년
2만6265명으로 27% 감소했고, 인구 감소율이 전국 19위로 높다.27) 그러나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교정시설 인근의 학교는 학생 숫자가 줄지 않고
주변상권도 경기침체를 겪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의 고장’으로
불리는 것을 꺼리던 청송 주민들이 교도소와 20년 이상 더불어 살아오면
서 정서적 거부감이 사라졌으며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한 것이다. 님비가 핌피(PIMPY)로 변한 사례이다.28)29)
미국에도 여전히 교도소를 님비로 보는 지역이 있지만, 교정시설을 유
치하려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는 지역에 교정시설을 추
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교정시설이 존재하는 카운
티의 숫자가 1979년 13%에서 2000년에는 31%로 증가했다.30)

25) 연합뉴스, 속초 교도소 유치 득실 논란, 2008.09.18.자, 2016.05.17.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
02273011.
26) 문화일보, 사업추진때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꼭 필요, 2015.06.30.자,
2016.5.17.검색.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0501031221089002.
27) 중앙일보, 저출산 해결하는 무공해 시설 교도소는 전부 청송으로 오라, 2015.12.15.자,
2016.05.15.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19247706.
28) 각주 1)참조.
29) 매일신문, 교도소 유치하려는 청송군의 역발상, 2015.07.01.자, 2016.05.14.검색,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6947&yy=2015.;
서울경제, 님비vs핌피, 2014.12.07.자, 2016.06.16.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
02610193.
30) Williams, E. (2008), A Tale of Two Prisons: A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Prisons in Two Rural Towns, PhD thesis, Rutger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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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정시설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1. 지역사회의 포섭 대상으로서의 교정시설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 형벌의 집행대상
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금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자가 사회
로부터 배제(exclusion)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재통합의 필요가 요청되는 대상으로서 지역사회에 포섭(inclusion)
시키는 것이 범죄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전과자를 낙인찍어 배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지
역사회에 새롭게 집중될 뿐이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범죄자를
포용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31)
법원·검찰청과는 달리 교정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교정시설이 그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
문일 것이다. 법원·검찰청을 선호하고 교정시설은 기피하는 것은 논리적
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와 범죄인, 교
정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또는 주민)도 함께 느껴야 한다.
님비를 극복하려면 지역사회도 지역내 형사사법기관과의 파트너쉽을
인정하여야 한다.32) 한 예로 영국 정부는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형사사법
기관 이외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파트너쉽을 활용해
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회적 포섭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3) 우리나라
31) 강경래, (2014),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교정연구 제63호. 73-75면.
32) Young, B. A. and Sipes, L. A., Sustainable Community Involvement: A Solution to
NIMBY in Community Corrections?
33) Pitts, S. (2009) The Effective Resettlement of Offenders by Strengthening Community
Reintegration Factors, London: N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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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호관찰소는 ‘준법지원’센터로,
소년원이 각종 ‘학교’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명칭
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형사사법시설에 대한 편견을 불식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2.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교정시설이 기피되지 않도록 하려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공학적으로도 사회친화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
당연히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서울남부교정시설 수준의 예
산투입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기존 재정사업을 보면, 교정시설 건축
에 수용자 1인당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하였다.34) 미국은 교정시설 건축비
가 침상당(1 bed) 적어도 2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고위험범죄자 수용
소 등에는 최대 10억 이상이 투입된다.
교정시설을 조성할 때 신축의 경우는 모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고, 재건축 또는 증축도 대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
로 정부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 있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서울남부교정시설의 경우
처럼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예산
부족으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시설로 조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교정시설 건축에 획기적으로 많은 재정투자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이전시킬 때

34) 송영삼,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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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능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교정시설을 보다 더 지
역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과
부지교환방식 등 두 가지이다.35)
서울남부교정시설의 경우를 보면, 교환방식이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시설조성에 투입될 수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존 부지를 자투리땅 없이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금을 이
전부지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남부교정시설의 경우 교환방식
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통상 정부재정사업의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은 자
금을 시설조성에 투입할 수 있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정부 예
산사업보다 오히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행정협의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에 대한 내용을 합의각서에 명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도 한다.36)
교정시설의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금과 특별교부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국고보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37) 국고보조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하는 지역에 대
한 개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5) 교환사업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토지 등 일반재산을 지자
체 등의 소유인 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업방식이다. 대체시설 조성
비용에 따라 최종 정산하게 되는데,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예산
으로 보조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교정시설 신축 공사
및 이적지 개발사업은 PF(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시행한다. 김종태, 앞의 논문.
53면.
36) 김종태, 앞의 논문.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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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서울구치
소·서울소년원 통합 이전방안에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유지에 있는 기피시설 이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방자
치단체간 갈등을 중재하고 국유지를 개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금
전적 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감안하여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해 의왕시에 500억원, 안양시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왕시에 문화공연장과 바
이오·의료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에는 비게 되는 안양교
도소 부지를 상업·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8)
또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역시 중
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부족
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용인원(재소자수)을
보정인구로 산정하여 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교부세의 환경보호
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39) 그러나
문제는 보정인구로 계산되는 수용인원으로는 증가하는 보통교부금의 액
수가 미미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교정시설의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 증
가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경우에 교정시설 특례를 두거나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수요, 시책수요 중
시책수요가 님비현상을 극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

38) 경기일보, 안양교도소 이전, 정치권 다툼돼선 안된다, 2015.04.08.자, 2016.05.11.검색,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855.
39)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 참조. 보정인구 1 : 군인수(미군 및 미군속
포함) + 전･의경수 + 의무소방대원수 + 재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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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40)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정시설
관련 현안 양상이 다르지만, 교정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거나
현재 많은 교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부담을 덜
어주는 차원에서 교부세 지급방식의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시스템으로 공공갈등 관리
(1) 교정시설 건축과정에 행정절차의 준수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업에서 전통적인 방법인 ①정책결정 ②발표
③방어의 순서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발생 또는 악화되는 경우
가 많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중요시하는 협상의 방법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 것도 공공갈등의 원인이다. 교정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
진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참여
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1) 그러나 주민참여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주민이 적극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 준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주민반대
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사업포기 보다는 훨씬 더 비용효과적이고 지속적
인 상생방안이 될 것이다.
40) 행정자치부, (2016),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123면-124면. 2016년도에 1조
282억원의 특별교부세 재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에 4,113억원의 재원과 5,141억원의 재난안전수요,
1,028억원의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적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수요 등에 사용되는 재원이 있다.
41) 문화일보, 사업추진때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꼭 필요, 2014.11.05.자,
2016.5.11.검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050103122108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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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교도소를 반대하던 주민들의 불만은 당시 행정절차 때문이었다. 지
방자치단체 토론회에서 부적당한 사람을 토론자로 선정하였고, 의견수렴
이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설명회에 불과하였다. 부지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주민동의도 구하지 않았다.42) 정부의 교정시설
부지 선정절차에서의 미숙함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된 것이었다.43)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장 역
시 행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인식하여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기도 한다.44)
교정시설 갈등이 소송으로 해결된다면 이는 갈등을 중립적·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해결·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
정에 필요한 두 가지는 개방적이고 폭 넓은 참여, 그리고 참여자인 지역
주민도 자기 성찰적 자세로 진실하게 논의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것이 공공갈등의 해결과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45) 안양교도소의 사례처
럼 공공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결조차도 갈등을 종국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
다. 사법부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이 증명된 셈이다.46)

42) 경실련, ‘속초시 교정시설 유치계획 즉각 철회’ 성명서, 2008.10.22., 2016.05.16.검색,
https://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07814.; 강원일보, 속초교도소 건립
전면 백지화하라, 2011.12.23.자, 2016.05.13.검색,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12 2200119.
43) Druar, L., Carrington, P.J. and Goyder, J.C. (1998) "Community reactions to the new
prison for women in Kitchener."Forum on Corrections 10 (1998), No. 2: 48-51.
44) 김광구, 앞의 논문, 20면.
45) 김광구 (2014) 국책사업 주요 유형별 갈등의 특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제3회 갈
등관리 포럼,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의 과제』, 국민대통합위원회. 16면.
46) 김광구, 앞의 논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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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사전적 갈등관리
갈등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은 갈등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갈등
에 대해 민감하게 거부감을 표출하고, 정부방침에 방해가 되므로 예방과
제거의 대상이며, 억압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합의형성을
중시하여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47)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관하여「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갈등관리 규정’)」을 대통령령48)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정시설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할 때에 지역사회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의 군사
정권 시대에서처럼 국가가 공익에 따른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알리고 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갈등관리
보다는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보다는 민주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
지하는 것 보다는 조정·중재 등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49) 국
무총리실의 갈등관리매뉴얼을 참조하여 교정시설의 공공갈등에 상응하는
전문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47) 국무조정실, 앞의 책, 7면.
48)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49) 국무조정실, 앞의 책,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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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 전문가
최근 교정시설(보호관찰 및 출입국관리시설 포함)의 입지 선정에 관한
갈등이 만연한 실정을 감안하여 법무부에 갈등관리 전문가(Conflict
management professional)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의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중의 하나는, 교정시설과
관련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신
축·이전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에 전문가를 배치하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긴장관계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50)
이 전문가에게 주민과의 업무에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게 하고, 상당한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
다. 대 지자체 또는 대 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주민들이 실질적
협상권한을 가진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근거없는 루머
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고 극단적인 투쟁을 미리 막아 관련 업무에 대
한 추진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51)

(4) 갈등영향분석 실시
교정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사회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갈등영향을 분석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절차법’
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50) Williams, E. J., (2008) A Tale of Two Prisons: A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Prisons in Two Rural Town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New Brunswick. Graduate School. PhD. Thesis. p.94.
51) 박진, (2009),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푸른길.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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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여 현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52)
법무부도 교정 및 보호관찰 영역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만연한 상황
이므로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사업 시행 전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이유는 교정시설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갈등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
갈등이 어떤 절차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지 판단하며, 해소될 여지가 있
다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갈등해소가 진행되어야 갈등이 가장 효과적으
로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발굴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53)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 특히 교정시설을 반대
하는 주민들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
각하는 쟁점들과 그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으며, 협의를 위한 절차 등
갈등해결에 무엇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과 비
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갈등영향분석의 내용에 따라 법무부 및 교정시
설 신축·이전 관련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동 시행규칙이 법무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시행규칙 제3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에 법무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54) 대통령령의 제외기관에서 법무부를 필수 설치기관으로 개
정하고 현재 보다 더 적극적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바람직하다.

52) 각각 법률 제12923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제11조..
53) 국무조정실, 앞의 논문.
54) 법무부훈령 제913호,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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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조치를 통한 제도화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사회의 갈등
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세 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박우순 의원
의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12.1)’, 임내현 의원
의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4.12.4.)’과 심재철 의원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2015.3.6)’이다. 교정시설 입
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지 인근 주민을 지원하며, 부지선정에 주민투
표를 활용하고, 교정시설 이전사업단을 조직하는 방식을 명문화하고, 교정
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그 비용을 추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입법으로 교정시설 기피현상을 해결할 때의 장점은 첫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정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교정
시설의 이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의 갈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현재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을 교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 시설부지의 가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익으로 국가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교정시설이 신축 또는 이전될 때 지역사회와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정
책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입법조치로 갈등해결 방식을 제도
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만, 행정절차에 관한 법령과 정보공개법
령 등에 현존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일부 교정시설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기존법령에 보완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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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교정시설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입지하면 된다고 생
각하는 데에서 교정시설 님비현상이 발생한다. 비상식적이라고만 볼 수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공공갈등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를 논리
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간 갈등이 발생하면 권위주의적
인 갈등관리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은 공공갈등이 갈수록 장기화·고
비용화되고 있으며, 피해보상 등을 원인으로 한 이해관계 갈등이 가치관
및 정치적인 성향 등과 결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55) 갈등이
해결되기 보다는 장기화되거나 잠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수록
갈등에 관한 수용적 태도와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과 형사사법적으로 우리 사회
에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적으로
는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
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핌피시설의 유치 등의
간접적인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금전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조용히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 일종의 잘못된 학습효과를 가져와 다른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55) 김광구 (2014)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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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인 혜택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성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는 경제논리에 가려져 민주성을 가장한 저급한 비민주성의 결과가 된
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56)

56) 정주용, (2014) “국책사업추진에서의 갈등과 해결과정의 함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갈
등관리포럼 지역분과 세미나 자료집.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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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1989년 시작된 이래 소년범에 한해 실시되다
성인범에 대해서도 확대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대범죄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관찰 활용으로 제도의 발전이 거듭되었다. 여기서 2008년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호관찰 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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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보호관찰소가 살인, 성폭력, 유괴
등 강력사범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관찰소가 강력사범만 관리하는 곳으로 오인하게 되는 아
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면서 갈등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갈등을 어떻게 관
리하는 가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나
타날 수 있다(하해영, 2007:309-310).
따라서 근래에는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상호 대화·협
의·중재·조정 등을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갈등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경용, 2009).
공공시설로 인한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라는 사
회현상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목격되는 현상이다. 갈등의 내용이나 성
격이 같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갈등이 발
생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방안을 위해 모색하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이전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은 행정의 흐름을
방해하여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
인 집단행동으로 발전하여 지역안정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해소는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
아가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가져오고 또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실천
하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보호관찰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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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갈등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1)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관리는 갈등이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갈등의 수
준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행동을 말한다(Robey, 1982).
또한 갈등관리는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확대
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관리란 갈등의 영향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한 관
리체계이다. 갈등은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주된 관심은 갈등의 이로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해로운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 갈등관리의 필요성
갈등은 어떠한 조직에서나 발생하는 현상이며 조직의 성과에 긍정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는 조직의 생존을 위
하여 매우 중요하다.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가
치와 순기능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 또는 역기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은 체제 안에서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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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될 수 있었을 때 사회의 적응력과 통합력을 늘릴 수 있다. 사회의 경
직성이 높은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갈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표현되고 조절될 수 있는 행위양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개방적인 민주주
의 체제에 있어서 갈등은 용이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비공식적 갈등관리 체계는 외부로부터의 갈등을 이들 갈등관리
체계를 통하여 수용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해소하고 그 결과로 다시 사
회의 갈등수준이 완화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는 일
련의 선순환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차희원, 1992).

2. 갈등관리의 방식
일반적으로 갈등관리는 갈등이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고, 갈등의 순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안광일, 1994; 유해운 외,
1997; 이경용, 2009; Bercovitch, 1984).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접근을 크게 구분하면, 전통적 갈등관리 접근과
대체적 갈등관리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Susan & Kennedy, 2001; 박형
서 외, 2004).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에는 독자적 관리방식과 사법적 방식이 있다.
독자적 관리방식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일방의 갈등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으로
회피, 비순응, 일방적 행동, 직접 투쟁에 뛰어들기, 지연, 무마 등이 있다
(Ross, 1993).
사법적 방식은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에 의한 갈등해결방식이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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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자가 개입하지만 갈등당사자 간의 합의도출보다는 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구속력이 높은 것이 특
징이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승패로 갈릴 가능성
이 높고, 이러한 재판을 통한 갈등해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
이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소송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
나 이외에도 다양한 이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가 승리하는 승-승의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법적해결이 아닌
비공식적 해결을 의미하며, 단순한 이해관계 분쟁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
으나 최근에는 그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지속
가능발전위원회, 2005).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에 속하는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대
표적인 방식은 기본적 갈등해결방법과 절충적 갈등해결방법으로 나눈다.
첫째, 기본적 갈등해결방식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
는지에 따라 협상, 조정, 중재로 나눌 수 있다. 협상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해상반을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
하는 것이다(Pruitt & Carnevaie, 1993). 협상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당
사자들 간의 협의인데 비하여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한다. 조정은
공식적인 의사결정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가진 제3자가 협상이나
갈등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갈등이슈에 대해 상호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자발적으로 개입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Moore, 2003).
한편, 중재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
하며, 중재인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해결방식이다(이달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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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 모두를 통제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조정의 경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
이다.
절충적 갈등해결 방식은 증거제시·변론절차가 협상과 결합된 형태로서,
조정-중재, 약식재판, 중립전문가 사실확인, 약식 배심원 심리, 옴부즈만
등이다(이달곤, 2005; 김경배, 2005).

3.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의 해결 및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경향은 제도적 접근, 인지심리적
접근, 행태적 접근 등으로 정리된다.
첫째, 제도적 접근으로 갈등현상을 다룰 때 제도라는 변수가 강조되고
있다.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규칙의 중요성,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활용, 자발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규칙의 설계의 중요성, 갈등을 협력으로 유도하는데는 제도가 영
향이 크다는 점이다. 갈등해결은 제도적 틀이나 문제해결의 규칙들을 통
해 갈등이 조정되고 협력을 유도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인지심리적 접근으로 갈등문제의 본질적 규명과 갈등해결의 출발
점은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사안과 행위자를 어떻게 인지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갈등을 인지심리적으
로 접근하는 연구는 해석의 틀이 갈등을 해석하는 하나의 렌즈로서 역할
을 하고, 이러한 렌즈가 재구성될 때에 갈등이 해결된다는 점이다(주경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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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태적 접근으로 갈등을 행위자간 전략적 게임이나 죄수의 딜레
마 구조 하에서 각 행위자의 전략적 대응행동에 따른 갈등해소 및 협력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갈등해소는 정책딜레마 발생을 방지하는 것(소영
진, 1999), 행위자간 신뢰성이 결여된 행동(Rabe, 1990), 게임구조 하에서
전략적 대응행동(김인철 외, 1999; 고경훈, 2003) 등을 분석하고 있다. 행위
자의 전략적 대응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협력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이선우 외, 2002; 박호숙, 2001; 김상구,
2002; 하혜수, 2003), 갈등자체를 정치적 갈등구조로 보고 갈등해결을 위해
정치적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김용철, 1998).

Ⅲ.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사례
1. 성남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00년 3월 구도심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
동에서 개청 이후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확대에 따라 안정적
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규모의 자체 청사 확보가 필요하여 2005년 국
유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확보하고 2009년도에 청사신축을 추진
하였으나 당시 구미동이 미관지역으로 5층 이상을 건축해야한다는 건축
조례를 3층으로 개정요구하였으나 개정이 늦어졌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청사 신축이
무산되었다(한상익, 2014; 손외철, 2015).
당시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고용노동부 임태희 전 장관이 2010
교정ㆍ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 83

년 5월 분당구 야탑동 소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와 구미동 부지의
교환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체청사를 확보하였지만, 이 또한 인근 지역
인 분당구 야탑동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여 조직적으로 입주를 반대하였고 분당갑 지역구 고흥길 전 국회의원이
대안으로 타 지역 건물 매입 예산 확보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보호관찰 업무의 지속적 확대와 직원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에 청사로 사용 중인 수정구 수진동 임차
청사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유천빌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9월
입주하였다.
2011년 12월 청사 매입 예산으로 확보된 65억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면서 집행시 부대조건으로 ‘지역주민 및 지자체 합의하에 매입 할 것’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근 수진동 주민들이 청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12월 전년도 청사 매입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 야탑청사
소재지 국회의원과 당시 임차청사 소재지 국회의원의 공조로 2013년도
예산으로 80억 가량의 청사 매입 예산이 재확보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
동 성남시청 인근에 건물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예산은 불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단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법조단지 조성시 보호관찰
소도 함께 입주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
지만 법조단지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임차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수
정구 수진동 지역에서도 보호관찰소 퇴거 이전 요구 시위가 지속되었다.
이후 이와 같은 보호관찰소 청사이전 갈등 문제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갈등 내용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
서 기피시설로의 이미지가 더욱 고착되기에 이르렀고, 수진동 임차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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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는 건축법상 불법 용도사용이라는 이유로 건
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등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면서 2013년 9월 4일 신도심인 분당구 서현 지역에 건물을 임차하
여 청사를 전격 이전하였다.
하지만 기피시설인 보호관찰소가 주민과의 소통이 없이 행정기관 독단
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등 강
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무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청사이전 백지화를
발표하여 철수를 결정, 성남시청 일부 면적 임차 사용과 수원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임시 사무공간 마련으로 직원들이 분산 근무하면
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후 성남시에서는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역 내의 문제
임을 직시하여 적극 개입하는 방안으로써 법무부, 성남시청, 각 지역 학
부모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
책위원회의 가동을 제안, 2013월 10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현재
까지 청사 입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운영 중에 있었으나 입지예정지
가 유출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 등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
실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 분당을 지역구 전하진 전 의원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에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를 묶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겠다
는 목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기본설계비 약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여권분열과 야당후
보의 적극적인 보호관찰소 반대로 낙선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법조단지와
관련하여 구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현 부지에서 멀지않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유치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지가 아직 법적분쟁에서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가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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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워 분당구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해결하겠다는 결
합개발 방식을 선택하면서 법조단지 조성이 5년 이후로 늦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해 당장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법원과 검찰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상 용적률 200%, 층고제한
5층으로 묶여 있어 성남시의 협조가 없으면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2009년 예산을 불용한 경험이 있어 금번에는 어
떠한 상황에서라도 현 부지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 짓겠다는 입
장이다.

2. 군산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는 2001년 10월 기관이 신설된 이래 2009년 3월부터 전
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 국유지로 소유하고 있던 군산시 소룡동 1530번지 일대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군산보호관찰소를 신축이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보호관찰소의 대부분이 임차청사를
전전하여 기획재정부의 협조 아래 국유지를 관리전환 받아 향후 신축을
대비하여 비축용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입지적으로도 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시와 익산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소룡동 부지는 임차청사보다 20~30분 정도 이격된 구시가지로 교통이 불
편한 상황이었으나 성남보호관찰소 신축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미와 군산에 각각 1/2을 쪼개어 집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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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동 주민들은 바로 인접한 곳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군산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
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시 군산지소에서 임차하여 사
용하던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한 후 소룡동에 신축 중인 청사와 교
환함으로써 신축 청사는 서부권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군산지소는 군산상
공회의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2011년 6월 군산시와
‘청사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군산시에
서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을 감정평가하고 매입을 추진하던 중 군산상공회
의소 의원총회에서 돌연 매각 보류를 결정함으로써 청사 이전은 원점으
로 되돌아갔다. 매각이 무산된 사유는 군산상공회의소 측에서 군산시에
대체부지 무상제공,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
해 군산시에서 수용 불가의 입장을 표명한 탓이었다.
이후 군산시는 군산지소와 협의하여 군산시 사정동 172번지(현 청사부
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에 보호관찰소 청사를 신축하여 소룡
동 청사와 교환하기로 하고 2012년 3월 국·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2차 협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정동 대체부지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사 신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12년 6월
군산지소와 군산시는 신축공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착공
에 들어갔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공사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고 한동안 교
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응하여 군산지소와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고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타 지역 보호관찰소 견학과 개별 세대
방문을 통해 주민설득에 나섰고, 그 효과로 같은 해 5월 금호 1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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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반대운동을 중단하였다. 반면, 금호 2차 아파트 주민들의 완강
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8
월부터 공사 방해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포용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군산
지소는 시공사를 통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며 강경책을 병행하였다.
같은 해 9월 공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3일간 경찰병력과 군산시 직
원 등 공권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공사 방해를 제지하고 가설울타리 설
치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연행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
주동자 4명에 대해 간접강제 신청, 업무방해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주동자들이 지역구 시의원을 압박하여 공사
중단을 시도했으나 시의회에서 공사 중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주
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비상대책위원들은 입장을 선회,
같은 해 11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보호관찰소 신축 이전 반대행위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고 군산시장에게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2013년 3월 청사 준공과 이전을 완료한 후, 군산보호관찰소는 주민들에
게 청사를 개방하여 통장단 회의를 개최하게 하고, 재차 업무설명회를 개
최하여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대상자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설
운동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으
며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성폭력치료 수강교육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
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의 관내 출입을 최
소화하였다. 이외에도 군산지소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을 초청하여 간
담회를 열고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설명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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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에는 관할 주민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관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사 이전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선입견을 없애고 보호관찰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전기와 배관, 이·미용에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
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과 복지
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고 지역신문 여러 곳에 보도되기도 했다(한상익, 2013).

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2007년 7월 전자발찌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현 서울보호관찰소 청사 내 센터가 개청되어 관제업무를 시작한 중앙관
제센터가 정원증가, 공간 협소 등으로 201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부지
내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 개청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학부모대표와 아파
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앙관제센터의 기능을 전자발찌대상자를 관리하
는 기관으로 오해하여 관제센터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시작하여 점
차 보호관찰소 이전요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6월에는 주민간담
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요구사항으로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중
단, 공원부지와 공원조성 예산 철회, 공원조성 공간에 치안센터 설치, 서
울보호관찰소 이전 등이었다.
이어서 7월 주민대표들이 센터 신축공사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학부
모 모임에서 2,40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보호관찰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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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호원 1명·사회복무요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순찰조를 편성·운영하고, 대상자의 청사 인근 배회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종료 후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주민
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청사 내 주차장과 테니스장(2면)을 무료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11월 공사 중지 가
처분신청이 기각되고 보호관찰소 인근 공원에 치안센터가 설치되자 반대
움직임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에 관제센터 신축이전이 완공되고 개청식을 1월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무산을 지켜본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준공식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제업무는 개시하면서 지
속적인 설명회와 지역친화 사업을 펼쳐나가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4
년 4월 홍익대 미술대학원생, 대한변협, 삼화페인트와 연계하여 대주민친
화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보호관찰소 인근의 동성빌라 벽면에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기획집행 실시하고, 6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2014
년 8월부터 공익법무관을 보호관찰소로 초빙하여 총 3회의 무료법률상담
실시하고, 9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직원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설ㆍ추석명절
에 동대문 지역 경로당 및 독거노인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전대책위원회와 학부모 측의 입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앞에 이전요구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기
에 이르렀다. 마침내, 2015년 6월에 기존 치안센터 자리에 휘경파출소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환영 속에서 개청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
제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손외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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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주보호관찰소
원주보호관찰소의 경우 2004년 임대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오다가, 구
원주지청이 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호관찰소가 업
무를 개시하게 됨을 지역언론 보도 및 현수막을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
전 사실을 공지하고 2013년 8월말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
다. 그러나 9월 초에 성남보호관찰소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된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자,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검찰청사 이전
으로 학성동지역이 낙후되자 재개발을 강력하게 원하였으나 보호관찰소
가 이전하는데 대한 실망감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9월 초 원주시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계기로 청사이전 문제가 제기되면
서 9월과 10월에 주민집회가 있었고,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가 한 달간 계
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한국자유총연
맹, 라이온스클럽, 해병전우회 등 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별방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친 업무설명회를 통해 업무를 이해시키는 한편, 청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개방, 족구ㆍ배트민튼장 등 체육시설 설치 및 개
방, 경찰과 협력하여 인근지역 CCTV 설치 및 순찰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
인 결과 11월 말부터는 반대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와해되면서 마무리 되
었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손외철, 2015).

5. 여주보호관찰소
여주보호관찰소는 2007년 개청하여 시내 임대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3년 3월 구)여주지청 청사를 관리전환받아 6월부터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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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무산을 지켜본 지역주
민들이 리모델링 공사 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
에 대한 불만과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동요 그리고 신임여주시장이 구
검찰청 청소를 문화회관 건립공약의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등의 이
유로 이전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사착공 후인 2014년 7월 여주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최대 단지인 현대아파트 부녀회장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입장 표
명 및 10월에는 현대아파트 자치회에서 반대현수막 게시 등 반대입장 공
식 표명을 시작으로 반대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정책국 내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여주보
호관찰소 이전 갈등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신속
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담팀과 여주보호관찰소 측은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전지역으로 집중하고, 인근 통장들과 공동 추진함
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통장, 부녀회장, 자치회장, 법사
랑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민단체 대표, 유관기관 등을 개별 방문하
여 협조요청,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을 설득시켰고,
회신공문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청사 시설 개방, 주민편의
시설 마련, 정보화교육장 운영 추진 등 주민친화행정 전개 및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지역동호회 및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 등을 약속한 결과, 주민
들과 우호관계를 강화한 결과, 8월에는 부녀회장이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인근 지역 통장들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9월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보호관찰
소로 초청하여 보호관찰소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흥초등학교
학교장을 방문, 교내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
고, 교내 노후화된 CCTV 교체와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등 치안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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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 견학 학습 지원 등 학교이미지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사주변 치안대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자녀안전을 최우선으로 생
각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자 10월에는 반대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고, 현대아파트 동대표회의 결과, 보호관찰소 이전지로 최종 결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흥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
자, 전담팀에서는 ‘보호관찰의 오해와 진실’ 리플릿을 제작하여 인근주민,
통장, 시민단체, 종교계, 학교 등 총 400회 이상 개별방문하여 설명 및 설
득하고, 여주시 교육장, 지역 국회위원,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득작업
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동조자들이 줄어 반대시위가 동력을 잃어가자 반대측은 진보
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여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자 12월에
는 여주시장이 기존의 이전 찬성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
명한 후, 반대측을 중심으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다자간협의체가 초기 강경노선을 띠고 있어 설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
2개월경과 후 참여하였으며, 현 청사의 임차기간 만료기간이 경과하여도
바로 이전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4차례의 협의체 진행결과 2015년 2월 이전에 완전합의하기에 이르렀고 3
월에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전 후에는 청사개방 등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마침내 2015년 8월 법무부 장관이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식에 참석하였을
때 반대에 앞장섰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고, 법무부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손외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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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주보호관찰소
진주보호관찰소는 1989년 7월 임차청사로 개청(진주시 봉곡동)한 이후
4회 이전하였으며, 현 청사의 계약만료기간은 2016년 2월까지로 임차청사
의 특성상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전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
이었다. 그러다가 진주 혁신도시 설치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계획되
었다. 2012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청에 진주혁신도시 내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보호관찰소에서 5월에 사용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2012년 10월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2015년 1월 진주시는 보
호관찰소를 교정시설인 것으로 오인하여 건축협의를 불허했으나, 그 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알고 건축협의 완료하여, 12월 완공을 예정으
로 5월 착공하였다.
그러다 지방 일간지에 깜깜이공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를 통해 혁신도시
에 보호관찰소 입주가 알려지자 2015년 7월경 인근 입주예정 아파트주민
들을 중심으로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8월에는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보호관찰소 이전을 전면 재검토 요구하였고, 이후
비대위 주도로 보호관찰소, 진주시 직원, 시의원, 국회의원 비서관, 기자 4
명, 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진주보호관찰소에서는 7월부터 언론사, 유관
기관, 종교계, 학교, 정치계 등을 방문하여 보호관찰소 이전 정당성 설명
및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접촉 결과 시민단체, 종교
계, 언론사, 경남과학기술대학장 등 접촉자 대부분이 이전지지 입장을 밝
히고, 칼럼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에서도 서기관을 팀장
으로 하는 갈등관리팀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및 대응계획 수립하는 한편
진주보호관찰소 대응방향을 지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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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진주갑
박대출 의원이 새누리당 연찬회시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 주민들의
원칙적인 합의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진주을
김재경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의원은 9월 법무부 국정감사 시에도 동
일한 발언을 함으로써 진주보호관찰소 이전에 난항을 예고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를 적극 설득하여 세를 불리며 진주보
호관찰소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진주보호관찰소는 진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비대위 및
이노협을 설득, 10월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11월 다자간
협의체 3차 회의시 청사이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합의안이 미
진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거부하였는데, 수강 등 집합교육 전부를 보호
관찰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하도록 주장하였다. 이후 비공식 회의 등으로
통해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비대위에서 법제처에 건축법상 보호관찰소가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
한다’라고 주장하며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12월 법제처 법령심의위원
회는 ‘보호관찰소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하
게 되면서 비대위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계기가 되었고, 진주시의
중재로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려 2016년 1월 협상을 타결하였고, 2
월 입주한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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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호관찰소 신축·이전 갈등의 원인
1.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보호관찰소를 교도소와 비슷한 법집행 기관이라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수용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 이후에도
범죄인들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특히 초·
중·고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보호관찰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전자감독제도 실시 이후 성범죄자들
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의 이미지가 국민
들로 하여금 주거 가까이에 위치해서는 안 되는 시설, 위험하고 불편한
시설이라고 간주를 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한상익, 2014).
보호관찰대상자의 자유로운 왕래는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위험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고, 보호관찰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재범 가능성
이 높은 자로 인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일반적인 기피시
설과는 다른 위험시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시설의 경
우 보다 갈등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언론에 보호관찰대상자가 수강명령을 받고 귀가하던 중 초등학생
을 성추행한 해남에서의 사건, 서울에서 발생한 전자발찌대상자의 중곡동
주부 강간 살인 사건 등 보호관찰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 보호관찰소와
는 관계가 없지만 제주 올레길 강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보호관찰소 청사에 대한 이전과 신축 반대운동의 명분이 더
욱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한상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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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찰소 입지로 인한 지가 하락 등 지역발전 저해
주거지 인근에 보호관찰소가 입주하게 되면 상권형성이 불리해지고 아
파트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위험성 수준
을 높이 인식하는 경우 지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지가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는 단 차례도 없었다. 반대하
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가 하락을 전면으로 내세웠을 경우 일반 국민들
의 시각이 님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소 입지로 인한 지가 하락이 현실화되었는지 실증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는 서울보호관찰소 등 주요 도심지
에 위치한 시설 주변의 3년간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바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보호관찰소 입지로 인한 지가 하락은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보호관찰시설에 대한 위험 인지는 실제적이기 보
다는 관념적 위험 인지에 가까우며, 이러한 위험인식은 개인의 위험에서
점차 지역의 위험으로 확대되고, 지역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지가 하락
이라는 실제적 위험으로 연될 될 우려가 있다(법무부, 2014).

3.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조장
지역의 민심이 표와 직결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시장 등 정
치인들은 지역 내 여론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때마다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겠다.’, ‘보호관
찰소 이전을 막겠다.’ 등 정치적 이슈화하면서 주민들은 선동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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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장을 찾아가 항의와 압박을 가하고
집회를 하는 등 여론에 휘말려 보호관찰소의 입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
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긴급
당정회의까지 열린 것과 진주보호관찰소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반대입장을 공론화한 것이 그 단적인 사
례이다.

Ⅴ. 갈등극복 방안
1. 보호관찰소 패러다임 대전환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다
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
한 방법의 보호관찰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과거 소방서는 화재진압 업무가 주된 업무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
여 왔으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119 인명구조업무라는 새로운
업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한 조직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보호관찰
조직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15년 10월 보호관찰소 명칭을 ‘준법지원센터’로 병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개 기관에 시범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란 이미지가
주는 수용의 의미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준법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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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관으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6개월간의 시범실시 결과 준법지
원센터라는 어감이 보호관찰소보다 낫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센터보다는
청, 본부 등이 기관의 위상을 고양시키는데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행
정자치부에서 청, 본부 등의 사용을 반대하여 센터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
다. 또한 준법지원센터의 명칭으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호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다만 갈등지역에서 명칭만 변경한다는 조롱 섞인 지적을 하
는 사례가 있었다. 2016년 6월 복수명칭 사용에 대한 법무부 훈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명칭에 걸맞은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
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찾아가는 학교 법교육, 시민로스쿨, 법률콘서트,
생활법 경시대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정헌법 만들기 등 전국 단위 행
사의 지역 예선을 주관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 법교육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30% 이상 끌어올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그쳤던 교육 내용
을 대폭 수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교육강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시민로스쿨 등 성인을 위한 법교육은 평생교육과 맞물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로스쿨 이수 후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을 발부하여
준법지원센터의 강사로 활용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경연대회 예선을 주요 거점 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치르면서 지역
사회 오피니언 리더와의 소통강화, 위상정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는 2학기부터 준법지원센터의 특
색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추진하였던 기존
셉테드 적용지역에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유지·관리하게 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지 선정과 설계 등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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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찰 청사 입지 선정 개선
청사 신축이나 임차이전 입지를 선정 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한 곳에서 갈등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
로 이전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적정한 곳의 최초 청사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는 청사 입지의 방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정부합동청사에 동반 입
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춘천, 제주,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등
이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전 그 지역에 합동청사 설치가
계획되어야 하고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두 번째로 법조타운 설치 시 동반 입주이다. 검찰 법원이 있는 법조타
운 부지에 입주 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보호관
찰소에 대한 부정적 민원도 감소할 것이며 이는 실제 문제가 되었던 성
남 등지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법조타운 이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임차청사의 경우 기존 임차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성남
이후 이전에 대해 갈등이 반복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보호관찰소에 대
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북부보호관
찰소의 경우 기존 임차청사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빌딩 감정가와 건물
주의 호가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매입예산으로 그에 상당한 청사용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중이고, 평택보호관찰소의 경우 임차청사가 재
개발지역을 묶이면서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어 법원·검찰청 인근
향후 매입을 전제로 임차하여 2016년 5월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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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행정타운이나 유관기관에 입주하는 방안이다. 지역사회 내
경찰서나 세무서, 고용노동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지
역에 입주하거나 유관국가기관의 건물에 동반 입주 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보호관소의 경우 미군부대 이전지에 조
성된 행정타운에 2016년 3월 이전하면서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입
주하였다.
다섯 번째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입지선정에
서부터 갈등전담팀이 개입하여 주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여 갈등을 최소
화하여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어둡고 딱딱한 권
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친환경 디자인으로 청사건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양보호관찰소는 친환경 건축방식으로 준공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미술품전시회, 드라마 촬영장등으로 활용되는 등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법무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은 지역주민이나 방문
객들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3. 청사건물의 적극적 개방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보호관찰 업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 시설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과 운동장, 강당을 개방하고 일부 교육장을 인근 주민 자치
행사 장소, 작은 음악회 개최 장소로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 프로
그램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전국의 많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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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이고 보호관찰소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원주
에서도 청사 이전 후 불거진 청사 반대 대책의 일환으로 청사 정문 및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및 족구장 등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나
상가에서 우호적 태도로 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사 내에 보호관찰 업
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호관찰 전시관 또는 자료관을 설
치하여 보호관찰 홍보 및 일반인 견학 등에 활용토록 하고 지역사회 법
교육 사업을 개발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보호관찰소를 친숙한 기관
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의 청사 규모로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실의 보호관찰소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설계 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층 및 주민 친
화 공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지역 정치권, 언론, 오피니언 리더와의 동향 파악 및 소통강화
지금까지 갈등이 발생한 보호관찰소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해당 지역
정치권 특히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분석된
다. 군산과 진주의 경우 시장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원주와 여주의 경우 반대입장에서 중립입장
으로 변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물꼬를 틀게 되었다. 성남과 부천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한 부지
선정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민
감한 사항인 보호관찰 이전은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해 보인다. 성남의 경
우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예정 부지 3곳을 선정하였지만 후보지가 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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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장이 논의 중지를 선언한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부천의 경우 오정동 부지에 입주를 추진하였으나
부천시장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수영장 건립을 요구하는 등 법무부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역 언론과 시위원 등이 보호관찰소 이전을 정치문제로 이슈화
하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바 지속적인 접촉과 홍보를 통
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보호관
찰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의 선거전략 관련 여부와
지역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정책의 꽃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획기적인 제도로
서 1989년 우리나라 처음 실시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범죄자
들의 사후관리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보호관찰소는 개청 직후부
터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도감독과 지역사회 친화적인 사회봉사명
령 집행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하지
만 2008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보
호관찰소에 대한 관심은 급상승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님비 현
상을 야기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남을 비롯한 보호관찰소의 갈등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보호관찰대상자
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로 인식함으로써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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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관찰소를 일반적인 기피시설과는 다른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등 보
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둘째, 보호관찰소 입지로 인한
지가 하락 우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조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인 준법지원센터 실
시에 맞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 등의 기
능을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둘째, 청사 이
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지역에 맞춤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친화형 청사 개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
째, 지역 정치권, 언론, 오피니언 리더와의 동향 파악 및 소통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 초기에 소수만 반대하고 그 정도가 약할 경
우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오히려 주민 여론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사안별로 신축적으로 개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 대응에 있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
고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에 대하여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
해나 오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등 주민업무설명회는 그동안 갈등 사례 기관
에서 보듯이 오히려 주민들의 일방적 반대논리로 갈등의 확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갈등초기에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경우나 보호관찰소 방문 주
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 범죄예
방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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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제

소년보호기관 신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갈등양상 분석

▷발 표 :

지 원 근 (법무부 소년과 사무관)

소년보호기관 신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갈등양상 분석*
1)

1)

지 원 근 **

Ⅰ. 서론
Ⅱ. 기관 개요
Ⅲ. 소년보호기관 신축사업
Ⅳ. 지역사회 인식과 갈등의 양상
Ⅴ. 해소방안 논의
Ⅵ. 결어

Ⅰ. 서론
‘소년(少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직 완전히 성숙하
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
신적인 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의 일탈이나 경미한 비
행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했
다. 그런데 소년기에 미성숙한 행동을 범했던 이들이 성인기에 들어서면
* 본 발제문은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기관의 대표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 법무부 소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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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약 4천년
전 고대 우르(Ur) 지방의 서판에 젊은 세대의 문제가 기록되었고 ‘중국유
맹사’나 ‘조선왕조실록’에도 ‘악소년(惡少年)’, ‘악소(惡少)’의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된 점1)을 보면 이런 현상 또한 근래 들어 새롭게 제기된 이슈
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소년범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기 인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나
인구 대비 소년사건의 비율은 2004년 1.4%에서 2013년 1.7%로 오히려 증
가했고, 소년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은 2006년 이후 감소하는 반면 전과
3범 이상 누범자의 비율은 2006년 9.6%에서 2014년 18.8%로 크게 늘어났
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비율이 2004년 2.3%에서 2014
년 4.1%로 증가2)했는데, 이런 통계치에 근거해서 여러 매체에서 소년범
죄의 강력화, 흉포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소위 ‘캣맘 사
망사건’으로 촉법소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
도 확산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인식은 철이 없거나 치기 어린 행동으
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라진 측면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소년범에게도 엄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소년사법 체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
분 등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3)하고
있어 성인범과 같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소년사법의 이

1) 김현철(2002),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소년불량화 담론의 형성, 교육사회학 연구, 12(1),
p. 68.
2) 대검찰청 연도별 범죄분석(2004~2014)
3)「소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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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수 있는 중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어 이
들을 영구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하게 될 소년을
교육하고 처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바
른 삶을 살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
이기 때문에 처우를 위한 시설과 물적 자원을 갖추는 것은 소년범 교정
처우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교정
시설의 이전･신축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무부 시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고, 소년
원･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소년보호기관도 이러한 갈등에 일부분 관련되
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소년보호기관 신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살펴봄
으로써 교정, 보호관찰과 더불어 처분집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년보호
분야의 갈등양상과 원인을 설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기관 개요
1. 소년보호기관의 종류
소년보호기관은 크게 수용시설인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과 일반청소년
및 초기 비행단계 소년을 교육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구성된다. 소년
원은 「소년법」제32조 제1항에 의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시설로 전국에 10개 기관이 있으며, 직원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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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명이다. 2007년 수용인원 감소와 보호기관 기능조정 등 소년보호행정
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국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을 폐지하였다가 2009년
청주소년원을 신설해서 현재 10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제18조에 의거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면서 비행원인을 진단･조사하는 시설로 서울소년분류심사
원 1개 기관만 있으며, 직원 정원은 76명이다. 전국에 5개 기관을 설치･
운영했으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4개 기관이 폐지되었고, 소년분류심
사원이 없는 지역은 6개의 소년원에서 분류심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교육을 의뢰받은
초기 비행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심리상담, 가족캠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전국 16개 기관이 있으며, 직원 정원
은 148명이다. 2007년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최초로 개원한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기관을 증설하였고, 2016년 5월 제주에도 설
치(비직제)하여 전국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하였다.

2. 소년원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비
행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
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
과 심리치료･문화예술교육 등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건전한 소년으로 육
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4월 20일 조선교정원(현, 서울소년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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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소년원법4)」과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
히 1988년 12월 31일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 소년원
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업연계의 기회
를 부여하였고5), 직업훈련과정 또한 1974년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노동부
의 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훈련대상을 6개월 미만의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까지 확대하여 9
개 소년원에서 19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6)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전담소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집중치료나 특수교
육이 필요한 소년에게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
년부터는 대전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
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처우와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2007년 12월 21일 법률명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5) 소년원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81호)’에 따
라 각 기관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대외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
다. ‘<표> 전국 소년보호기관 현황’ 참조
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관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과정수
4
4

직종 (19종)
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매직엔터테인먼트
자동차정비,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전주소년원

3
5
2

제과제빵, 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자동차정비, 용접, 건축환경설비, 소형건설기계, 자동차외장관리
헤어디자인, 측량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청주소년원

4
3
2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텔레마케팅
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예술분장사, 바리스타

제주소년원

2

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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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
치’ 처분(약칭, 8호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남)･청주(여)소년원을 전
담소년원으로 지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비행
성향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징계자와 같이
집중적인 품행교정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법의식과 책임감 함양,
자존감 향상 등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0주간의
집중처우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제주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약 4주간 수용해서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의 조사와 면담을 통해 비행원
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우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2003년
7월부터는 비행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소년을 대상으로 주간에만 3 ~ 5
일 출석해서 상담과 조사를 받는 ‘상담조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977년 4월 30일 서울소년감별소(현, 서울소년분류심
사원) 신설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였으나
보호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 운영
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미설치된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재학생들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
간을 특별교육 기간으로 간주해서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하였고, 2007년 12
월 21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이를 명문화하였다7).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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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범의 사회 내 처우 경향이 확대되고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교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2007년 7월
23일, 안산･부산･광주･청주･대전･창원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를 신설하였다. 2012년 2월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
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4개 지역, 2013
년 11월 전주･순천･춘천 3개 지역, 2014년 12월에는 울산･부산동부･수원
3개 지역에 비행예방센터를 증설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제주에도 개청
(비직제)하였다. 동 센터의 명칭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나, 교육대상자
의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사
용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의
대안교육, 검찰 기소유예자･법원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 초기소년의 예
방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일반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보호자교육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국 유일
의 법체험 기관으로 ‘솔로몬 로파크’라는 대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 법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 솔로몬
로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으로 이어져 2016년 7
월, 부산에도 ‘솔로몬 로파크’를 개관할 예정이다.
전국 소년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
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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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국 소년보호기관 현황
2016. 5. 31. 기준
권역

기 관 (학교명)

강
원
권

위치

보호소년
(9·10호)

경기
의왕시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
(9·10호)

중학교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헤어디자인·피부미용·제과제빵·
텔레마케팅)
보호자교육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경기
안양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초기비행소년 정책연구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

경기
안산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서울
관악구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서울
성북구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인천
부평구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경기
수원시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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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제빵·사진영상·한식조리·
매직엔터테인먼트)
보호자교육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수
도
권

대상

보호소년
(9·10호)
위탁소년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헤어디자인·가발전문·스포츠마사지)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권역

기 관 (학교명)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충
청
권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로파크)

호
남
권

영
남
권

대상

교 육 과 정

보호소년 의료･재활교육, 8호처분자(男) 교육
(7·8·9·10호)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위탁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위기청소년

보호소년
(8·9호)

8호처분자(女)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술분장사, 바리스타)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일반청소년 법교육, 법체험, 법캠프

위치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대전
유성구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9·10호)

중학교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측량·헤어디자인)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
(9·10호)
위탁소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화용접·소형건설기계
광주
조종사면허·건축환경설비·자동차외장관리)
광산구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전북
전주시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광주
서구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전북
전주시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전남
순천시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9·10호)
위탁소년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제빵·바리스타·케이크디자인)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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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영
남
권

제
주
권

기 관 (학교명)

대상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
(10호)
위탁소년

교 육 과 정

위치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부산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금정구
보호자교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부산
강서구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경남
창원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일반청소년 상담조사, 대안교육
초기비행소년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대구
동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보호소년 직업능력개발훈련
(8·9·10호)
(골프매니지먼트, 제과제빵)
위탁소년 8호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
위기청소년 위탁소년 분류심사, 인성교육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제주
애월읍

Ⅲ. 소년보호기관 신축사업
1. 신축 필요성
소년보호기관의 수용인원은 소년사법의 추세와 법원･검찰의 사건처리
동향에 영향을 받아 증감을 거듭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소년원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1년 2,161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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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6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8), 향후 소년기 인구의 감소로 수
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05
년부터 2007년 사이에 9개 기관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관을 폐지한 후부터 수용인원이 다시 증가했고,
특히 위탁소년이 급증하였다. 지방에 소재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중
에서는 위탁소년 평균 수용인원이 2001년 112명에서 2007년 44명으로 감
소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을 폐지했으나, 이후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 2011
년 141명, 2014년 134명에 이르는 등 기관폐지 전보다 더 많은 소년을 수
용한 사례도 있었다. 기관과 직원의 수는 크게 줄었으나 수용인원은 기관
폐지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수용률은 급격하게 과밀해졌고, 결국 누적된
수용과밀과 열악한 시설환경은 2013년 5월의 난동사건과 같은 수용사고
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사법부, 언론 등 각계에서 기관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일부 지역에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향후 전망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반대여론으로 신축이 일시 보류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의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지역사회와
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재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망
된다. 법무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신축부지 선정과 확보
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타개 방안의 모색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8) 같은 기간, 소년교도소 수용인원도 2001년 2,035명에서 2008년 156명으로 약 90%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 법무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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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사회 인식과 갈등의 양상
1. 비선호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과 반대
교정시설처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사
용되는 ‘NIMBY(Not In My Back Yard)’나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와 같은 용어는 서구에서 1950년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정신병원, 송전탑, 군부대 등 비
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때로 심
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보호관
찰소에 대한 반대여론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교정시설의 반
대라는 동일한 목표에 의해 조직화되면서 점점 더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시민단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들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갈등이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9).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은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중간처우시설, 노숙자
쉼터 등과 같은 비선호 시설 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
는 시설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 법무부 소속 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에 의하면 교정시설 부지선정 사례의 80%가 지역사회의
반대를 경험했으나, 지역주민은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동반자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와 저항을 설
명할 때 교정시설로 인한 객관적인 영향보다 주민의 인식, 태도와 같은
9) 차재훈(2012), 비 선호시설입지와 공공 갈등, 미국헌법연구, 23(2),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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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요소가 영향력이 더 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을 하나의 극
복대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주민
들은 거주지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부여되는 낙인을 우려하고,
이러한 우려는 지역사회 효능감의 부족 또는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리고 교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지역사회 반대여론의 주된 동기로 지적된다. 범죄학에서 다
뤄진 개인의 범죄행동과 그들의 가족, 동료의 범죄행동 사이의 양적상관
은 지역주민에게 수용자를 방문하는 이들 또한 유사한 범죄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며, 따라서 교정시설 방문자를 하나의 위협적 존
재로 인식함으로써 반대의견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미친
다는 의견도 있다11).
한국 또한 이와 유사한 국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
년원생을 예로 들면, 전체 소년원생 중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에서 자란
점과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 또한 70%에 이르는 점12)을
고려할 때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속한 집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결합되면서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일부가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보호기관에 입원하
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소년범을 수용하고 이들의 보호자가 출입
하는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사실 쉽
10) Randy Martin(2000),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Why not in
my Backyard?, The Prison Journal, Vol.80 No.3, p. 267, 288.
11) Randy Martin(2005), Public Response to Prison Sit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32 No.2, p.161, 165.
12) 법무부 소년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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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일이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바를 종합하면, 다소 원론적일 수도 있겠지
만 지역사회의 지지를 형성하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긍정적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3). 지난 3월
개최된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에서 일본
대표단은 동경 인근의 소년보호기관 이전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6년
간 중단되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재개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사태해결의 주된 요인으로 ‘진실성(Sincerity)’
을 들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2. 갈등 양상의 특이성
교정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그 원인이 주민이 원하지 않
는 시설의 입주이기 때문에 갈등양상이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갈등
은 각 사례만의 고유성과 상황적 특수성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자 간에도
관점과 이해가 상이하며, 갈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갈등의 맥락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갈등을 하나의 관점과 시
각으로 바라보고 처방하는 것은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학문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해소도 어렵게
만드는데, 따라서 특정 사례에 적용한 갈등해소 전략이 좋은 성과로 이어
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에까지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14).

13) Randy martin(2005), p. 164.
14) 김광구 · 이선우(2013), 조정기제를 통한 안양교도소 관련 갈등해소 연구, 교정연구,
59,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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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신축이 보류된 사례도 일반적인 교정시설의 갈등양상과
다른 국면이 존재한다. 해당 기관의 신축 예정부지는 해방 이후부터 법무
부가 계속 사용 중인 부지이며, 동 부지 내에 법무부의 다른 소속기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이 있던 부지에 건물만 신축하는 형태
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과정에서 신축반대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
수된 적은 없었고 예산심의도 이견 없이 통과되었으나 갑자기 촉발된 반
대여론에 의해 사업이 보류되었는데, 이처럼 일반적인 갈등양상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이 중단된 점은 해당 사례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갈등해소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과 지속
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부재했던 점은 아쉬
움으로 남아 있다.

3. 부정적 인식과 갈등의 근본 원인
소년보호기관의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이
결정된 소년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의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
세다고 설명하면서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다. 법무부에서는 지역주민의 편
의증진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른 공공갈등과 달리 교정시설 신축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도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그런데 협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거부하는 반대의사의 이
면에는 소년보호기관에 대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부정적 인식이 있
다.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직원을 비롯한 시설 내부 구성원의 인식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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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에서 바라보는 시각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이다.
2013년 봄, 목포 인근에 소재한 해군 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
다. 부대 견학을 마치고 사령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반대 여론이 거셌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기지 건설의 필요성
또는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과 같은 대답을 예상했으나 사령관의 답변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해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극심
한 반대여론에 직면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보호기관 신축 중 부딪힌 반대의견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모든 직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
묵히 수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이 간극이 결국 사업의 반
대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소년보호행정 실무진의 일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른 직렬도 어려운 점이 있으나 소년보호기관의 대다수 직원
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이끌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많은 소년과 보
호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았던 소년이 출원하자마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같은 잘못
을 범한다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기관이 마치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소년원 교사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출원생을 찾아갈 정도
로 열심히 지도한 결과 타국과 비교해도 소년원생의 사회정착률은 상당
히 양호한 편이다. 덧붙여, 소년보호기관 출원 이후 발생되는 재범의 원
인을 교정교육의 미흡으로만 전가할 수 없는 여러 요인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놓쳐버린 ‘1마리 양’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는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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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관이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년보호기관에서
의 노력과 헌신이 기관 밖에까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
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Ⅴ. 해소방안 논의
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년보호
시설에 수용된 모든 소년범은 처분기간이 종료되면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출원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측면 이외에도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과 피해 또한 상당하다. 또
한, 출원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소년보다 그렇지 못한 소년의 재
범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범의 교육과 자립지원 등 처우의
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출원 후 지지대가 없는 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은 든든한 버팀
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의 단체가 소년원의 교정처우에 참여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출원생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
해 일정기간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과 원호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위원과 같은 개인봉사자도 소년범의 개선과 변화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소년원 출원생 중에서 각계에서 성공을 일구
거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재원생에게 지지와 도움을 주기
위해 ‘푸르미 서포터즈’를 결성해서 소년범의 처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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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원과 참
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뜻을 함께 하는 단체나 개인의 참여가 증가한다면 소년
범의 처우 주체가 기존의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일원적 구성에서 다원적
주체로 변경될 것이며, 소년범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건강한 만남이 늘어
갈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고 ‘푸르미 서포터즈’의 경우처럼 도움을 받고 성장한 소년이 나중에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소년을 찾아와서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는데, 향후 큰 열매를 맺도
록 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하면, 소년보호기관 내에서 시작된 소년범의 변화와 개선은 함께
참여한 지역사회의 보람과 활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년보호기관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근원적 참회와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의 참여 및 지원과 더불어 소년들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년보호기관이 부정적 인
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기관에서의 처우를 통해 변화된
소년들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년범 교정처우의 중
요성과 그 성과를 사회 구성원과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의 사업예산의 삭감이 요구된 것도 소년보호기관을 단순한
구금시설로 인식하고 교정처우와 그 성과에 대한 이해가 사회 내에서 부
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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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현실적으로 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
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소년들이 하나둘씩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
면서 이들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고, 때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
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으며 앞
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을 처분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소
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돕기 위해 출원 후에도 소년을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다15).
기대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설수용 처우가 결정되면 판사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
고, 시설 수용 중에도 징계를 받는 소년이 많으며, 이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심지어 폭언, 폭행에 직원이 상심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이들의
변화가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서서히 진행 중임을 기대하면서
한번 더 이들을 품는다면 내일은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기약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부정적 인식과 갈등의 원인 부분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시설 내에서
의 처우와 성과를 외부에 잘 표현해서 전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만 잘 포장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
건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심지어 부족한 부분까

15)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상담하는 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
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타인과의 애착과 유대감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
하는데, 소년원 재원 중 형성된 교사와의 유대감은 출원생의 정체성 변화에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소년원 교사와의 만남은 재비행의 유혹을 막는 비
공식적 사회통제로 작용하며,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의 여파는 비단 출원생에
게 한정되지 않고 재원생과 참여교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권해수 ･ 윤일홍(2015),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성과 분석, 법무부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p. 24-30,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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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인정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진심을 느낄 때,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너머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라 생각
한다.

3. 치유와 회복으로의 역할 확대
교정의 영역에 대해 교정행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갈등과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주민들의 안
전은 물론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다16). 그런데 현 소년사법 체계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범죄로 인
한 갈등해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가해 소년범과 피해자와의 중재 또는 조
정절차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소년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어도 그 마음
을 표출하기가 어렵다. 특히 처분이 결정되고 집행단계로 넘어오면 이런
심정은 희미해지거나 필요성이 소멸되어 버린다.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범죄로 인한 인･물적 피해의 배상 등과는 별개로 소년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가정의 보호력이 높아서 출원 후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임시퇴원이 허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에서 출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관계는 회복되
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공동체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그
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자와의 관계회

16) 배임호(2015), 범죄예방책으로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mediation) 활용에 관한 고
찰, 교정연구, 67(3),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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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처분결정 이후에는 회복적 사법의 적용이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17), 수사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이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집행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가령 수용기간의 조정과
결부해서 접근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중재와 조정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갈등중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표출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이 소년보호기관
에 찾아와 다른 사건의 가해자인 소년범과 마주하고, 소년범 또한 직접적
인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서 그
에게 자신의 죄책을 털어놓음으로써 서로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
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년보호기관이 소년범만 처우하던 일원적
기관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회복하는 다원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것이 실현되어 여러 사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된다면, 소
년보호기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17) 이탈리아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사법 사동(restorative unit)을 시행했던 Vidoni
Guidoni는 수용자의 자아 재구성 과정 중의 갈등, 교도소 문화와의 경쟁, 비폭력
갈등해소 방안과 교도소 규율과의 대립,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참여 수용자 간의
지향점 차이, 자율성의 부재, 환경적 제약을 6가지 장애물로 설명한다. (Danial W.
Van Ness(2007),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p. 318-320에서 재인용)
18) 시몬 비젠탈(Simon Wiesenthal)은 그의 저서 <해바라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
치의 집단수용소에 갇혀 있던 중 유대인을 학살했던 SS대원이 사망 직전 자기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한 일화를 전하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묻고 질문
에 대한 저명인사들의 답변을 실었는데, 용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소년보호
기관에 수용된 가해자와 간접적인 피해자 간의 화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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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이상에서 소년보호기관의 현황과 기능, 그리고 신축사업과 관련한 부정
적 인식 및 갈등과 해소방안을 살펴보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량이 과
중한데다 최근 정신적 문제를 겪는 소년범의 증가로 직원들의 고충이 매
우 크지만, 소년이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직원들의 헌신과 보호자들
의 신뢰 속에서 오늘도 소년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적 변화에 비해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고 이
들을 향한 시선은 냉담한 경우가 많으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과 같
은 전문 처우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제
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년범을 적기에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성
인범죄자로 전이되어 자신의 인생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더 큰
폐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이어
실제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소년보호기
관에서의 교정처우를 통해 비행과 일탈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바르고 건
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소년들이 더 많아져서 기관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관으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이
전해진다면, 그래서 기관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더 굳건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의 자리와 같은 아쉬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32❙

【 참고문헌 】

Martin, R., & Myers, B.D.(2005). Public Response to Prison Sit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2).
Martin, R.(2000).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Why Not in My Backyard? The Prison Journal, 80(3).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 2014.
김현철(2002).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소년불량화 담론의 형성. 교육사회학
연구, 12(1).
김광구･이선우(2010). 조정기제를 통한 안양교도소 관련 갈등해소 연구. 교
정연구, 59.
권해수･윤일홍(2015).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성과 분석. 2015 법무부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배임호(2015). 범죄예방책으로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mediation) 활용
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67(3).
이동환(2014). 소년보호 정책과 발전 방향: 법무부 소년보호기관을 중심으
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문.
차재훈(2012). 비 선호시설입지와 공공 갈등: 미국의 공공갈등 해결제도와
한국의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3(2).
채경석(2008).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국가정
책연구, 24(2).

교정ㆍ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133

종 합 토 론

▷ 토론

최 영 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진 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창 훈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토 론 문

교정･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최 영 신*
‘교정·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되는 오
늘의 학술대회는 그동안 교정·보호기관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실무에
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근거로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과거
의 경험을 통해 향후 새로운 사태의 문제해결에 큰 이정표를 제시해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 오늘 발표된 4개의 논문은 향후 교정보호기관
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
각한다.

1. 교정·보호기관의 신축·이전 관련 경험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경험의 공유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송영삼), [보호관찰소 신
축·이전과 관련된 갈등극복 방안 모색](이법호) 연구는 교정·보호기관의
신축·이전 관련 경험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기초로 관련 문제점
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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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에서는 1) 대체적으로 계
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2)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으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3)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4)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민 등의 반대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
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고, 해당 사례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지자체의 협조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인
센티브 제공,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의 검토, 법조타운 조성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만 ‘1)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14개 기관 사례’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면 향후 교정기관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소 신축·이전과 관련된 갈등극복 방안 모색]은 개별 보호관
찰소의 이전과 관련된 갈등 사례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구체적 맥락에서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축·이전 관련 성공적 사례의 시사점: 상호 이해와 상생의
중요성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의 신축·이전 관련 사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분석되는 경우는 모두 교정·보호기관과 지역주민(혹은 지자체) 간의 상호
이해와 상생의 관점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대상 교정·보호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각 기
관업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공감적 이해,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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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인근지역 CCTV 설치 및 순찰강화 등의 보완조치 마련, 공공시설
의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 등 기관과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상
생을 위한 노력이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기
피하는 교정·보호기관의 경우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도
록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을 사용한다거나 정부합동청사나 법조타운 동반
입주, 혹은 행정타운이나 유관기관에의 입주, 친환경 디자인의 건물 설계,
공공기관 시설의 개방 등은 모두 그러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교정·보
호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한 공공갈등은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
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유병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
화, 고비용화 되고 있으며, 가치관 및 정치적 성향 등과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상황일수록 “갈등에 관한 수용적 태도와 적극적 관리
가 요구된다”는 지적은 가장 근간이 되는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향후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행정절차적으로는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해결보다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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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설득(Persuasion)을 통한 이해와 수용: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갈등
이 창 훈*

교정시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적 결정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데, ‘정상’인으로서의 나와 ‘비정상’인으로서의 범
죄자를 구분하려는 경향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한 감정적 반응으로
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감정반응이 형
사사법 행정의 집행에 걸림돌로 ‘현상화(phenomenalization)’ 된다면, 이는
더 이상 한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과 결부된 갈등
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현상화로 인한 두 주체간의 갈
등을 어떻게 해소/관리/완화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
리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된 귀중한
네 편의 논문에 대한 총평, 그리고 각 논문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추
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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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네 편의 연구들은 모두 현재 다양한 유형의 교정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 발생하는 갈등의 현황과 경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며 면밀한 서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서술은 현상의 원인 규명의 출발점으로
서 매우 가치 있는 학술적 활동이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는
결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네 편의 연구는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다수의 연구들이 교정행정을 하나의 생물체(organism)로 인식하
고, 갈등이라는 현상에 있어서 생물체의 적응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변
화의 방법에 대해 역설하였다. 단순히, 교정행정에 존재하는 정책 분석(예
를 들어, 시설 이전에 대한 규정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정적 접근), 교정
행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야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고민(예를 들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p.20)”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친화적 설계’, “보호관찰소 신축/이
전과 관련된 갈등극복 방안 모색(p.15)”의 ‘보호관찰소 패러다임 대전환’,
“소년보호기관 신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갈등양상 분석(p.11)”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년보호’ 등)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 달리 매
우 가치 있는 진보라고 판단된다.
셋째, 갈등 관리 측면에서, 주체로서 교정기관(거시적으로 법무부)의 역
할을 모색하였다는 점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진보적이며 건설적인 흐름
이라고 판단된다. 갈등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갈등의 원인을 완전하
게 제거 하는 것이겠지만,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결
코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예를 들어, 범죄자가 존재하지 않아, 교
정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갈등의 해소가 아닌 갈등의 관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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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독자적 관리방식’을 통한 갈등 해결의 회피나, 국
가 기관으로서 ‘사법적 방식’을 통한 갈등의 억압이 아닌, 주민과 동등한
관계에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별 논문에 대한 의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지역사회 상생방안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예를 들어, 부지공
모제 등) 제공과 법조타운 조성을 통한 갈등 완화, 일정연한경과제와 같
은 입법적 갈등해결 방안 등 충분히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책방안
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완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바람직한 이전/신축/재건축 사례에서 무엇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
는지, 혹은 갈등을 완화시켰는지에 대한 실체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서울남부교정시설 신축사업에서 무엇이 법무부와 구로
구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였는지를 분석한다면, 유사 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제언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②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갈등 관리에 가장 효
과적인지를 교정시설 유형, 지역 및 갈등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은 total institution으로서 지
역사회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매우 적다.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은 이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유형별 가용한 인
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유효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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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B/C분석
을 통해 인센티브 형태를 구분한다면, 갈등 관리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
리라 판단된다.
③ 논문 여러 부분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2
페이지에서 거창군의 사례는 갈등사례로, 9페이지, 17페이지(각주)에서는
거창군 사례가 긍정 사례로, 다시 12페이지서는 거창군의 갈등사례로 제
시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시설 기피의 원인과 공공갈등의 발생과 악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정기관(크게는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예를 들어, 예산 확보, 행정절차 상 방안, 갈등 전문
가 고용 등)을 제시한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
다. 다만, 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라는 주장이나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
은 편협한 사고”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영월 사례처럼, ‘교정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주민들은 성
숙한 시민이며 사고가 편협하지 않다’라고 받아 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정시설 근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거나 하지 않았던 구체적 근
거를 제시한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
락으로 인한 주민 반대는 근거가 없음을 더욱 확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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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정시설 신축/전입으로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저자의 주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페이지의 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직원 및 관련자 인구 증
가만을 보여주고 있지, 그 인구증가의 실질적 수혜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관찰소 신축/이전과 관련된 갈등극복 방안 모색”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관리 방식, 갈등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선행연
구는 매우 인상적이며, 명료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갈등 극복
방안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다
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①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사례를 6개 제시하였으나, 각 사례에서 나타
난 갈등 관리 방식,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 갈등 유형과, 갈등 관리 방식 및 프로세스,
그리고 갈등 관리의 결과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가 제시한 정
책 방향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년보호기관 신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갈등양상 분석”
본 연구는 단순히 갈등의 표면적 현상과 유형, 대응 사례 등을 살펴보
기보다는, 갈등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담겨
있으며, 갈등의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문학적 접근이 매우 인
상 깊고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의 완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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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의 근원적 원인을 부정적 인식과 태도로 규정하고, 이러한 갈등
원인의 해결 사례를 제시(예를 들어, 동경 소년보호기관 이전사례) 하였
지만, 근원적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인용 등이 부족(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된다. 인식, 태
도변화, 지역사회의 참여 효과, 참회/치유/회복의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한다면, 저자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비록, 네 편의 연구가 매우 가치있는 실무적,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지
만, 가장 큰 한계점은, 네 편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근원적 원인
(부정적 인식, NIMBY)의 출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제
시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거나 완화/관리 해
나갈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 신
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갈등양상 분석(p.10)”에서 부정적 인식의 원
인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극심한 반대여론[의].... 근본적 원
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교정시설 혐오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부정
적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논리학적으로 tautology에 해당할
것이다. 분명히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존재할 것이며, 본 토론자는 그 원
인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판단한다(물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감정적 두려움은 인지적 두려움을 증대시키고(Ferraro & LaGrang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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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2015), 이는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배타적 결정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감정적 두려움,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두려움,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p.4)”)
을 불식시키기 위한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에 기반을 둔 인식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사학(Rhetoric)의 설득(persuasion)이론을 기반으로
갈등 관리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득은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인식
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주장을 수용(태도의 변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Aristotle). 인식은 이해(comprehension)로부터 변화하는데, Descartes는 이
해가 수용(acceptance)보다 선행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Spinoza는 이해
와 수용은 동시에 발생 한 후, 다른 의견을 확인(certification)/비수용
(unacceptance) 한다고 하였으며, Gilbert는 이해 → 수용 → 비수용의 과정
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Gilbert, 1991). 세 이론의 공통점은 이해를 기반으
로 할 때 인간은 인식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에서, 결국 가장 근원적인 갈등의 원
인은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의 작업(이해의 증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시설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등의
갈등 대책은 표면적이며 단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와 여러 단계를 거처야 하는데, 다
음의 <그림>은 설득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이창훈, 2015). 추후 교정시설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결/
관리를 위해 이러한 단계와 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 검증, 수
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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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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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인식

▷ 교육

한 상 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인식

한 상 돈*
1)

1.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1) 연구부정행위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1)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
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
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위원장
1)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
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교
육교재,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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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
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

(2)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적절 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함.2)

2. 올바른 출처･인용표시 방법 등
(1) 출처표시의 방법
-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는 문장 단위로 함.
- 출처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
지해야 함.
- 연구보고서의 종류별로 출처 표시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
사항을 제시해야 함.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2)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①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② ‘이중게
재’ 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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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
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포함시켜야 함.

(2) 인용방법
-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
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함.
-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힘.
- 말 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를
표시함.
-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함.

(3) 출처표시의 대상
- 인쇄된 자료 :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 전자 자료 :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 데이터 :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자료, 경제적 지표 등
- 이미지 :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등
- 기록물 :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구두 자료 :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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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윤리 위반 유형 1 : 연구부정행위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위조로 판단
-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
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
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
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연구계호기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
위로 삽입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
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
곡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변조로 판단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자료들의 상이함을 수정하는
경우
-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
하는 경우
-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결과를 도
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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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표절로 판단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
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
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
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다음의 경우 부당
한 저자표시로 판단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
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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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윤리 위반 유형 2 : 연구부적절행위(중복게재)
(1)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
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
부분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거나 출처
표시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3)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
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
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
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
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
이나 학술적 가치 명에서 일정 부분 기여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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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 연구윤리 교육
(1)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
원이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2) 강사 및 교육 내용을 모두 제공
(3) 교육내용 : 연구윤리의 이해와 올바른 연구윤리 의식, 연구수
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리 이해, 연구부정행위, 연구자의 사회
적 책임 등.

6.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주요내용
※ 별첨 자료 참고

교정ㆍ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157

별첨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과 회원
이 학회의 연구윤리헌장을 실제 연구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구현하
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
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
는 모든 임원,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정 검증과 관련하여 다
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
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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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
는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따온 글이나 단어, 아이디어 등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옮긴 경우
(2) 인용하고 출처를 밝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
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이중게재”라 함은 자신이 쓴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
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
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
는 행위
8. 기타 법학 및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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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
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여,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주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5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사 등 6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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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8 조(실무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회의 간사가 위원회의 간
사를 맡는다.
제 9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
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절차
제10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
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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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술진흥재단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
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3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
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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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
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
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
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
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가 필
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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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
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인사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외 피조사자에
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
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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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후조치
제20조(학술진흥재단 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학
술진흥재단에 보고한다.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
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한다.
1. 단순한 실수로 위의 표절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
는 주의서한을 발송하여 경고 조치한다.
2. 게재논문을 학회학술지『교정연구』에서 삭제한다.
3. 논문투고자를 향후 3년 동안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학술지
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
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표절 등의 예방을 조치) 표절이나 논문의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
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는 총회･이사회･학회 학술발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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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회원에게 주지하며, “학회소식지”
등에 연구윤리 구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24조(준용 및 기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정학회의 회칙 등 학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하며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학회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14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11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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