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교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실효적 처우 방안
일 시 : 2017. 5. 19.(금) 14:00~18:00
장 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 601호
주 최 : 한국교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교정학회 회장 오 영 근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회장 오영근 입니다.

먼저, 우리 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인에 대한 교정은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무에 기초하지 않은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적 기초가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정학회는 학자와 교정실무자들의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교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인
의 효과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참가자 모두가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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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 주제발표를 하여 주실 김동현 소장님, 양혜경 교수님,
정은숙 계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곽대훈 교수님, 이희정 과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이진국 교수님과 남선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및 우리 학회의 설훈진 간사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유병철 교정정책단장님과 교정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주인공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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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 학 성

Ⅰ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 입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지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5월에 한국교정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정학회 오영근 회장님과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윤 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발표자와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지금의 교정은 수형자를 단순히 구금하는 것이 아닌 교정·교화를 통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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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는 1990년 창립 이후 교정 관련 이론 및 실무 연구를 통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수형자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교정본부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중·장기적 교정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실시, 집중인성교육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외부전문 강사에 의한 취업면접 실습 프로그램 도입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
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분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습벽성 사범
과 정신적 원인에 기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2016년 9월에는 교정본부에 심리치료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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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정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실효적 처우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조언이 교정행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정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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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일시 : 2 0 1 7 . 5 . 1 9 . ( 금 ) 1 4 : 0 0 ~ 1 8 : 0 0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법학관 601호

시간
13:40 ~ 14:00

내 용
참가자 등록 및 접수
개회사
- 오영근/한국교정학회 회장

■

축사
- 김학성/법무부 교정본부장(유병철 교정정책단장 대독)

■

14:00 ~ 14:30
(총 30분)

식전
행사

학술상 시상
- 수상 : 이강민/이화여자대학교
윤현석/서울남부교도소

■

사회
-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주제 :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 발표 : 김동현/의정부교도소 소장

■

제2주제 :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 발표 : 양혜경/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30 ~ 16:10
(총 100분)

주제
발표 및
토론

토론
- 곽대훈/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이희정/서울남부구치소 분류심사과장

■

사회
- 남선모/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

14:30 ~ 16:10
(20분)

휴식
실무주제 : 심리치료 실무의 이해
- 발표 : 전은숙/법무부 교정본부 교감

■

16:30 ~ 17:30
(총 60분)

실무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

종합토론

사회
-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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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김동현
/ 의정부교도소 소장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
❙김동현 (의정부교도소 소장. Ph.D.)

Ⅰ

들어가는 말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상당수
의 범죄자들이 한 번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결과1)에 의하면 소수의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누범자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사회복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증가와 범죄의 질적 악화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도 하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문제를 국가
존망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형사사법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고위험 범죄자 관리
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교정시설 출소이후의 처우를 출소자의 재범방지라
는 과제중심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이
러한 사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본 연구는 교정행정이 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정책과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 중에서 위해 재범예측결과를 활용해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 이 발표문은 발표자의 박사학위 논문(“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2017. 2)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홍영호외 2인,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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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 큰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선별하여 이들 범
죄자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
해 제1단계로 재범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군을 선별하여
재범예측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분류센터에서 정밀분류심사 및 임상결과를 활용
해서 위험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이 필요하다.
제2단계는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집중적인 처우와 관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과정으로, 범죄자 특성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실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여 집중적인 관리 및 처우실시로 재범
률을 낮추는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
자를 선별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범예측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
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수용한다면 성공
적인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선별적 무능력(selective incapacitatio
n)2)이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론의 전제인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누구인가와 실제로 이들 소수의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
는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강력범으로 교정시설
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률 및 재범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강
도, 폭력, 성폭력, 살인범죄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 및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재범분석을 통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는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

2) 선별적 무능력(selective incapacitation)이론은 소수의 누범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일수록 장기간 구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
한다. 미국의 패터 그린우드와 알랜 아브라함스가 1982년 「선별적 무능력」이란 제목으로 연구논문(Perter W.
Greenwood, Allan F. Abrahamse, “selective incapacitation”, Rand Corporation, 1982)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
작된다. 이 연구논문은 선별적 무력화의 잠재적 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총 6장으로
구성된 연구논문이다.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 논문의 주장을 검증하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반론과 선별적 무능력 대상자
의 선별에 있어서 예측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경비의 증가, 교정시설 수용의 부정적 폐해 등으로 인하여 선별적 무능력 정책
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선별적 무능력 이론의 논거인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여 그들에 대한 보다 강력
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이 범죄감소라는 정책적 접근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예
측오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인 위험관리 개념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소수의 누범자 집단에 대한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
며, 소수의 누범자 집단을 장기간 구금하더라도 재범의 시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재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별적 무능력화 이론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재범예측을 통해
소수의 누범자 집단을 선별하여 과학적 처우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면 성공적인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선별적 사회복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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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을 선별하더라도, 현재까지 개발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예측방법으로는 예
측과정에서 예측오류를 완벽하게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범
예측결과를 재범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할 대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안으로 위험관리와 위험성의 진단방법을 결합
한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3)
셋째, 재범분석을 통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는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
자 집단을 고위험 범죄자(high risk offender)로 정하고, 고위험 범죄자가 선별되
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통해 재범방지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
을 검토한다.
넷째, 교정처우를 통한 사회복귀의 핵심과제는 어떤 범죄자에게 어떤 처우를 실
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범위험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범
죄자에게 필요한 개별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범죄유발요인과 재범가능성 분
석을 통해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하
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의 한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재
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처우
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고위험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처우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한다. 반응성의 원리에 따른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곱째,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구
성원과 고위험 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은 재범률 감소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자는 처우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복귀
지원으로 교정시설 수용이전보다 사회복귀능력이 향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
라서 재범예측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를 선별하는 이유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3) 이윤호외 2인,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2002,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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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분석

제1절 고위험 범죄자
1. 고위험 범죄

고위험 범죄란 통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범죄행위
의 원인, 동기,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높은 범죄자 유형을 말한다.4)
이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는 재범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는 2가지로 정
의된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의 개념은 확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시대상황에 따라 문
화, 사상, 가치와 결부되어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각국의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현실에 맞게 고위험 범죄의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5)
한편 ‘고위험 범죄’의 핵심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강력범죄’란 용어가 있다. 특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명문화하고 있는
데, 살인, 약취와 유인, 강간과 추행, 강도, 조직폭력 범죄 중 일부를 특정강력범죄
로 분류하고 있다. ‘강력범죄’, ‘고위험 범죄’는 모두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폭력성
범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강력 범죄’ 는 미래의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
그러나 양자는 현재의 범죄를 중시하는가와 미래의 범죄(재범가능성)를 중시하는
가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재범가능성은 미래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징
표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고, 실제로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다
면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하여도 고위험 범죄의 큰 범주를 확정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력범죄
를 제1차적 고위험 범죄라고 가정하고, 현재의 고위험 범죄가 실제로 재범률이 높
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2. 고위험 범죄자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위험범죄라는 개념을 논의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고 범

4) Kemshall, 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known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A review of
current issues. Home Office, London. U.K.), Crow,I,.“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SAGE Publication.”2001, p46
5) 정진수외 3인,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2010, 162쪽
6) 위 논문,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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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는 2가지 분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1차적 고위험 범죄자의 표지로7) ①동종·유사 범죄의 재범위
험성이 높고, ②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군, 폭력 범죄군,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③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자8)로 규정하여 고찰한다.
다만 위의 ③유형에 속하는 범죄자 즉,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
토하여 고위험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범죄자가 사이코패스 범죄
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③유형에 속하는 범죄자는 정밀 분류심사가 필요
하며 단순한 범죄유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고
본 장에서는 ①동종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②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
죄군, 폭력 범죄군, 살인 등의 범죄자의 재범분석을 실시한다.9)
제2절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분석
1.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가능성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범죄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
험성이 큰 범죄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인 강력범죄자가 교정시설 출소 이후 다시 강력범죄자로 교도소에 입소여부
를 조사하여, 이들이 다시 강력범죄자로 입소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면 고위험
범죄자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 및 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강력범죄자가 출소 이후 다시 강력범죄자로 교도소에 입소하
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9년도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강력범자의 재범여부에 대
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도 교정시설 출소자는 총 25,725명이었으며, 출소
사유별로 보면 형기종료 출소자가 총 16,859명, 가석방으로 출소자가 총 8,228명,
가출소자가 총 14명, 사면으로 출소한 자가 총 624명이었다.
7) 여기에 속하는 범죄자 모두가 고위험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차로 분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후술하는
방식으로 제2차로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위험관리등급에 부여하고 이중 위험등급이 높은 수형자를 고위험 범죄
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범죄자로 사이코패스범죄자(반사회적인격장애) 등을 들 수 있다.
9)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MAPPA에서는 그 대상자를 ① 등록된 성범죄자(Registered sexual
offender), ②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입원명령(hospital order)을 받고 수용된 폭력범죄자(Violent
offender), ③ 앞의 ① 또는 ② 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serious harm)를 줄 위험이 있
는 기타 위험한 범죄자(Other dangerous offender)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위험한 범죄자’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상자가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
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유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정진수, 앞의 논문, 2009,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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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은 2009년도에 출소한 조사대상자의 재복역 실태를 3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전체 재범률(성별), 범수별, 재복역 기간별, 죄명별, 교정시설
출소 후 다시 입소한 수형자의 죄명별 재범률, 고위험 범죄자의 최근 5년간 재범률 변화
등 총 6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재범의 정의는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며, 측정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범률의 지표로 범죄자의 자기보고서(selfreport)의
자기기입방식에 의한 재범여부, 재체포(re-arrest), 유죄판결(re-conviction), 재복역
(re-imprisonment) 등이 이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중에서 형사사법기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관점에서는 범죄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중요하므로 입건여부에 따른
재범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고,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여부가 중요하므
로 기소여부에 따른 재범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중요하므로 형확정을 기준으로 재범을 분석한다. 한편 자유형을 집행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관점에서 보면 교정시설에 수용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재입소
여부를 기준으로 재범을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범분석기준 중에서 고위험 범죄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
당하고 생각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 형기종
료, 가석방, 사면, 감호기간종료, 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재범(재
복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범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2009년도 출소자의 3년내 재범률

2014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9년도 출소자 25,725명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5,699명으로 재범률(엄밀히 말하면
재복역률을 의미하나, 용어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재범률로 한다)10)은 22.2%로 조
사되었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재범률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 2-1]에서와 같이 2005년
에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
용된 자의 비율은 22.4%(2009년 재범률조사)이었고, 2006년 재범률은 22.5%(2010년
도재범률조사), 2007년 재범률은 22.3%(2011년도의 재범률조사), 2008년 재범률은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감호기간 종료, 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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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012년도 재범률조사)로 조사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
형자 4명 중에서 1명은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 되어 다시 교정시설에 입
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표 2-1] 출소자 재범률 변동추이
년도
재범률

2009년
22.4%

2010년
22.5%

2011년
22.3%

2012년
22.2%

2013년
22.2%

나. 2009년도 출소자의 범수별 재범률

2009년도 출소자의 범수에 따른 재범률 조사결과 아래【그림 2-1】에서와 같이
2009년도에 초범이 총 13,017명이 출소하여 이 중 1,174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범률은 9.0%이었고, 2범은 23.4%, 3범은
35.0%, 4범은 40.8%, 5범 이상 비율은 50.5%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범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범죄 횟수가 높
은 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교정시설 출소 후에 교정시설에 다시 재입소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 출소자의 범수별 재범률(단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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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5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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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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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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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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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초범

2범

3범

4범

5범

다. 2009년도 출소자의 재복역 기간별 현황

2009년도 출소자의 복역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2]와 같다. 2009년도 출
소자의 누적 재범률은 교정시설 출소이후 6월미만 기간의 재복역 비율이
11) 2014년 범죄백서(이하 본절의 통계자료는 범죄백서 자료를 재구성함),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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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

6.5%(29.5%), 1년 미만의 기간에 재복역 비율이 11.6%(22.8%), 2년 미만의 기간에
재복역 비율이 18.1%(29.5%), 3년 미만의 기간에 재복역 22.2%(18.2%)로 3년이내
재복역 비율이 22.2%였다. 종합하면, 1년 미만의 기간에 재범자의 절반이상이 교정
시설에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출소하는 초기에 재
범방지대책이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2009년 출소자의 재복역 기간별 현황
총출소

인원

25,725

재복역
인원
5,699

구간비율
누적비율

6월미만

100
22.2

1,679
29.5
6.5

재복역기간
6월이상
1년이상
1년미만
2년미만
1,302
1,683
22.8
29.5
11.6
18.1

2년이상
3년미만
1,035
18.2
22.2

2.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유형별 분석
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

현재의 강력범죄자로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출소 이후 다시 강력범죄로 교도소
에 입소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 범죄인 강도, 폭력,
성폭력, 살인 범죄군의 재범률을 조사하였다.12)
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2-2】[표 2-3]과 같이 2009년도에
5,723명이 출소하여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재입소한 강력
범죄자는 1,210명이었다.
범죄별로 살펴보면 강도범죄의 재범률은 25.8%로 강력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24.1%, 성폭
력범죄의 재범률은 18.2%, 살인범죄의 재범률은 8.6%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 중 강도범죄(25.8%) 및 폭력범죄(24.1%)의 재범률이 평균 재범률인 22.2%
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도 높은 재범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강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재범률은 강력범죄자가 고위험 범죄자 선정기준 중 재
범위험성이 높다는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준다.
12) 위 책,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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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출소자의
30

범죄유형별 재범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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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출 소
사 유
계

25

강도

성폭력

출소자의 범죄유형별 재범률
구분
출소인원
재복역인원
재범률

총출소

인 원
25,725
5,699
22.2

살인
764
66
8.6

폭력

M1

M2

범죄유형별 재범률
강력범죄군(M1)
총 계 일반 범죄
강도 성폭력 폭력 M1
M2
994
1,135 2,830 5,723 20,002
256
207 681 1,210 4,489
25.8
18.2 24.1 21.1
22.4

한편, 강력범죄를 제외한 기타범죄의 재범률은 아래[표 2-4]와 같이, 절도(41.2%)
가 가장 높고, 마약류(40.7%), 과실범(13.7%), 사기·횡령(13.6%)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기타 범죄의 재범률
출 소
사 유
계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인원
재복역률

총출소

인 원
25,725
5,699
22.2

절도
4,910
2,024
41.2

범죄유형별 재범률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7,759
1,921 2,262
1,058
781
310
13.6
40.7
13.7

기타
8,873
1,526
17.1

나. 교정시설 출소자의 범죄유형별 재범률

1) 강력범죄자의 범죄유형별 재범률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강력범죄자의 재입소 죄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살
인, 강도죄로 출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시설 출소 시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죄명별로 세분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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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가) 살인범죄로 출소한 수형자의 교정시설 재입소시 죄명별 재범률
살인범죄로 출소한 총 764명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재
입한 66명의 재입소 죄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범죄가 40.9%로 가장 많고, 살인범죄
가 18.2%, 강도범죄가 10.6% 성폭력범죄가 7.6%로 나타났다. 이중 아래【그림 23】[표 2-5]에서와 같이 동일죄명인 살인범죄는 아니지만 강력범죄 유형인 폭력, 강
도, 성폭력을 모두를 합산하면 총 51명으로, 전체 재입소 인원 66명의 77.2%를 차
지한다.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률이 전체평균(22.2%)보다 낮지만 재입소자를 기준으
로 보면 강력범죄 유형으로 재입소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3】살인범죄의

재범률(단위: %)
77.2

80

80
60

6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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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8.2

2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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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강도

성폭력

20
0

0
살인

[표 2-5]

폭력

M1

M2

살인범죄의 재범률

출 소
사 유

구분

계

재복역인원
비 율

총재입

인 원
66

100.0

출소시 죄명 살인
강력범죄군(M1)
총계 일반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M1
M2
12
7
5
27 51
15
18.2 10.6 7.6 40.9 77.2
22.7

나) 강도범죄로 출소한 수형자의 교정시설 재입소시 범죄유형별 재범률
강도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총 994명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재입한 256명의 재입소 죄명을 조사한 결과 아래【그림 24】[표 2-6]에서와 같이 강도범죄가 23.0%로 가장 많고, 성폭력범죄가 10.5%, 폭력
범죄가 9.0%, 살인범죄가 2.3%로 나타났다. 이 중 동일죄명인 강도범죄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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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유형인 폭력, 살인, 성폭력을 모두를 합산하면 총 115명으로, 전체 재입소
인원 256명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절도죄로 재입소한 107명(전체 재입소자의
41.1%)을 제외하더라도 강도죄로 출소한 수형자의 재입소 인원으로 보면 강력범죄
유형으로 재입소하는 비율(44.9%)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4】강도범죄의 재범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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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60

강도

성폭력

폭력

M1

M2

강도범죄의 재범률

출 소
사 유

구분

계

재복역인원
비 율

총재입

인 원
256
100.0

출소시 죄명 강도
총계 일반범죄
강력범죄군(M1)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M1
M2
6
59
27
23 115
141
2.3 23.0 10.5 9.0 44.9
54.4

다) 성폭력범죄로 출소한 자의 교정시설 재입소시 범죄유형별 재범률13)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총 1,135명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재입한 207명의 재입소 죄명을 조사한 결과 아래【그림
2-5】[표 2-7]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가 34.8%로 가장 많고, 강도범죄가 11.6%, 폭
력범죄가 9.7%, 살인범죄가 2..4%로 나타났다.
이 중 동일죄명인 성폭력범죄는 아니지만 강력범죄 유형인 강도, 살인, 폭력 등을
모두를 합산하면 총 121명으로, 전체 재입소 인원 207명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암수 범죄까지 고려하면, 분석결과와 같
13) 위 책, 4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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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폭력 범죄자의 높은 동종 재범률은 성폭력범죄를 관리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5】성폭력범죄의 재범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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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70
60
50
40
30
20
10
0

58.4

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

출 소
사 유

구분

계

재복역인원
비 율

총재입

인 원
207
100.0

성폭력

폭력

M1

M2

출소시 죄명 성폭력
강력범죄군(M1)
총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M1
5
24
72
20
121
2.4 11.6 34.8 9.7
58.4

열1

일반범죄
M2
86
41.5

라) 폭력범죄로 출소한 수형자의 교정시설 재입소시 범죄유형별 재범률14)
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총 2,830명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재입한 681명의 재입소 죄명을 조사한 결과 아래【그림
2-6】[표 2-8]에서와 같이 폭력범죄가 51.4%로 가장 많고, 성폭력범죄가 4.16%, 강
도범죄가 3.4%, 살인범죄가 1.6%로 나타났다.
이 중 동일죄명인 폭력범죄는 아니지만 강력범죄 유형인 강도, 살인, 성폭력 등을
모두를 합산하면 총 412명으로, 전체 재입소 인원 681명의 60.44%를 차지하고 있다.
재입소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폭력범자가 강력범죄 유형으로 재입소하는 비율
(60.44%)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5) 이러한 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은
폭력범죄자를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4) 위 책, 483쪽
15) 위 책, 4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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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폭력범죄의

재범률(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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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출 소
사 유
계

40
30

30
10

50

폭력범죄의 재범률
구분
재복역인원
비 율

총재입

인 원
681
100.0

폭력

M1

M2

출소시 죄명 폭력
총계
강력범죄군(M1)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M1
11 23
28 350 412
1.6 3.4 4.1 51.4 60.4

일반범죄
M2
296
39.5

2)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의 교차분석
앞에서의 빈도분석 결과를 활용해 강력범죄로 출소한 수형자는 다시 강력범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재입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된
빈도분석이 즉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의 측정변인이 실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카이제곱 분석)과 교정시설 출소시 죄명과 재입소시 죄명사
이에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관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근거가 된 빈도분석에 대한 교차분석과 교정시설 출소시 죄명과 재입소시 죄명의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의 측정변인이 실제로
차이가 있고, 출소시 죄명과 재입소시 죄명이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교차분석 결과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의 측정변인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아래 [표 2-9]와 같은 카이제곱 검정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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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카이제곱

검정결과

구
분
Pearson 카이제곱
우도비
유효 케이스 수

값

801.165
376.110
5,699

자유도

16
16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000
.000

교차분석(chi-square test)결과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에 대해서는 p<.0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범죄군과 일반범죄군의 교정시설 출소이후 다시 교
도소에 입소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801.165,
df=16, p<.05) 아울러 예측모델에서 예측한 빈도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우도
비(likelihood ratio)는 376.110(df=16, p<.05)의 결과를 보였다.
나) 상관관계분석 결과
교정시설 출소시 범죄와 재복역시 범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Co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아래 [표 2-10]과 같다.
[표 2-10] 상관관계분석 결과
출소 시 범죄명
**. 상관계수는

구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출소 시 범죄명
1
5,699

재복역시 범죄명
.672**
.000
5,699

교정시설 출소시 범죄와 재복역시 범죄간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672로 나타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05) 따라
서, 교정시설 출소시 범죄명과 교정시설 재복역시 범죄명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기타 범죄의 유형별 재범률
강력범죄자가 아닌 범죄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절도죄로 출소한 수용자의 재입소
죄명은 절도죄가 78.1%이었으며, 사기·횡령죄로 출소한 수용자의 재입소 죄명은 사
기·횡령죄가 65.9%이다. 마약류 범죄로 출소한 수용자의 재입소 죄명은 마약류 범
죄가 86.7%이고, 과실범으로 출소한 수용자의 재입소 죄명은 과실범이 63.2%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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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타범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 출소시 죄명과 동일한 죄
명으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첫째, 교정시설 출소자의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
범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범죄횟수가 높은 범죄자는 재범 가
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출소자의 재복역 기간별 재복역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의 기간에 재범자의
절반이상이 교정시설에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출소하는
초기에 재범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재범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을 조사·분석한 결과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강도범죄의 재범률은 25.8%로, 폭력범죄의 재범률은 24.1%, 성폭력범죄
의 재범률은 18.2%, 살인범죄의 재범률은 8.6%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강력범죄자의 재입소 죄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
과 교정시설 재입소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면 강력범죄자 중 동종죄명은 아니지
만 강력범죄 유형인 강도, 살인, 성폭력, 폭력 등을 합산하여 재입소 비율을 살펴보
면 살인범죄의 경우 77.2%, 강도범죄의 경우 44.9%, 성폭력범죄의 경우 58.4%, 폭
력범죄의 경우 60.44%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강력범죄로 출소한 수형자는 다시 강력
범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재입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
울러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선정하
기 위한 일차적 대상으로 강력범죄자로 한정하고, 제4장에서 구상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센터에서 정밀분류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위험 범죄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진행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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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위험 범죄자 재범예측 및 처우실태 문제점

제1절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예측 실태 및 문제점
1. 고위험 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 실태 및 문제점
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위험성평가 실태

재범예측은 형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다. 교정행정에서 예측은 통상적으로 범죄자에 관한 의사결정
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측방법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예측은 수형
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과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
공하는 장점이 있다.16)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범죄성을 평가하는 것은 곧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 가능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17) 이러한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해로운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을 계산하고, 행동 또는 사건의 빈도를 평가하며, 행동 또는 사건이 미칠 영
향을 고려하여 그 영향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명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누구에게 위험한가, 어떤 측면에서 위험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가라는 명
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누구인가, 단순히 범죄의 재발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위험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도 중요하다.19) 범
죄자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에 대해 감독이나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
기 위해서이다.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위험성원리로서, 범
죄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강도는 위험성수준에 비례해야하며,20) 위험성이 높은
16) 이윤호외 2인 앞의 책, 69쪽
17) 홍영호외 2인, 앞의 논문, 46쪽
18) Kemshall. 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erious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 A review of
current issues.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2002. p45
19) Rich, P. “Juvenile Sexual Offenders” : A Comprehensive Guide to Risk Evaluation. NJ: John Wiley and Sons,
Inc,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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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과 집중적인 처우 및 통제가 요구되며, 위험성이 낮
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21)
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실태

1) 교정심리검사
교정심리검사는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자 문제행동가능성 및 재범가능성 등의 위험성
예측을 위해 법무부 교정국 심리검사개발팀에서 2000년에 자체개발한 위험성 평가도구
로서, 2001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3-1]과 같이 기존
의 교정기관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던 MMPI검사가 지나치게 임상중심의
정신과적 진단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내 수형자에게 적
합하고, 수용관리 및 처우의 연계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표 3-1] 기존 MMPI검사와 교정심리검사 비교
(단위 :명)
구
목

분
적

구

성

문항선정
척도구성
적용대상
실시방법
소요시간
문항수
활용도

MMPI
정신과적 진단분류
10가지 임상척도

교정심리검사
정상인들의 시설(집단)생활에 있어서 문제유발
가능성 및 위험성 예측
2가지 위험척도
(비정상행동측정)
(문제유발가능성, 재범유발 가능성 측정)
4가지 타당척도
7가지 하위척도(허위성향, 비행성향, 공격성
(검사태도측정)
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
경험적 접근통해 구성
교정시설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국내용으로 재표준화
접근을 통해 구성
중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
개인, 집단
개인, 집단
약 40∼60분
약 15∼20분
383문항, 566문항
175문항
병원중심의 진단목적
시설(집단)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유발 및 위험
정상인중 정신병질성격예측
성 예측, 재범가능성 예측


현재 전국교정기관의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작업지정, 경비처우급 판정, 재범위험성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진단결과 자
살성향이 높은 수용자를 발견하는 등 특이성향이 의심되는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 에서도 특이성향이 발견되면, 각 부서에 통보
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20) Andrews, D. A. Bonta, J, & Hoge, R. D.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990, pp19-52.
21) 홍영호외 2인, 앞의 논문,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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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22)
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교정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생활 중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
여 적합한 훈련, 교육, 가석방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도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
경에서 2011년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표
3-2]와 같이 재수용의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23개의 요인을 점수(총점 48점=정적요인
33점+동적요인 15점)로 환산하여 재수용 위험성을 5단계로 등급화한 교정재범예측지표
(CO-REPI)를 개발하였다.
[표 3-2] 교정재범예측지표 구성내용
요인

정적요인
(18개)

항 목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시 정신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이전범죄 전체 형기, 동일
유사죄명 경력횟수, 최초 형확정 연령대, 재범기간, 이전범죄 출소연령대, 집행유예 취소/
실효횟수, 동거횟수, 학창시절(18세 이하) 처벌경험, 입소 전 직업. 입소 전 경제상태, 입
소 전 거주상태, 정신병원 치료경력(필요성), 학력

동적요인 수형자의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5개)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은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재수용 위험성이 가장 낮은 1등급부터 재수용
위험성이 가장 높은 5등급까지의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상응하는 처우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정재범예측지표는 개별수형자의 재범예측결
과를 기초로 개별수형자의 처우를 직접 결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성이 다
른 수형자에게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
형자 개인의 특성을 분석을 통하여 개별 수형자의 의사결정과 장기행동예측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려내야 한다.

나)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검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23)을 실시한 결과, 수용횟수 2회
22) CO-REPI는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약자로, 교정실무에서 재범(재복역)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한다.
23)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분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으로 종속변수의 값
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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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자를 예측하는 분류정확도는 81.4%이며, 전체 분류정확률은 83.4%로 나타나 매우 높
은 정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후검증을 위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부
여받고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여부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재범예측지표로서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위험성평가도구 중 성폭력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다양하게 개발되
어 사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정실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폭력사범
재범예측 도구는 HAGSOR24)와 Static-99R이다. HAGSOR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체계적 선별과 관리를 위해 2010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
가도구로 개발하여 전국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Static-99R은 1999년 캐나다에서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Static-99R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현재 교정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다.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범죄유형에 구분 없이 분류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면, HAGSOR와 Static-99R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을 평가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평가도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3]과 같이 교정심리검사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가능성과 출소 이후 재범가능
성을 HAGSOR와 Static-99R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
한다. 그리고 CO-REPI는 교정시설 출소이후 재복역 위험성을 예측한다.
[표 3-3] 평가도구별 특징비교
구분
문항수
하위
척도
위험
등급
대상자
활용
영역

교정심리검사
175 문항
7개 척도
(허위․비행․공격․범죄․
포기․자살․망상성향)
3단계
(위험수준 상․중․하)
수형자
문제행동 가능성
출소이후재범가능성

HAGSOR
10문항

Static-99R
CO-REPI
10문항
23문항
18개 정적문항
5개 동적문항
4단계
5단계
5단계
(낮음∼매우높음) (낮음∼높음) (REPI-1∼5)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 전력이 있 수형자
성인남성수형자 는 성인남성수형자
성범죄자
성범죄자
수형자의출소이후
재범위험성 예측 재범위험성 예측 재범위험성예측

24) 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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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실태
성범죄와 관련된 수형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HAGSOR와 Static-99R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교정실무에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
해 위 두 가지 평가도구의 검사결과의 평균값을 토대로 전국 교정시설 중 성폭력사범
집중 및 심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증
성폭력사범 재범예측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용횟수
1회자와 2회 이상자를 얼마만큼 제대로 구분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정확률은 83.4%로
나타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성범죄자들의 성적 일탈의 원
인 등 범죄유발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사범 재범예측도구들과는 별도로 개
별 성범죄자들의 성적 일탈의 원인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4) 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폭력행위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평가도구들로는
HCR-20(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등이 있다. 교정실무에서는 특별하게
폭력성 예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 261,852건, 2010년 239,008건, 2012년
251,379건, 2013년 235,871건으로 폭력관련 범죄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 폭력범죄발생 상황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
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다. 위험관리

예측이 범죄를 줄이는데 이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둘째로 이들 범죄자가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효과
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누가 범행 할 것인가의 예측과 관
련하여 현재까지 예측과정에서 예측오류25)를 완벽하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예측오류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위험관리와 위험성의
25) 예측 오류는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이 있으며, 잘못된 긍정은 범죄자가 재범
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잘못된 부정은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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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26) 위험관리는 위험성평가와 재범예측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죄자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예측방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교정프로그램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이다.27)
이러한 위험관리의 사례로 미국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의
주도로 추진된 TPCI 모델(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Model)의
위험성관리에 기초한 분류심사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 분류심사는 위험성 원
칙(Risk Principle), 필요성 원칙(Need Principle), 대응성 원칙(Responsivity Principle)에
입각하도록 설계된다. 위험성 원칙에는 최초유죄선고연령(age at first conviction), 전과
횟수, 구금기간 중 행동특성, 이전 범죄력의 심각성, 아동학대경험, 약물남용경험, 교
육․고용․가족․사회적 실패경험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필요성 원칙에는 반사회
적 태도․가치․신념, 반사회적 동료․주변인, 약물남용, 교육결함, 정신․건강문제, 생
활기술(life skill) 및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결함, 성격결함(분노, 공격성, 이기주의,
충동성 등) 등으로 구성된다. 대응성 원칙에는 학습능력과 유형, 변화욕구, 인성유형,
대인관계와 대화기술의 수준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29)
이러한 위험성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교정시설
에서의 관리수준과 교정시설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입 수준을 정하는
위험관리등급(RM, Risk Management)이 정해진다.
라.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위험성평가의 문제점

그동안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및 처우계획실시 등을 위한 분류전
담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교정현실은 교
정인력부족과 시스템의 부재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범위험성 평가의 부재는 교정시설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성이 결여
된 재범위험성 판정을 기초로 과학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분류전담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26) 이윤호외 2인, 85쪽
27) 위 책, 2002, 88쪽
28) 유병철,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0, 140쪽
29) 위 논문,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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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등급별 처우실태 및 문제점(경비등급별 처우30))
가. 경비등급별 처우

경비등급별 처우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범죄성향, 개선정도가 유사한 부류의
수형자를 집단별로 수용ㆍ처우하여 범죄악습의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용시설의 결정이 곧 처우수준의 결정을 의미하는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의 차등화와
처우의 차등화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차등화 된 처우를 명문화한 것으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31) 에 따라 실시되었다.
경비등급별 처우는 교정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며, 신입수형자 및 일정한
수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경비처우급을 산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실시
한다. 이러한 경비처우급은 아래의 [표 3-4]와 같이 수형자가 교정시설내에서 도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와 수용생활의 순응정도, 교정성적의 양호에 따라
4등급으로 결정된다.
[표 3-4] 경비처우급별 시설기준 및 처우기준
수용계획
경비처우급
개방처우급(S1급)
완화경비처우급(S2급)
일반경비처우급(S3급)
重경비처우급(S4급)

등급별 시설기준 및 처우기준
개방처우급으로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중경비처우급으로 중(重)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기본적인 수
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나. 경비등급별 처우제도의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비처우급에 따른 차등처우 실태를 살펴보면 경비급32)과 처
우급33) 통합에 따른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형식적인 측면에
서는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 이송 및 관리·처우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제도의 정
착을 위한 인식 및 의지부족, 시설기반의 부족 등으로 제도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30)

경비처우급은 수형자가 교정시설내에서 도 주 등의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 정도와 수용 생 활의 순 응
정도, 교정성적의 양호에 따라 결정되는 교정시설 처우등급으로 경비처우급 S1이 양호등급이고 경비처
우급 S4가 매우 위험한 등급을 말한다.
31) 관련 규정 형집행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4조, 제81조, 제83조에 근거한다.
32)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
33)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및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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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다수 있다.
특히 경비등급별 처우는 위험성이 높은 자는 격리하고 개선여지가 있는 수형자는
재범위험성 및 개선가능성 정도에 따른 개인별 처우의 차별화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비처우급 재심사의 경우 소득점수(처우급 요소)와 재범위험성
지표(경비급 요소)가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실제 소득점수 위주로 경비처우등급
이 상향조정되도록 규정되어, 일선교정기관에서는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에 있어서 주
로 소득점수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조정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누진제도의 변경 필요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경비처우급 제도로 변경이 되었으
나 여전히 누진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제2절 고위험 범죄자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1. 범죄자 처우를 위한 자원배분 실태 및 문제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구금위주의 행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수용
자에 대한 의식주 개선 등 일상 처우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용자 처우향상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교정프
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교
정프로그램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25개 이상의 프로그램34)이 실시되고
있다35). 그러나 인력, 시설 등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들이 교정현장에서 형식적인 실적에 의존하여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공평처우를
중시하며,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교정의 일반적 경향으로 꼭 필요한
수형자를 선정해서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처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높은
정책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적 처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고위험 범죄자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강력범죄자가 재범방지대책 없이 사회로 출소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동종·유사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폭력, 반
34)

학과교육, 방송통신고, 독학사,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외국어전문교육, 정보화교육,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
램, 마약류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상습폭행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인성교육, 상습규율
위반 집중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살예방종교상담, 아버지·어머니학교, 종교집회, 교리지도, 자매결연상담, 귀휴, 가
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의집
35) 조윤오외 3인,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사후성과 추적기법 개발”, 2011, 법무부 용역과제,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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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수형자가 재범방지대책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여 국민
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36)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주
거나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기 쉬운 다툼에 대
한 비폭력적 해결, 곤란한 문제 해결,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을 통한 친밀집단 형성, 불안감 조절 및 완화, 성범죄자 치료, 인지기술 및 도
덕재인식 치료, 분노 및 스트레스 관리, 피해자 인지, 대인관계 훈련, 사회성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별 특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37)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38) 범죄자들은 인지-행동
적 접근방법(cognitive–behavioraltheretical model)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단일모델보다는 통합프로그램(multifaceted pogramming)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
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아울러 ‘범죄성향 욕구’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들이 효과적이며, 프로그램이 가지는 목표는 재범과 연결된 구체적 요인들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학습스타일과 학습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짝을
이룰 때에 교육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9)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
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처우프로그램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
자 치료프로그램,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시 현황

1)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현대적 의미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이론의 발달과정에 대한 선행연구40)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발방지(Relapse Prevention)모델로 1980년대 성범죄자
에 대한 치료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독행동을 치료하는데 쓰이
던 재발방지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이 이론은 범죄발생 위험요인과 범죄경로 등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둘째, RNR(위험성(Risk), 욕구(Needs), 반응성(Responsivity))모델로 범죄학자인
Andrews와 Bonta(1998)가 주창하여 범죄학계에 널리 알려진 모델이다. RNR모델의
36) 정진수외 3인,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2010, 33쪽
37) 정진수,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모델에 대한 연구”, 2010, 101쪽
38) 조윤오외 3인,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사후성과 추적기법 개발, 2011, 법무부 용역과제, 21쪽
39) 위 논문, 21쪽
40) 윤정숙,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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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3가지 원리 즉, 위험성, 욕구, 반응성은 성범죄자들을 위한 치료프로그
램에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중 위험성(Risk) 원칙은 성
범죄자의 치료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욕구
(Needs)원칙이란 범죄를 발생시키는 범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위험성 원칙이 ‘누구’를 치료 목표로 삼아야할 것인지 알려
주는 것이라면, 범죄발생 욕구원칙은 ‘무엇’을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할 것인지를 알
려준다. 마지막으로 반응(Responsivity)원칙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개인이 가
지고 있는 반응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좋은 삶 모델(이하 GLM모델, Ward, 2002)로,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은 범죄
행동은 좋은 삶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으로 범죄자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신념, 기술 등을 익혀 삶의 만족감을 높이면 범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GLM모델은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RP, RNR 모델과 차별화 된다.
성범죄자 치료모델을 검토하면, 재발방지(Relapse Prevention)모델은 범죄 발생 위
험요인과 범죄경로 등에 집중하다가, 정작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기술
(coping skills)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더 이상 이론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등장한 RNR모델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 이론에 기초한 위험성과 범
죄유발요인, 범죄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
램의 실질적 운영방식으로는 RNR모델에 기반 한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데, 이 이론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 위험성이나 욕구, 반응성 요인 등이 인지행
동치료를 통해 잘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등장한 GLM모델은 기존의 RP이나 RNR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
는 접근은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RP이나 RNR에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RNR의 목표가 재범
에 기여하는 범죄발생요인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면 GLM은 범죄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41)
2)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교정심리치료센터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성폭력사범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화교육,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
다. 이를 위해 성폭력사범 중 재범 고위험 수형자에 대하여 6개월간 총 300시간 시
41) 위 논문,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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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심화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 수정, 피해자 공감 및 사건에 대한 책임 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의 성폭력사범 교육실시현황은 아래 [표 3-5]와 같이 모든 성
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별
맞춤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수정하고 있다. 집중교육 대상자는 이수명령
101∼200 시간 대상자 및 HAGSOR, Static 점수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표 3-5] 성폭력사범 교육 체계
구 분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
재범위험성 중
재범위험성 고
교육 재범위험평가 재범위험성 저
대상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101∼200시간
200시간 초과
교육시간
100시간
200시간(점진확대)
300시간 이상
집중교육기관 8개 심화교육기관
교육기관
전국 교정기관 11개
안양교도소 등
서울남부교도소 등

나.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실시 현황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교정시설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내 정신보건센
터를 모델로 하여 정신분열병(조현병), 기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
으로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는 교정시설 정실질환수용자에 대한
재활․치료에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사회 전문가와 교정전문가가 힘을 합하여 정신
질환수용자의 재기를 돕는 교정의 새로운 치료모델이다.
2) 운영 필요성
전국의 30개 교정시설에 수형자 1337명을 대상으로 MMPI를 사용하여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결과42)에 의하면 수형자 집단은 MMPI 척도상의 모든 하위
척도에서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2배에서 4배정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등의 심각한 정신장애 유형
에서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점을
42) 이신영, “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서비스 증진방안 연구”, 한국교정학회, 2011,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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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할 때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매우 크다.43)
3) 정신보건센터의 목적 및 교육대상자 선정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던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힐링프로그램(마음치
유프로그램)을 통한 안정된 수용생활 도모 및 재범을 방지하고, 자살예방 등 정신
질환수용자의 교정사고를 예방하며,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 처우와 출소
후 지역사회 내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신보건센터 교육대상자는「질병분류표」상 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판정
된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과정 14주, 집중교육과정 14주,
심화교육과정 15주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8개 기관에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실시 현황

1) 운영목적
상습폭력 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며, 폭력행위의 원인을 분석하여
폭력성향에 대한 교정기능 강화를 통해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시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용자간 및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각종 폭행사고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예방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폭력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교육과정 운영
구조적이고 관행적 폭행 수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단
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노관리과정이 60% 이상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하여 폭력성향 교정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교
정기관별로 자체 선정하며, 교정심리검사 등 인성검사 결과 및 상담관찰태도, 범죄
경력조회서상에 나타난 폭력행위 전과, 과거수용 중 징벌관련 사항, 미결수용에서의
징벌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정심리검사
결과, 폭력행위 전과, 범법행위 건수, 과거 수용 중 징벌횟수,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징벌건수, 범죄 심각성, 재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선정된다.
43) 위 논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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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위험 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의 문제점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처우프로그램의 실시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교
정 현실은 아직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고위
험 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아직 충분한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범죄자 처우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내용이 범죄유발요인
분석에 따른 개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의 교육은 대부분 교육
과정 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대상자에게 충분하고 차별화된 치료가 실
시되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가 불명확한 경향이 있어 현재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으로는 실질적 재범방지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둘째,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이 부족하여
교육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고위험 범죄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이를 담보할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시간은 위험
성 평가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실시한 캐나다, 미국 등의 경우 성
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고위험군 집단과 중·저 위험군 집단을
분류하여 치료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역동적 위험요
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료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용되는 치료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정규 치료프로그램 집행이 끝난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범죄유발요인의 감
소를 주요 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공감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수용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44)
3. 가석방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가. 가석방자의 형집행률

[표 3-6]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가
석방자의 형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이 대부분 80% 이상이
고, 형집행률이 80% 미만에서의 가석방은 평균 약 7%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형기종료가 임박한 수형자 위주로 가석방이 실시되고 있다.45)
44) 윤정숙, 앞의 논문, 17쪽
45) 교정통계연보,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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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도

가석방자 형집행률 현황 (2009년∼2013년)

형집행률

2011
2012
2013

계
7,065
(100)
6,444
(100)
6,148
(100)

70%미만

80%미만
759
(10.7)
548
(8.5)
469
(7.6)

3

(0.0)
1
(0.0)
1
(0.0)

90%미만
4,654
(65.9)
3,953
(61.4)
9,786
(61.6)

90%이상
1,649
(23.3)
1,942
(30.1)
1,892
(30.8)

나. 가석방자 전과별 현황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가석방의 결
정이 형집행률에 의존하다보니 형기종료가 임박한 수형자 위주로 가석방이 실시되
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3-7]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가석방자
의 전과회수를 보면 초범수형자의 비율이 2009년도 74.2%에서 2013년도 82.2%로 점
점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도의 가석방자의 전과횟수별 인원을 보면 전체가석방자
중 초범수형자의 비율이 82.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초범수형자 위주로 가
석방이 실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6)
[표 3-7] 가석방자의 전과횟수별 인원 (2009년∼2013년)
연도

전과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252
(100)
7,995
(100)
7,065
(100)
6,444
(100)
6,148
(100)

초범
6,120
(74.2)
6,237
(78.0)
5,636
(79.8)
5,226
(81.1)
5,052
(82.2)

재범
1,972
(23.9)
1,628
(20.4)
1,358
(19.2)
1,178
(18.3)
1,054
(17.14)

3범이상
160

(1.9)
130
(1.6)
71
(1.0)
40
(0.6)
42
(0.7)

다. 가석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재범예측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교정시설
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선
별적으로 구금하고 나머지 수형자는 가석방을 확대함으로서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6) 교정통계연보,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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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고위험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업무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작성, 재범위
험성 평가, 개입수단의 결정, 범죄자의 개선정도의 심사, 사정변경에 따른 처우계획
의 변경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지속
적인 지원 및 관리가 실시되어야 한다.47)
한편 교정처우프로그램이 고려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에 따
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공적인 교정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은 대부분은 (1)위험성
의 원칙(risk principle), (2)필요성의 원칙(need principle), (3)행동치료의 원칙
(treatment principle) 또는 반응성의 원칙(responsivity principle)으로 요약된다.48)
제1절 위험관리를 통한 고위험 범죄자 재범예측의 과학화
1. 위험관리를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예측

재범예측과정에서 예측오류를 완벽하게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측오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관리와 위험성 진단방법을 결합해야한다. 이러한 이유
로 제3장에서 제1차로 분류된 범죄군을 대상으로 심층심리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
하고, 위험관리개념에 따라 위험관리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해 감독이나 개입
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효과적인 개입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위험성원리로서, 범죄자에 대한 감
독과 통제의 강도는 위험성수준에 비례해야하며,49)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과 집중적인 처우 및 통제가 요구되며,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50) 과학적인 위험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범
죄의 위험성에 기초한 교정시설에서의 관리수준과 교정시설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입 수준을 정하는 위험관리등급(RM, Risk Management)이 정해진다.
47) 유병철, 앞의 논문, 28-31쪽
48) 조윤오외 1인, “재범방지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0쪽
49) Andrews, D. A. Bonta, J., & Hoge, R. D.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990, pp19-52.
50) 홍영호외 2인, 앞의 논문, 46쪽
32 Ⅰ

2017년 한국교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가. 위험관리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전담시설 설치

고위험 범죄자가 재범방지대책 없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 안전을 위협하
고 있고, 아울러 이들 고위험 범죄자들의 시설 내 문제행동 증가는 수용관리에 부
담을 가중시켜 이들에 대한 체계적 분류심사 및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서울․경
기․강원 권역에서 형이 확정된 고위험 범죄자의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서울남부구
치소에 ‘분류센터’를 신설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다른 3개 지방교정청에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51)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된 분류센터는 고위험 수형자 선별을 위한 정밀분류심사, 고
위험 수형자 유형별 처우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고위험 수형자 정보의 통합관리, 고위험
수형자 출소 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기능을 통해 고위험
수형자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 감소와 분류심사 업무의 전문화․과학화를 통해 사회안전
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Control Tower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위험관리를 적용한 고위험 범죄자의 유형별 처우계획

1) 분류센터 소관 업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수
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자
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의 운영(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9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
분류센터 대상자는 아래 [표 4-1]과 같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폭력, 살인,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고
위험 수형자)중 형기 2년 이상 수형자를 범죄 유형별로 선정하여 분류센터로 이송
하여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자 및 절도, 사기 등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51)

분류센터의 법적근거는「형집행」을 법적근거로 하며, 동법 제61조(분류전담시설)는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
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6조(분류전담시설)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지
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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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하여 고위험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로 정밀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도 포함된다.
3)

정밀분류심사 실시
가) 오리엔테이션 및 면접조사
분류센터 입소 후 아래【그림 4-1】과 같이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는 분류심사 절차, 개별처우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입소 전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 약물중독 여부, 학력, 범죄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
활환경 조사서 작성, 석방 후 생활계획, 수용기간 중 희망처우 내용 등 수용생활 계
획서 작성, 정밀 분류심사 실시를 시행하다.
아울러 위험관리수준 평가 및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범죄 유형별 범
죄 원인의 진단에 필요한 사항,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4조에 따른 분류심사 사항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대인관계, 직업경력, 과거 및 본 건 범죄를 저지르
게 된 경위 등)및 분류조사 사항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개별처우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개별상담 및 자료를 조회한다.
【그림 4-1】 분류센터 업무절차 개요

나) 개별 심층상담 및 심리분석
공통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심리사가 개별심층상담 실시하고, 수형자 개인
특성에 맞는 처우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를 작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 과정에서 관찰되는 특이 행동을 인식하여 수형자 문제행동의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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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방적 대처 및 수용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리특성 분석을 위해 아래 [표 4-1][표 4-2]와 같이 심리검사도구와 범죄유형에
따른 심리도구를 사용하여 범죄 유형별 전문 심리분석을 실시하여 심리검사결과 보
고서를 작성한다.
[표 4-1] 심리검사 도구
공통검사

교정심리검사
MMPI-2(다면적인성검사)
SCT(문장완성검사)
BAI52)
BDI53)

지필형지능검사
직업흥미도검사
성폭력사범 추가 검사54)
Static-99R
HAGSOR(정적평가)
[표 4-2]

심층 심리검사

K-WAIS-IV55)
PCL-R56)
HAGSOR(동적평가)
투사검사57)
Rorschach test58)
TAT(Thematic Apperception Test)
BGT(Bender-Gestalt Test)
HTP(house, tree, person)
DAP(Draw A person)
KFD(Kinetic Family Drawing) 등

범죄 유형별 심리검사 도구

범
성
폭
인
살

죄 유
폭
력 관
성 특 이
인 ․ 방

형
력

분류검사 내용

4)

위험관리수준 평가

tatic-99, HAGSOR
련 PCL-R, VRAG59)
자 MMPI-2, SCL-90, SCT, PAI, BDI 등 인성검사60),
화
S

52) BAI : 성인용 불안검사를 말하며 불안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임
53) BDI : 우울 자가진단 검사를 말하며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임
54) 성폭력사범 추가 검사 :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로 검사하고 있으며 Staict-99R과 교정본부에서
자체개발한 HAGSOR로 평가하고 있음
55) K-WAIS-IV :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를 말함
56) PCL-R : Psychopathy Checklist의 약자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임
57) 투사검사 :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분석하여 수검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사고 과정,
사고 내용, 정서 상태, 욕구 및 충동, 갈등과 방어, 성격 특성 등을 평가함.(로르샤흐 검사, 주제 통각 검사(TAT),
집-나무-사람(HTP), BGT, 인물화 검사(DAP), 가족화 검사(KFD) 등)
58) Rorschach test(로르샤흐 검사) : 좌우 대칭의 불규칙한 잉크 무늬가 어떠한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설명하게 하여
그 사람의 성격, 정신상태 등을 판단하는 방법
59) VRAG(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 폭력위험성 평가가이드)
60) 인성검사: SCL-90(Symptom Checklist-90 : 간이전신진단검사)
SCT(Sentence Completion Test : 문장완성검사)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성격진단검사)
BDI(Beck's Depression Inventory : 벡크의 우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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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관리수준 개요
위험관리수준(RM)이란 Risk Management의 약자로 범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
성에 따라 교정시설안에서의 관리수준과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입
수준을 말한다.(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조)
나) 평가방법
정밀 분류심사 및 전문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 범죄의 심각성,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범죄의 위험성과 동종(同種)범죄의 재범가능성
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아래 [표 4-3]과 같이 환경요인은 가정환경, 성장과정, 가족
의 지지체계, 직업력, 이혼관계 등을 평가하고, 과거범죄의 심각성요인은 과거 범죄
경력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의 진전정도, 반복적 범행여부 등을 평가하며, 본 사건 범
죄의 심각성요인은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적 측면과 연관시켜 범행의 동
기, 사회적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심리적 요인평가는 지능검사, 다
면적 인성검사,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평가, 문장검사 등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요인을 평가한다.
[표 4-3] 위험관리수준 평가방법(분류센터 운영지침 제6조)
평가항목
환경요인
과거 범죄의
심 각 성
본사건 범죄
심 각 성
심리적 요인
위험관리수준
종합평가

평가방법
∙ 가정환경, 성장과정, 가족의 지지체계, 직업력, 이혼관계 등 환경적 요인 평가
∙ 평가방법 :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 과거 범죄경력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의 진전정도, 반복적 범행여부 등 평가
∙ 평가방법 :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적 측면과 연관시켜 범행의 동기,
사회적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방법 :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평가, 문장검사 등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요인을 평가
∙ 환경적 요인, 범죄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관리수
준을 등급별(RM 1∼4)로 평가

다) 위험관리수준(RM) 등급별 평가 기준
위험관리수준(RM) 등급별 평가 기준은 아래 [표 4-4]의 기준에 따라 범죄의 위
험성과 재범가능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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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위험관리수준(RM) 등급별 평가기준(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7조)

등급
위험관리수준(RM) 등급별 평가 기준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기관의 통상적인 처우·관
RM 1등급 범죄의
리가 가능한 수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으로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기관의 통상적
RM 2등급 인 처우·관리가 가능하고, 석방 시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개
입이 필요한 수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람으로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RM 3등급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범위험 관리가 필요한 수준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석방 시 재범방지
RM 4등급
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원조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

5)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분류센터 수형자의 위험관리수준 및 처우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서울지방교정청
에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라 재범위
험성평가위원회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아울러 기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임
시회의를 할 수 있다.(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5조)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는 위험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처우등급 및 재범예측등급,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6) 고위험 범죄자의 유형별 처우계획 수립
분류센터에서의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정밀분류심사 및 임상결과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등급을 부여하며,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유형별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고위
험 수형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결과가 반영된 유형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8조)
가)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처우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은 범죄행위의 인정, 범죄행위관
련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충동통제, 사회적 재구조화, 생활양식의 변
화 및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범
죄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은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 요
소로 강조되고 있다.61)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① 자기통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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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프로그램, ② 인지왜곡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③ 대인관계와 친밀성 강
화를 위한 프로그램, ④ 감정통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⑤ 공감과 피해자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⑥ 범죄유발요인 분석에 따른 개인별 특성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으로 분류된다.62)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5]와 같다.
[표 4-5]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예시)
구분

기본
교육
집중
교육
심화
교육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위험관리수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RM-1, RM-2 등급
심리치료, 재범유발요인 분석 및 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처, 왜곡된 성의식 수정, 자기관리,
‘저위험군’으로 평가된 수형자
대인관계능력향상, 좋은 삶 계획하기 등
심리치료, 변화에 대한 동기강화, 자
∙RM-3 등급
기조절 및 대인관계 향상, 피해자 공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감하기, 행복한 미래, 힐링 프로그램,
‘중위험군’으로 평가된 수형자
영성프로그램
∙RM-4 등급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아존중감,갈등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해결, 스트레스와 분노관리, 특성화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수형자
프로그램, 좋은 삶 등

나) 정신질환 수형자의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그동안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해 왔다. 약복용은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상대적으로 심리치료 특히 인지-행동치료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다. 투약은 정신질환 수형자의 증상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정신질
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정시설 및 교정시설 출소이후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처능력의 향상과 충동조절 훈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
질환을 가진 수형자들에게 약물요법과 인지-행동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양자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63) 정신질환 수형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범죄유형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약물 중독치료, 알코올 중독치료, 사회기술훈련, 분노조절훈련,
공격성감소 집단상담, NLP 집단상담 등이 있다.64)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정
리하면 아래의 [표 4-6]과 같다.
수형자 중 교육대상자는「질병분류표」상 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판
61) 류여해, “교정시설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학국교정학회, 2010, 163쪽
62) 위 논문, 152쪽
63) 이신영, 앞의 논문, 134쪽
64) 서혜석, “교도소 재소자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2008, 8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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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6개월 기간 과정으로 운
영되며, 기본교육 과정 14주, 집중교육 과정 14주, 심화교육 과정 15주로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신보건센터는 지방청별로 설치되어 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4-6] 정신질환 수형자 유형별 재활 및 심리치료프로그램(예시)
구분
기본
교육
집중
교육
심화
교육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정신질환 수형자 관리단계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정서관리훈련, 약물·증상관리 교육, 인
∙ 초기 수형자
지 및 자살예방교육
사회기술훈련, 인관관계훈련, 분노 및
∙ 안정기 수형자
스트레스 관리
사회보장서비스교육, 약물·증상관리교육
∙ 안정기 수형자
Ⅱ, 긍정심리치료

다)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유형
상습 폭력 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폭력행위의 원인을 분석하여 폭력성향에 대한 교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폭력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유형별
폭력치료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7]과 같다.
[표 4-7] 유형별 폭력치료프로그램(예시)
구분
일반
과정
심화
과정

유형별 폭력치료프로그램
상습폭력 수형자의 위험관리수준
인성 및 치료프로그램
분노관리 프로그램, 긍정심리 프로
∙ RM-1, RM-2 등급
그램, 자기조절 등
대인관계 강화 프로그램, 감정통제
∙ RM-3, RM-4 등급
프로그램, 좋은 삶 계획하기, 공감
과 피해자 이해 등

2. 위험평가결과를 반영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수형자
분석과 수형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교화, 작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개별처우계획 실시가 필요하다.
개별처우계획은 수형자의 개별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수형자의 요구가 반영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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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이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출소
후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립되는 개별처우계획은 적성·심리평가 결과, 수용생활계획서,
상담평가 결과 등을 통한 세분화된 개별처우계획 수립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해 수용생활 단계별 처우의 기본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이행 실태를 점검함
으로써 수립된 목표를 재점검한다.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을 교육계획, 작업 및 직업훈련계획, 교정·치료 계획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작성되며,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은 아래【그림 4-2】와 같이
① 수형자의 개별특성사항을 파악하고(적성·심리검사), ② 수용자 작성 생활계획서
를 참고하여, ③ 수용자에 대한 개별처우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④ 그에 따른 개
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⑤ 이행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그림 4-2】개별처우계획

흐름도

3. 재범위험성에 따른 자유형 집행프로그램의 개선
가. 자유형 집행프로그램의 개선

경비등급별 처우는 위험성이 높은 자는 격리하고, 개선 여지 있는 자는 사회복귀지
원이라는 재범위험성 및 개선가능성 정도에 따른 처우의 차별화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
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재범방지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처우를 실
시하고,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자발적 개선과 규칙준수를 위한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처우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
비등급제는 시설적인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용시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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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처우급 및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위한 시설을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기관 이상을 지정하여, 형식적 구분이 아닌 재범위
험성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나. 재범위험성에 기초한 경비처우급 조정

현행 경비처우급에는 경비급(수용분류)요소와 처우급(처우분류)요소가 동시에 존
재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경비처우등급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 통합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규율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심사절차
를 거쳐 상위 경비처우급으로 승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 중
하나로 무기수형자의 경우 대부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완화경비처우급(S2)으로 상향조정되어(분류처우업무지침 제65
조)수용되고 있다.
물론 분류처우업무지침 제65조는 경비처우급 조정의 경우 평정점수, 처우성과 이
외에도 개선가능성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교정시설에서는 형기를 기준
으로 경비처우급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재범위험성이 비교
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완화경비처우급(S2)에 약 35%의 수형자가 분포되어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수형자의 경우 수형기간이 경과하면 재범위험성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 경비처우급은 처우등급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
도의 운영을 전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고위험 범죄자의 경우 통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기간이 경과하
더라도 재범위험성 및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보
완으로 고위험 수형자의 경우 경비처우급 신규산정의 경우(신입분류심사)와 경비처
우급 상향조정의 경우에는 분류센터의 정밀분류심사 결과에 따른 위험성 평가결과
를 기초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비처우급 조정의 기준이 되는 재심사 지표 평가시 7가지 항목 중 재범
가능성, 문제행동가능성 2가지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항목(형기 경과 및
수형생활 태도 측면 등)만을 평가하여 있어 수형생활 태도 측면이 강조되는 현 재심
사 지표에 재범위험성 등의 평가요소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형, 무기형 수형자의 경우 장기의 집행할 형기가 남아 있음에도 재범위험성
을 고려하지 않고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실제 재범가능성이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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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우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장기형 수형자가 장기의 형기가 남아 있을
경우 형기경과에 따른 상향조정을 일부 제한하거나 재범위험성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부
여하는 방식으로 재심사지표를 구성 할 필요성이 있다.
4. 위험관리를 통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정책의 기대효과

위험성관리는 위험성평가와 재범예측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죄자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예측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교정프로그램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이다.65) 위험관리는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결과에 기초한 위험성
에 따라 통제의 수준을 달리하는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러
한 위험관리를 통한 선별적 사회복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관리와 위험성 진단방법을 결합하여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예측의 오류
를 과학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범예측결과를 교정행정에서 활용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분류센터의 신설을 통해 재범예측을 통해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및 개별특
성에 따른 처우가 실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고위험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기 위해 정밀분류심사결과를
활용해서 위험관리개념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를 통한 경비등급별 처우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즉, 고위험 범죄자의 경우 수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재범위험성 및 사회적 위험성
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고위험 수
형자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의 경우에는 분류센터의 정밀분류심사 결과에 따
른 위험평가결과를 기초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도록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2절 집중처우를 통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
은 고위험 범죄자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재
범예측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가 선별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 및 처우
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정처우를 통한 사회복귀의 핵심과제는 어떤 범죄자에게 어
떤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범위험성의 높고 낮
65) 이윤호외 2인, 앞의 책, 2002,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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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따라 범죄자에게 필요한 각각의 프로그램 실시가 구체화 되어야 하며, 재범위
험성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위험 범죄자에게 특성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처우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한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범죄유발요인과 재범가능성 분석에 따른 선택과 집중

현재 교정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위험 범죄자의 교육방식이 교육과정 마다 일
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대상자에게 차별화된 치료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방식으로는 실질적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실시함에 있어서는 분류센터의 정밀분류심사에 기초하여 재범가능
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처우를 실시해야 한다.
처우대상자의 선별은 가장 힘든 작업일 수 있다. 철저한 검사절차를 통하여 재범위
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선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
정된 고위험 범죄자의 범죄 유발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심층심리검사 및 임상상
담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의 특성, 성장과정, 심리상태, 유전적 특징 등을 검사하여
야 한다. 범죄유발요인분석에 기초하여 범죄유발요인 제거 및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별처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시간은 교육대상자의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실
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간에 있어서도 고위험군 집단과 중·저 위험군 집단을
분류하여 교육 및 치료기간을 달리해야하며, 범죄유발요인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관리 및 치료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으로 범
죄유발요인 이외에, 범죄에 대한 책임감 수용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고위험 범
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비록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성과는 적다고
하더라도, 치료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를 실시한다면
우리사회는 그 만큼 더 안전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통제보다
는 과학적 처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처우집중으로 성과향상 방안
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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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약 25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
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교정현실에서는 처우대상자
선정에서 있어서의 처우의 필요성보다는 처우의 형평성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향으
로 교정처우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정된 교정자원을 활용하여 가
장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교정정책을 선택하여 집중
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높은 재범방지 성과도출을 위해
서는 정책효과가 가장 큰 범죄자를 선택하여 집중적 관리와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기서 정책효과가 가장 큰 범죄자란 재범위험성이 높고,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
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처우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이며,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매우 유용한 정책
이다. 재범방지의 목적은 출소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위
해서는 기존의 정책 중 효과성이 검증된 정책에 집중되어야 한다.
나. 변화하는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방식을 통한 처우방식의 개선

선행연구에 의하면 재범방지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교정정책의 평가
방향이 기존의 재범방지 효과성 유무보다는 평가결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었느냐는 소위 “target-specific" 관
련 논쟁으로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다.66)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한 프
로그램 효과가 극대화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우하는 방식(“target-specific")은
교정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교정현실에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며, 고위험 범죄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방법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고위험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가.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처우와 관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처우성과평가와 교정시설 출소 이후 재범여부에 대
한 추적조사는 필수이다. 처우성과평가란 예측된 행위와 관찰된 행위가 일치하는지
66) 조윤오외 3인, 앞의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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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고 범죄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프로그램, 처우 등이 재범방지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이다.67) 따라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
램 본연의 목적인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의
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내에서 고위험 범죄자에게 특화된 치료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범률은 일정기간의 추적조사를 필요로 하여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연
구가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고위험 범죄자의 특화된 처우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재범률 연구 등 장기적 성과(outcome)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처우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장기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한다. 향후 고위
험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주기적
치료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며,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은 필수이다.
나.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의 구성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처우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선발방식, 처우프로
그램 교육기간, 처우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내용, 처우프로그램의 효과성, 교육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 고위험 범죄자의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1) 성폭력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U교도소 사례)
성폭력범죄자 처우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성과평가는 단기평가와 장기평가로 구분
되어 실시된다. 단기평가는 사전 및 사후 검사의 척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 개인별로 점수 비교하고, 집단전체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한다. 프로그
램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한다. 사전 및 사후검사에 활용되는
도구는 로젠버그 자기존중감(Rosenberg's Self-Esteem Measure, Rosenberg, 1965
)68), 강간통념척도(이석재, 1999),69)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전겸구 등, 1997),70) 충동성 척도
67) 이윤호외 2인, 앞의 책, 2002, 18쪽
68) Rosenberg(1965) 개발, 자기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 존중감을 나타낸다.
69) 총 20문항으로 강간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 강간행위, 강간 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신념, 편
견, 고정 관념, 거짓된 신념을 측정한다.
70) 분노통제, 분노표출, 분노억제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분류되는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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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tt Impulsiveness Scale Ⅱ, 이현수, 1992)71), 아동성추행 척도(Molest Scale
(Bumby, 1996)),72) UCLA 고독감 척도(UCLA Loneliness Scale, Russell, Peplau,
& Cutrona, 1980)73),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Coping Using Sex Inventory, Cortoni
& Marshall, 2001)74)등이다.
프로그램의 단기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3개 과정의 성폭력범
죄자 35명의 치료 전, 후의 자기보고식 심리검사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항목은 자기존중감, 강간통념, 분노, 충동성, 고독감, 성대응척도,
아동성추행을 선정하였다. 성폭력 범죄성향에 대한 예측된 행위와 사후 관찰된 결
과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범죄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프로그램, 처우 등이 재범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심리검사 결과 아래 [표 4-8]과 같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강간통념, 아동성추
행, 성대응척도등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수준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기존중감, 분노,
충동성, 고독감 변인에서는 유의한 개입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사
범 심리치료프로그램실시의 단기 교육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생 선발
방식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교육평가 평균값
감
프로그램 자기존중
전 후
제1기 30 32
제2기 30 31
제3기 31 31
평균
30
31

강간통념 분노
충동성 고독감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51 31 49 49 29 33 29 28
56 53 50 52 29 29 37 37
47 35 46 48 32 35 36 34
51 39 48 49 30 32 34 33

성대응척도
전
후
19
19
23
22
22
21
21
20

2) 정신질환자 치료(마음치유)프로그램 교육성과 분석(U교도소 사례분석)
교정시설의 정신보건센터의 교육운영은 기본교육과정, 집중교육과정, 심화교육과
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사하다. 이 중 2016년 U교도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 2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
동인 반면,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71)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이며, 신뢰도α=.74이며, 아동을 성추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왜곡된 태도를 평가하는 척
도이다.
72) 38문항으로 4점 척도이고 내적합치도α=0.94이다.
73)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74) 성인, 아동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항목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를 포함한 16항목의 척도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
응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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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2016년에 운영된 2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2개
과정의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정신질환자 치료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성과평가는 단기평가와 장기평가로 구분되
어 실시되며, 단기평가는 사전 및 사후 검사의 척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후 대
상자 개인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집단전체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프로
그램 만족평가서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기간에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교육생 심
리변화(우울척도, 불안척도, 자살생각척도), 자아존중감 변화, 대인관계척도 변화, 교
육과정 만족도(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선정하였다.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위한 사용도구는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75)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76), Beck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 SSI-Beck),77)자아존중감척도78), 대인관계변화척도(RCS)79)를
사용하였다.80)
교육성과 분석결과 심리변화의 경우 우울척도, 불안척도, 자살척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4개의 하위 영역 중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영역은 지도력과 인기였고, 타인과의 관계, 자기주장과 불안, 자기비하
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7개의 하위 영역 중 만족감, 민감성, 이
해성, 의사소통, 친근감 부분이 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정실질환자의
처우프로그램실시의 교육성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성과평가(U교도소 사례)
교정시설의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은 교정기관별로 운영되며, 교육생 선발과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사하다. 이 중 2016년도 U교도소에서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
그램을 이수한 수형자 9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1주일 과정
으로 운영되며, 2016년에 운영된 2개 과정의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살펴
보았다. 조사항목은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교육과정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평가내용은 강사진행 및 강의내용, 강사 만족도, 수용생활 도움정도 등을 평가하였
으며, 강사의 진행 및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이상(매우만족, 만족)이 75%, 보통이
75)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 1961년 개발된 이래 전 세계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7)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척도였으나 신민섭 등(1990)이 자기보고 질문지로 변형시킨 것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8)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9) Schlein과 Guerney가 개발한 척도를 문선모(1980)가 번안, 전석균(1994)이 수정 예비조사 후 적용한 것을 사용하
며, 하위영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발성, 이해성 등 7개로 구성되어 있다.
80) 장기평가는 정책시행기간이 부족하여 사후과제로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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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으로 강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자 통보 시에는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했으
나, 교육이 진행될수록 관심을 기울이고 태도변화를 보이는 등 과거의 습관과 태도를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모습과 분노조절능력 향상 및 분노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적으로 상습폭력사범 치료 프로그램실시의 교육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
생 선발방식, 교육프로그램 및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 처우프로그램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1)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설계
처우프로그램은 교육의 시기나 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자의 자발적 참여여부, 교
육대상자의 재범위험 등 내적 요인과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적 지지기반 등 외적 요
인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학
습스타일과 학습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짝을 이룰 때에 교육효과가 증가된다.81)
아울러 처우프로그램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모호하고 불투
명한 목표로 처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집중력을 상실시키
고 학습의욕을 잃게 한다. 따라서 처우프로그램은 ‘범죄성향 욕구’의 감소를 목표하
고, 프로그램이 가지는 목표는 재범과 연결된 구체적 요인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보
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명시적
인 처우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82)
2) 유형화된 처우프로그램 실시(위험성(risk)과 필요성(need)의 조합방식)
현재 교정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위험 범죄자의 처우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마
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프로그램 실시로는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
서 개별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우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개별 수형자에게 각기 다른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려다. 이러한 대안으로 범죄유발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83) 유형(모듈식 또는 조
81) 조윤오, 앞의 논문, 21쪽
82) 김연수외 1인,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연구”, 한국교정학회, 2016, 142쪽
83) 성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첫째, 법률에 의한 분류로 범죄를 구성할 때 목적, 의도, 행위 태양 등을 중
심으로 강간, 강제추행,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 강간에 의한 살인․치사,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음,
혼인 빙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있다. 둘째, 심리학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하면 ① 분노형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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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식)에

따른 특성화된 처우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재범위성
에 따른 교육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유형별로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조합의 처우 치료프로그램을 실시가 필요하다.
유형별로 범죄유발요인 분석을 통해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처우프로그램
((① 자기통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② 인지왜곡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③ 대인
관계와 친밀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④ 감정통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⑤ 공감
과 피해자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⑥ 범죄유발요인 분석에 따른 개인별 특성에 따
른 특성화 프로그램)을 특성에 따라 조합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유
발 요인(과 특성화된 처우 프로그램의 조합방식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높은
교육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위험성 원칙과 필요성 원칙의 조합)
3) 장기적인 처우프로그램 설계
처우프로그램의 실시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경우 처우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처우프로그램의 실시는 반복적인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우
프로그램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한다. 아울러 처우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긍정적으로 변화된 심리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 사후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84)
4)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처우프로그램의 성패는 피교육자의 자발성에 크게 좌우 된다. 현재 실시 중인 성
폭력사범 심리처우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등으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교육효
과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인 심
리처우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교육에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리처우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한다.85) 아울러 처우프로그램의 효과를 향
상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이를 담보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교육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사회적 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죄자( 이러한 범죄자는 자신이 특별히 분노를 느끼는 여성이 있으며 그 여성에 대해 복수하고자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② 권력형 성범죄자(이들은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
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③ 가학형 성범죄자(이들은 분노와 권력을 성적으로 변형시켜 가학적인 공
격행위로써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셋째 성적일탈 행동유형에 따른 분류로 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②
성도착증 범죄자, ③ 성적 살인 등을 하는(가학적인, sadistic) 범죄유형으로 분류된다.(이수정외 1명. 성범죄자의 위
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7, 124-125쪽)
84) 류여해, 앞 논문, 142쪽
85) 위 논문,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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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평가 및 피드백 실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교육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이 부족하여 교육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신보건센
터 및 교정심리치료센터 치료프로그램이 끝난 후 일선교정 기관 및 교정시설 출소
이후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후평
가 및 피드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자 및
정신질환자 등의 처우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출소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과제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6)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연구결과의 공개
고위험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프
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대안
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및 정신질환자 재활 및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86) 한편 교정 실무운영에
있어서 심리치료 과정 및 결과인 임상사례에 대한 자료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
영되는 경향이 있다. 심리치료센터의 심리치료 및 정신보건센터의 재활치료 등의
임상사례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향후 자료의 보안성
은 유지하되,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 및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집중처우를 통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기대효과

성공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가장 큰 범죄자를 선택하여 집
중적 관리 및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기서 정책효과가
가장 큰 범죄자란 재범위험성이 높고,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말하며, 재범예측은 이러한 범죄자의 선별이 가능하게 한다.
재범예측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처우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정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집중처우를 실시하여 보다 높은 재범방지 성과를 도
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
램, 정신질환자 치료(마음치유)프로그램,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의 과정평가 및
86) 김연수외 1인, 앞의 논문,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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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
이 되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성과평가결과 성과가 높은 프로그램은
적극 실시하고, 성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우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심리처우프로그램의 성과평가결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강간통념, 아동성추행, 성대응척도 등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성을 매개로 한 대처 수준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신질환자 처우프로그램의 성과평가결과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던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을 통한 안정된 수용생활 도모 및 재범을
방지하고, 자살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사고를 예방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처우프로그램의 성과평가결과 정실질환자의 처우프로그램실시의 교육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상습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의 실시효과는 폭력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면 상습적인 폭력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는 기능
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재범예측을 통한 가석방제도의 과학화 방안
1. 재범예측을 활용한 가석방제도 개선방안
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예측지표의 활용확대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사용되는 「형법」제72조 제1항의 ‘개전의 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은 불확정 개념으로 이 기준으로 평가하
기가 모호하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요소,
생활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을 가석방 심사기준인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준거자료로 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
석방 심사기준인 재범예측지표의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향후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재범예측지표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가석방 심사유형 제한의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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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유형별로 심사를 하며 심사유형은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제한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석방은 재범위험성에 기초
한 개별심사가 원칙임에도 심사유형을 정하고 그 심사유형에 따라 가석방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여된 재범예측지표의 산정결과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일정한 범죄 유형의 경우 특정범죄유형에 속
한다는 이유로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가석방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예측지표를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 재범예측등급에 따른 가석방 심사

현재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재범예측등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재범예측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조직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사범 등 특정강력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재범예측등급이 낮은 초범, 환자 등 재범위험성 낮거
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 등의 경우
에는 허가기준을 효과성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재범예측을 활용한 선별적 사회복귀 정책의 기대효과

가석방을 통해 선별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석방 심사가 위험관리등급 및 재
범예측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재범예측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가석방을 통한 선별적 사회복귀 정책의 효과는 위험관리등급 및 재범예측에
따라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경비 증가를 억제하며, 교정시설 수용의 부정적 폐해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실시시기를 지
연시키면, 결과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의 출소시기가 연장되어 그 기간
동안 재범시기를 늦춤으로서 재범을 방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 고위험 범죄자 과학적 처우를 위한 관계자의 의식전환
가. 고위험 범죄자 관리정책의 목표

국민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와 재범률 증가문제는 국가의 지속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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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서는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존망의
중대과제이다. 고위험 범죄자 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구성원과 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은 재범률 감소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자는 처우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복귀
지원으로 교정시설 수용이전보다 사회복귀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범예
측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를 선별하는 이유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인식 전환

제4장에서 살펴본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기간 조사결과와 같이 재범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기간에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재입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출소초기에 사후지원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범을 방
지하거나 지연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소자들은 가족관계의 단절,
반사회적인 성격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
상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출소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자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87)
다. 고위험 범죄자를 특정범죄자로 명칭 변경

고위험 범죄자라는 용어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명명된 명칭으로 고위험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 및 특별한 관리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감을 표출 할 수 있다. 따라서「고위험 범죄자」란 명칭
보다는 「특정범죄자」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7) 정진수, 앞의 논문,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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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정행정이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험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선별적으로 처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결과를 사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예측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관리와 위험성 진
단방법을 결합한 위험관리개념을 교정행정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예측오류의 보완
은 교정행정에서 재범예측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분류센터의 신
설은 재범예측을 통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따른 처우가 실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고위험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기 위해 분류센터에서의 정밀
분류심사결과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등급에 따른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 한정된 교정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
학적인 재범예측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는 재범방지시스템의 기초를 조성하였다.
넷째, 재범위험성을 반영한 고위험 범죄자의 자유형집행프로그램의 개선 및 경비
등급별 처우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고위험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심리치
료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치료프로그램, 폭력치료프로그램의 실시과정 및 성과분석을
통해, 범죄유발요인과 재범가능성 분석에 따른 유형별 집중처우 실시와 고위험 범
죄자에 대한 처우집중으로 성과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
러 고위험 범죄자의 프로그램 실시가 관련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
이 되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하고, 성과가 없는 정책은 재검토 할 것
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고위험 범죄자 과학적 처우를 위해 가석방 심사가 위험관리등급 및 재범
예측등급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재범예측등급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재범위험성
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의 가석방 제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별적 사회복귀 정책은 만성적인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과
밀수용으로 인한 수용경비 증가를 억제하며, 교정시설 수용의 부정적 폐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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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마지막 정책제안으로 과제중심의 형사사법기관 협력체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높은 재범률과 짧은 재범기간을 고려하면 고위험 범죄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의 수
용기간이라는 시간성은 범죄 심리를 단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위험 범
죄자의 경우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
다.88)재범예측결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재범방지라는
과제중심으로 연계하여, 집중적인 처우와 관리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재범위험성
이 높은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거나 재범시기를 늦춤으로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
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과학
적 처우를 실시한다면 유용한 재범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88) 한상암외 2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47쪽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실효적 처우 방안

Ⅰ 55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연수 외 1명, (2016),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개선방안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로버트 D. Hare, (2006), 진단명: 사이코패스, 바다출판사.
류여해, (2010),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박종관, (2015),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법무부 교정본부, (2014), 교정통계연보.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성경숙, (2012),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오영근, (2009),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오영근, (2012), 형법총론 박영사.
유병철, (2010),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관리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유병철, (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병철, (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윤정숙 외 1명, (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Ⅱ)”,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윤옥경, (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해소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수정, (2010),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수정 외 2명, (2010),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형사정
책연구원,
이신영, (2011), “수형자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교정학회.
이윤호 외 2인, (2002),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정진수, (2010),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모델에 대한 연구.
정진수, (2010),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수, (2010),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정책연구원.
정진수 외 3명, (2010),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정진수 외 8명, (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56 Ⅰ

2017년 한국교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조윤오 외 3명, (2011),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사후성과 추적기법 개발, 법무부 용역과제.
한상암 외 2명, (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호 외 2명, (2012),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문헌

Andrews DA, Bonta J. (1996). LSI-R :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Multi-Health systems Inc, Toronto.
Andrews, D. A. Bonta, J., & Hoge, R. D. (1990).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19-52.
Barbaree, H .E., & Blanchard, R. (2008). Sexual deviancy over the lifespan. In, D.R.
Laws & W. T. O'Donohue (Eds.), Sexual deviance: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pp. 37-60), New York: Guildford Press.
Barbaree, H. E., Blanchard, R., & Langton, C. M. (2003). The development of sexual
aggression through the life span: The effect of age on sexual arousal and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989, 59-71.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Ontario:
Multi-Health Systems, Inc.
Kemshall, H. (2001).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known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A review of current issues. Home Office, London. U.K.), Crow,I,.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SAGE Publication.” 2011.
Kemshall. H. (2002).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erious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Knight. R. A. & Thornton. D. (2003). Evaluating and Improving Risk Assessment
Schemes for Sexual Recidivism: A Long-Term Follow-Up of Convicted
Sexual Offenders, Un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NAPO(The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Family court and
Probation Staff), Performance of NOMS: the case for restructuring Mike
Nash, Modernizing and joining-up government : the case of the prison and
probation services.
Perter W. Greenwood, Allan F. Abrahamse. (1982). selective incapacitation, Rand
Corporation.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실효적 처우 방안

Ⅰ 57

2017
한국교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제2주제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양혜경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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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
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인 행위
라 할 수 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가족, 친지, 지위 고하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범
행 장소도 자택, 학교, 엘리베이터, 대형마트, 공공장소, 지하철, 도로 등 광범위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의 강력범죄(흉악)에서의 성
폭력은 11,551건에서 2014년 29,863건으로 약 158.5%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체 강력범죄(흉악)의 87.5%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범
죄백서). 이 중 성폭력의 재범률은 18.3%로 나타났다.2)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은 성폭력 범죄3)에 대한 처
벌수위를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하였다.4) 그러나 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 2장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201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죄명별 발생 현황.
3) 성폭력 범죄는 왜곡된 성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실업, 소외 등으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조주은, 2012).
4) 법률 제14412호 공포일 시행일 2016. 12. 20.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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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법 통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성 희롱, 성폭력, 성
매매사건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타락된 성 인
식에 대한 저급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일어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
는 나주 초등학생 1학년 여아를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 했다. 한 달 평균 7명의 여성
이 데이트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고교생 22명에 의한 도봉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사건, 보육원 선배들이 후배 20명을 5년이나 성폭행한 사실을 선생들의 조직적 은폐
속에서 이루어진 행태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무지한 관용이 만들어낸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5)
심각한 성범죄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킨다. 그들 원래의 삶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 등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는 불안과 공포를 겪는 등 심리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교정본부는 사회 안
전망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한 수형자의 인성변화6)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정인문학7)
교육과 심리치료과8) 신설을 통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실 있는 효과 분석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주은, 2012; 양혜경/서보람, 2016, 53면). 더욱이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은 미술치료(오민자, 2008), 인지행동치료(이영점/김복희/이수정, 2012; 표갑수/엄정옥,
2012; 성빈, 2013; 송원영/노일석/신의진, 2013), 소시오드라마(윤일수, 2015) 등의 연구
가 일부 있을 뿐이다. 천정환(2010)의 연구에서도 현재 성범죄자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
그램은 인지행동치료 기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
정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를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 수형자에게는 제공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설사 성범죄 수형자에게 일시적 음악치료 프로
그램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임(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5) 조선일보 2017. 02. 04 Why B3면.
6) 인성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각, 정서, 감각 조절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조흥식
외, 2011, 139면). 이때 자신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혼란이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무시
는 인간의 권리인 자율권(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012, 29면)을 침해하는 것이다.
7) 황교안 법무장관 “인성교육 통해 수형자 모두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길”(아시아투데이, 2015, 3. 25.).
8) 김현웅 법무장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 등이 빈발하여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 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
른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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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악치
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고 있다(구혜경, 2012; 양혜경,
2013; 양혜경/서보람/류한수, 2015; 양혜경/서보람, 2016; 양혜경/서보람, 2016).
타우트(Thaut, 1987, 재인용)는 교도소의 성범죄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원칙, 개인 및 집단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성 기술, 감정 조
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음
악치료프로그램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교정심리치료 정책에도 일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심리사회모델

교정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심리사회모델은 정신분석학, 생태체계이론, 자아심
리학, 역할이론 등을 절충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서비스 개입을 위해 만들어진 사
회복지 실천 이론이다(장수미 외, 2012, 88면). 심리사회모델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
적, 환경적 문제는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전문 영역으로서의 교정복지 실천현장 개
입은 심리사회모델의 원칙인 ‘상황 속의 개인’에 관점을 가진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치료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있는 실천현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정현장에서 성폭력 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초적인 원조 단계
는 범죄발생 원인, 역동적 원인, 임상적 영역으로 나누어 사정 할 수 있다. 우선, 범
죄발생 원인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왜 또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라는 질문
을 함으로써 수형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통찰하고 인식하는 데 초
점을 두면서 탐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형자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누가, 무엇으로 하여금 변화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
색을 통해 심리사회적 변화를 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임상
적 영역의 원조는 수형자의 변화를 위해 개입되어야 할 자원과 인력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장수미 외, 2012,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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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과 심리사회적 기능

음악은 인간의 생애 발달단계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특정한 소리이다. 구체적으
로는 음고(Fixed Pitch)와 리듬과 선율의 시간적 배열이다(정현주, 2011, 22면). 음
악을 통해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기도 하
면서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환경 교류에 대한 소통의 도구로 적절히 사용한다. 음
악은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
한 절대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즉 음악은 개인적으로는 내면적 감정의 욕구가 충족
되거나 분출되는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음악을 통해 위로 등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일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와 타인과의 공감 욕구와 소통을 해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정현주, 2011, 179면).
음악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유용한 도구이며 매개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
유가 있다. 음악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비언어적이고 사실적이며 훨씬 더
은유적이라는 것이다(정현주, 2011, 181면). 다시 말해 음악의 기능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범죄 수형자를 위한 음악치료 활동

교도소 안에서 음악치료는 수형자의 감정적, 동기 유발적, 현실적 경험을 제공하
는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김수지 외, 2004, 368면). 수형자의 음악치료활동의
참여는 그들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분노, 긴장감 등 수형자들의 전형적인 심리 정
서적 상태의 감정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Christian Gold,
et. al., 2014).
특히 성범죄 수형자는 교도소 환경에서 재소자들 간의 조롱과 멸시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감,
스트레스, 분노감, 괴로움, 적대감 등의 일관된 감정을 유지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심리치료로
서의 음악치료 활동은 성범죄 수형자의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들을 긍정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도록 적절한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때 치료적 상황에서
언어의 사용과 함께 하는 음악 경험은 치료자와 대상자간의 대화를 용이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Bruscia, 1998 c, 2; 김영신, 2006, 159면).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 그룹 음악치료 중재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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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존중, 기억, 생각, 감정 분출의 전환을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한다. 또한 적대적이고 공격적 행동 감소, 그룹 간의 분위기 변화 및 협동력 향상 등으로
성범죄 수형자의 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위해 치료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Thaut
1989a, 1989b; 김수지 외, 2004, 368 면).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 수형자 10명을 대상으로 2016
년 1월부터 총 5회기 실시하였다. 각 회기 당 약 2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 음악치료
활동 실시 현장에는 교도관이 프로그램 종료 시 까지 참관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집 선정, 통제집단 구성, 프로그램 회기 수9)10), 프로그램
참여 인원, 외적 요인 통제 등을 할 수 없어 통계적 검정을 위한 연구의 설계에 한
계가 있었다.
2. 성범죄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범죄 수형자들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음악치료프로
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집중교육 대상인 성범죄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불
안 및 우울, 분노표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수형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 및 신청하게 하여 그들의 심리정서적 긴장을 이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형자들이 신청한 음악은 <표 1>과 같다. 수형자가
선택한 음악은 동일한 연령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Ballad, Dance Music, Hip Hop,
Pop, Rock 등 다양한 장르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의 제공은 능동적 프
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룹 성원 간에 감정 교류 등을 가능하게 하는
9) 성범죄 수형자를 위한 치료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프로그램의 적절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횟수는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도가 프로그 램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10) 시설 내 성범죄자를 위한 40시간 이하의 단기간의 교정전문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된 생활 습관을 가진 성범죄자를 교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천정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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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형자들이 신청한 음악 가운데, 연구자가 사
전에 청취하여 수형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악은
배제 하였다.
장르
Ballad
Dance Music

<표 1> 신청곡 목록

신 청 곡
30분 전(이현), All For You(서인국&정은지), 가족 사진(김진호), 홀로(정키), 하루
하루(윤미래), 다시 사랑 할 수 있을까(포맨&벤), 기다리는 이유(임창정),
기억 속으로(이은미), 님은 먼 곳에(거미), My Everything(브라운아이드소울),
Again & Again(2PM), 캔디(HOT), 오늘부터 우리는(여자친구)

Hip Hop

It G Ma(키스에이프), 아까워(재지팩트), Nike Shoes(빈지노),
I'm OK(크루셜스타), Tonight(크루셜스타), Nowor Never(Kendrick Lamar)

Pop

Hello(Adele), Hurricane(Eric Benét), I'm Not The Only One(Sam Smith),
I'm Yours(Jason Mraz), When I Was Your Man(BrunoMars)
Moves Like Jagger(Maroon 5)

Rock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범죄 사
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 이유는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분노나 법적 처벌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자주 드러내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의도
적으로 발췌한 음악 중 수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을 직접 선택하게 하여 프로
그램의 대표 음악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집중
을 유도하기 위한 치료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선정된 대표 음악은 “걱정 말
아요 그대” 이다. 성범죄 수형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
2>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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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회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2회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및
긴장이완)
3회기
(집단간 상호
작용 및 타인
의 감정 이해)
4회기
(자신의 감정
자각 및
사회성 기술
습득)
5회기
(긍정적 자기
평가 및 변화
공감 형성)
11)

<표 2>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11)

내 용
- 음악적 개입을 통해 수형자의 감춰진 불안감, 적대감 정화를 위한 라
포 형성에 집중하여 편안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함
- 대중적으로 친숙한 노래 부르기를 통해 경직된 긴장감을 완화시킴
- 유도된 가사를 매개로 하여 수형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
- 수형자의 선호 음악을 신청 받아 다음 회기에 들려줄 것을 약속함으
로써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및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
록 유도함
- 수형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와 수형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함
- 선호하는 음악에 대해 수형자 자신의 기억, 감정을 언어나 몸짓으로
감정의 강도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음악 활동을 통해 수형자 자신의 스트레스, 증오, 분노, 불안 등의 원
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자의 유도된 음악과 수형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통해 수형자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상호 교환하도록 하여 혼자만 가지
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각 선호음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룹성원간의 상호교류를 증진
시킴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함
- 연구자가 준비한 음악을 통해 수형자 자신의 내면을 해석하고 탐색할
수 있는 통찰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수형자가 선호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그룹 구성원들 앞에서 자신의 노
래 실력과 감정을 드러나게 하여 수형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내심과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선택된 음악에 따라 음악이 개인에게 일으킨 생각이나 감정 등을
토론하도록 함
- 발췌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참여자의 선호음악에 대한 경험과 일반
인 상태에서의 감정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함
- 최종 음악치료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형자들이 유도된 음악을 따
라 그동안 음악 활동에 대한 감정몰입과 이입, 자기 노출의 경험을
재정리하여 변화된 감정적, 사회적 반응을 지각하도록 격려함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복지실천의 접근방법인 심리사회 실천모델과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전개하는
개입단계를 구조화하여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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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 1) 인구사회학적 조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대, 결혼(동거) 여부, 학력, 직업,
폭력범죄 전력, 시설 수용기간, 음주 정도를 질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남
자 수형자이며, 나이는 연령대로 응답하게 했고, 결혼(동거) 여부는 미혼, 기혼(동거
포함), 이혼(별거 포함), 기타로 응답하게 했고, 학력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재
학’, ‘중퇴’, ‘졸업’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직업은 학생,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임
시직/아르바이트, 노동/노무직, 생산/기능직, 농수산, 기타 등으로 응답하게 했고, 이
전 폭력범죄 전력은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게 했고, 시설 수용
기간은 5년 이상, 2~5년, 2년 미만으로, 음주 정도는 안함, 월 1회, 주 1∼2회 월 2∼3
회, 주 3∼5회로 응답하게 했다.
(2) 심리사회 조사 척도 12)

수형자의 심리사회 기능 상태 조사를 위하여 Beck의 우울증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한국판)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를 조사하였고, 분노상태는
Spielberger의 분노표현양식(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상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
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타인에 대한 공감 상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가 개발한 한국어판 공감지수(Korean Empathy Quotient: K-EQ)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불안 상태는 Spielberger의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세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만족도의
경우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조사, 분노 조사, 자아존중감 조사, 타인에 대한
공감 조사, 불안 조사를 음악치료 전과 후에 나타난 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규성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이때 정규성을 나타내는 경우 대응표본 T검정
12) 고려대학교(2006), 심리척도 핸드북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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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고, 정규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Wilcoxon
부호서열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의 우울 조사, 분노 조사, 자
아존중감 조사, 타인에 대한 공감 조사, 불안 조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
값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가 4명(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3명(30%), ‘50대’가 2명(20%),
‘40대‘가 1명(10%)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7명(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별거 포함)’이 2명(20%),
‘기혼(동거 포함)’이 1명(10%) 이었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 또는 대학 중퇴’가 5명(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명(306%), ‘대학 졸업’은 2명(20%)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가 가졌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3명(30%), 기타가 3명(30%)로
많았고, 학생, 사무직, 노동/노무직, 생산/기능직이 각 1명(10%)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이전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수용기간은 2년
미만이 1명(10%)이고, 나머지 모두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9명(90%)로 조사되었
다.
연구 대상자의 음주 정도는 ‘주 3~5회’가 5명(50%), ‘월2∼3회’가 3명(30%)로 응답
하였고, 음주를 “안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명’(20%)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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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폭력범죄전력
수용기간
음주정도

구분

남자
20대
30대
40대
50대
미혼
기혼(동거포함)
이혼(별거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대학 졸업
학생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노동/노무직
생산/기능직
기타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
5년 이상
2∼5년
2년 미만
안함
월 2∼3회
주 3∼5회

2. 척도 분석

(1) 우울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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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빈도(%)
10(100)
4(40)
3(30)
1(10)
2(20)
7(70)
1(10)
2(20)
3(30)
5(50)
2(20)
1(10)
3(30)
1(10)
1(10)
1(10)
3(30)
0(0)
0(0)
10(100)
0(0)
9(90)
1(10)
2(20)
3(30)
5(50)

본 연구를 위하여 Beck의 우울증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한국판)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를 음악치료 실시 전과 실시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중우울증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는 없었고, 우울증 1명, 나머지 9
명은 경우울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음악치료 실시 이후 우울증에서 경우울증으로 측정된 연구대상자가 1명, 경우울
증에서 벗어난 연구대상자는 4명, 변화가 없는 연구대상자가 1명 이었다. 반면 우울
증이 심화되어 경우울증에서 우울증으로 측정된 연구 대상자자 1명, 경우울증으로
측정되나 평가 점수가 높아진 연구대상자도 3명이었다.
(2) 분노 상태 평가

본 연구를 위하여 상태-특성 분노표현양식(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여 분노 상태를 음악치료를 실시
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사전 조사에서 분노 상태에 대한 점수가 10점∼19점으로 대체로
자신이 분노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치료 후
분노 상태에 대한 점수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자아존중감 평가

본 연구를 위하여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상태를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들은 사전조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점수가 대체로 35점에서 40점으
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치료
후에는 점수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4) 타인에 대한 공감 척도 평가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어판 공감지수(Korean Empathy Quotient: K-EQ)척도를
사용하여 분노의 상태를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사전 조사에서 최소 43점에서 최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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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나타났는데, 최고점수 85점과 최저점수 17점을 통해 볼 때, 중간 정도의 타
인에 대한 공감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치
료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3∼4점정도 소폭 상승하거나, 4∼5점정도 소폭
하락하는 정도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5) 불안 상태 평가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여 분노의 상태를 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실시한 불안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는 73점에서 106점까지의 분포
를 보였다. 최고점수 160점인 것을 통해 볼 때, 보통 수준의 불안 척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실시한 음악치료를 통해서14점과 8점의 불안지수가 낮아진 연구
대상자도 있었으나, 6점 상승한 연구대상자도 2명이나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반적 심리사회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전반적 심리 사회적 상태 조사
우울

분노

타인에 대한
공감

자아존중감

불안

사
전

사
후

변
화

사
전

사
후

변
화

사
전

사
후

변
화

사
전

사
후

변
화

A

10

4

-6

10

10

0

40

40

0

49

53

4

94

94

0

B

11

9

-2

11

14

3

36

36

0

44

41

-3

83

81

-2

C

12

12

0

12

13

1

40

35

-5

49

49

0

97

99

2

D

13

18

5

13

12

-1

23

24

1

48

43

-5

102

88

-14

E

12

25

13

12

19

7

36

34

-2

43

39

-4

106

112

6

F

10

11

1

10

12

2

40

40

0

56

59

3

91

88

-3

G

12

3

-9

12

11

-1

38

38

0

51

52

1

102

99

-3

H

10

18

8

10

10

0

35

33

-2

43

44

1

73

79

6

I

19

13

-6

19

19

0

36

32

-4

48

45

-3

90

82

-8

J

11

4

-7

11

10

-1

39

38

-1

45

47

2

81

8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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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사
후

변
화

3.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 전과 후의 치료 효과를 분석위해 정규성 검사13)를 실시한
결과, 우울, 타인에 대한 공감, 불안의 사전 사후에 항목에서 p>0.05를 넘어 정규성
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자아존중감에서는 p<0.05보다 낮아 정규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울, 타인에 대한 공감, 불안의 항목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고, 분노와 자아존중감 항목은 비모수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타인에 대한 공감, 불
안의 사전 사후에 항목의 평균 점수, 중앙값, 분산,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은
<표 5>와 같다.
<표 5> 기술 통계

우울(사전)
우울(사후)
분노(사전)
분노(사후)
자아존중감
(사전)
자아존중감
(사후)
타인에 대한
공감(사전)
타인에 대한
공감(사후)
불안(사전)
불안(사후)
13)

평균의 95%
신뢰구간
중앙값
평균
하한 상한
13.90 7.44 20.36 12.00
11.70 6.59 16.81 11.50
12.00 10.09 13.91 11.50
13.00 10.54 15.46 12.00
36.30 32.68 39.92 37.00
35.00 31.59 38.41 35.50

최소 최대
분산 표준
편차 값 값
81.433 9.024
4 31
51.122 7.150
3 25
7.111 2.667 10 19
11.778 3.432 10 19
25.567 5.056 23 40
22.667 4.761 24 40

47.60

44.70

50.50

48.00

16.489

4.061

43

56

47.20

42.82

51.58

46.00

37.511

6.125

39

59

91.90
90.90

84.39
83.60

99.41
98.20

92.50 110.322 10.503
88.00 104.100 10.203

73
79

106
112

음악치료 전과 후의 치료 효과의 분석은 모수의 경우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
하고, 비모수인 경우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실효적 처우 방안

Ⅰ 73

항목별 평균값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우울 항목에서는 사전 13.90점에서 사후 11.70점으로 변화되어 음악치료 후 우울
증세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분노 항목에서는 사전 12.00점에서 사후 12.20점
으로 분노가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사전 36.30점에서 사후 35.00점으로 감소, 타
인에 대한 공감은 47.60점에서 47.20점으로 감소, 불안 항목에서는 사전 91.90점에서
90.90점으로 감소하였다.
항목별 평균값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면,
우울 항목에서만 약간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음악치료의 효과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타인에 대한 공감, 불안에 대한 척도를 대응 표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p>0.05이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대응 표본 T 검정
대응 차이
유의
95%
표준 차이의
t
df
수준
표준
신뢰구간
평균 편차 오차
(양쪽)
평균 하한 상한
우울 2.200 4.517 1.428 -1.031 5.431 1.540 9 .158
타인에
대한
공감 .400 3.134 .991 -1.842 2.642 .404 9 .696
불안 1.000 6.532 2.066 -3.673 5.673 .484 9 .64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를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을 실시한 결과 p>0.05이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검정 통계량a 14)
분노
Z
-1.119b
점근 유의수준(양쪽)
.263
p<0.05
14)

a.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 음수 순위를 기준으로 함.
c. 양수 순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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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1.897c
.058

4.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구 대상자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본 음악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기분을 질문한 결과 8명(80%)이 ‘보통 이었
다’로 응답했으며 ‘매우 좋았다’는 1명(10.0%)이었고 무응답이 1명이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기분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졌다’가 5명(50%), ‘매우 좋아
졌다’가 4명(40%)이었고, ‘다름이 없다’가 1명(10%)로 조사되었다. 음악치료 프로그
램에 대한 소감을 질문한 결과 ‘매우 좋았다’가 9명(90.0%), ‘보통이다’가 1명(10.0%)
으로 ‘매우 좋았다’의 비율이 90%로 조사되었다. 향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가 8명(80%)로 2명(20%)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구 분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기분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기분 변화
향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매우 좋았다
보통이다
무응답
총계
매우 좋았다
보통이다
총계
다름이 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총계
예
아니오
총계

빈도(%)
1(10)
8(80)
1(10)
10(100)
9(90)
1(10)
10(100)
1(10)
5(50)
4(40)
10(100)
8(80)
2(20)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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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을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으로 나누어
기술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먼저 참여 경험에 대한 긍정적 진술을 분석한 결과, ‘회상도 하고 생각에 잠기게
되어서’, ‘옛 추억과 예전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었다’, ‘사회 생각이 났다’,
‘복잡한 생각을 잊게 되었다’ 등의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
었다는 내용과 ‘서로의 취양을 알게 되었다’, ‘강사님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셨다’, ‘관계 지향적인 대화로 소통할 수 있었다’, ‘음악을 통해 소통하였다’, ‘서로
의 마음을 꺼낼 수 있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등의 음악 치료를 통해 소통
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구 분

<표 9>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좋았던 점

내 용
* 음악을 들으면서 회상도 하고 생각도 잠기게 되어서.
* 여러 음악들을 들으며 엣 추억과 예전의 나는 어떤 마음이
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악을 들려 주셔서 참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었다.
* 강사님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 주셨다.
* 내가 사회 있을 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할 때 가끔 음
악을 듣고 했는데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잠시
사회 생각이 났다).
* 강사님이 저희 마음을 알기 위해 오셨고, 수업적인 사실적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 대화보다 관계 지향적인 대화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좋았다.
좋았던 점
* 듣고 싶은 음악을 종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것들
에 대한 생각들을 다 잊고 그날만큼은 세상 속에 살고 있
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음악은 어느 누구나 같은 곳에서
소통을 합니다.
* 음악을 통하여서 서로들의 개성과 소통으로 친해질 수 있
고 또한 서로가 속에 담아 왔던 것들을 꺼낼 수 있었다.
* 강사님이 저희의 말을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
다. 본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 또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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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한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의견으로 ‘감사하고
고마웠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표 10>.
<표 10>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진술
구 분

내 용
* 많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 음악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듣기 전보다 차분해지는 느낌
이 들고 보통 이상으로 기분이 진정되었다.
* 약간의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 '걱정말아요 그대' 라는 교육 타이틀 노래의 가사처럼 강사
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했다.
본
참여 음악치료
경험에 대한프로그램
진술 *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음악 때문에 우리
교육 받는 수용자들 간에도 어색했던 소통도 하게 되고 서
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한다. 지난 일들도 좋았던
일보다도 나쁠 때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악치료
를 통해서 좋은 기억들만 떠오르게 해주셔서 적극 추천합
니다. 그리고 고맙고 행복했다. 감사하다.
* 감사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
한 공감, 불안 그리고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사회적 요인으로의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한 공감, 불안에 대한
음악치료 전과 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전체적으로 표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 조사에서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 2.2점이 하락하여 긍정
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음악치료라는 특성상 개인의 정서에 해당되는 우울 정도는 음악치료를 통해 변화
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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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대상자들 가운데는 음악치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과
분노, 불안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대
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과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반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음
악치료에 대한 소감이 매우 좋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음악치료 전후의 기분 변화에
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구대상자들은 음악치료에서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음악치료에 참여하면서 먼저 음악
을 매개체로 한 진행자와의 소통,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과의 소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약2～5년 미만의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80%의 연구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음악치료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서 교정시설에 지속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교화프로그램은 음악치료 뿐만 아니라 타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
는 교정본부의 적극적 연구 환경 도입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회
적인 프로그램과 일부 수형자에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
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정복지를 위한 실천적 연구 환경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들이 수감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음악치료를 제공
받음으로써 성공적인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전환되어 재범의 유혹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 구축이라는 바람직한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성범죄 수형자들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교도소 내 성범죄 수형자의 심
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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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실무의 이해
❙전은숙 (법무부 심리치료과 교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2008년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및 안산 8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2014년 울산 계모사건
이나 2015년 원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 및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
인’등 강력범죄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면수심’과 같은 범죄행위는 국민적 공분
과 함께 누구라도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았다.
위와 같은 국민정서를 뒤흔드는 사건들은 재범방지 및 예방을 위한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에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전자장치부착 등을 통하여 잠재적 범죄에 대한
방어효과와 함께 사회 격리를 통한 사회 안전을 구축하고자하는 한편, 성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
하였다. 또한 그 일환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알코올,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문치료 및 관리를 위해 ‘13. 3월부터 중독재활교육과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후 ’15. 4월 중독재활과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16. 3
월 심리처우과(가칭) 신설을 위한 T/F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6. 9월 특
정 범죄자의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로 직제 반영하여 신설하였고, 같
은 해 10월에는 각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팀을 설치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체계
를 구축하게 되었다.
Ⅱ

심리치료과 정책 방향

1. 일반 강의식 교육이 아닌 개별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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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주입식 혹은 교육식 강의가 아닌 10~15명의 수형
자로 구성된 집단상담 형태의 심리교육(psycho-education)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회기마다 수형자 특성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제공 및 집단원간 상호작
용을 통하여 개별적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다. 수형자 개인은 집
단원간 상호 피드백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집단원간 응집력 형성을 통한 자
연스러운 대인관계 훈련 등 집단에서 주는 이점들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소집
단 형태의 집단상담은 치료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개인(수형자)의 특성과 욕구
를 파악하기 용이하며 관련 상담 및 다양한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
다. 치료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렇게 파악된 수형자 개인의 인지적 수준 및 정서 상
태를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교정기관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대부분 비자발적이고, 집단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
상담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2. 모든 수용자가 아닌 심리치료가 필요한 수용자 대상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에는 예
산 및 인력 등 한계가 존재하며,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대상자의 선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성폭력, 물질중독,
정신질환 등)과 대상자에 따른 치료이슈(범죄유발요인criminogenic factors)를 중심
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3. 치료프로그램 효과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수정했던 부분을 유지 및 실천하는 것은
반복적인 재학습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형자 개인 단독으로 치료
적 자극이나 개인적 변화 동기를 유지하고 실행해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
다. 망각, 기존 생활습관으로의 회귀, 기존과 다른 동기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내·외적 변화는 치료프로그램 효과를 유지하는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치
료프로그램 이후 일정기간 핵심 주제에 대한 단기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 동
기를 다시 높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재학습과 수정된 생각 및 행동으로 인한 영향
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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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형자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주고 출소 후 재범방지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4. 교정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의 전달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직원의 내부역
량 강화와 외부전문기관 및 강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정직원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법무연수원 교육, 외부위탁교육 및 전문자격증 교육 등을 시행하고, 외부전문기
관의 협조를 얻기 위한 MOU 체결과 다양한 전문가 인력 POOL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
을 실시하고 있다.

Ⅲ

심리치료과 조직 체계(구성)

1. 조직 및 업무

가) 조직
협의의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에 교정본부가 있다.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교정본부장이 있고, 이를 보좌하는 기구로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
이 있으며,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
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8개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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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교정중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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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정범죄 수용자 대상의 심리치료 개입과 입안 등을 관활하는 부서는 심리
치료과이며, 각 지방교정청 보안과 내 심리치료팀 담당과 사회복귀과 소속 심리치
료센터가 있으며, 일선 교정기관 보안과 내에 심리치료팀과 심리치료센터가 운영되
고 있다.
본부 심리치료과

각 지방교정청

보안과 심리치료팀 담당

일선 교정기관 심리치료팀

사회복귀과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센터

[그림2] 업무 조직표

나) 업무
심리치료과에서는 크게 수용자를 위한 상담지원 및 치료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교정직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직원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계획·운영하고 있
다.
수용자
치료적 개입
- 성폭력·아동학대

교정직원
전문상담

- 초기상담

전문성강화

직원정신건강

- 자격증 취득

- 정신건강 자가진단

- 마약·알코올등 물질중독 - 심층상담

- 전문인력 양성

- 전문심리상담

- 도박, 도벽 등 행위 중독 - 위기상담

- 워크숍, 사례분석 회의 - 긴급심리상담

- 정신질환 수형자 등

-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힐링 프로그램

- 외부전문가상담

- 외부 전문기관 협약 등 연계

2.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먼저 치료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분류심사과에서
그 범수, 죄질 등 위험성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평가 이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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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아동학대·약물중독(마약류·알코올)·정신질환·행위중독(도박·도벽)·동기없는 범죄
등 특정사범에 대한 특성화된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집합교육 형태보다
집단상담의 치료프로그램 형식으로 개인의 특성과 집단역동을 고려한 심리교육
(psycho-education)형태로 운영된다.
Ⅳ

심리치료 업무 내용

1. 수용자 상담지원

수용자의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근무자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수용자의 특성 또는 심리상태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 후 상담경과에 따라 상담의 종류, 주기 및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
가) 초기상담 : 수용태도 등을 고려 수용자의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거나 담당 근무자 또는 관구책임자 등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경우 수용자의
특성 및 심리상태 분석을 통하여 자살우려 등 특이 동정 파악과 상담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상담을 하게 된다.
나) 심층상담 : 중형 수용자1),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 사회물의사범2)과 같은 지속적
인 상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심리상태 변화를 유도하
거나 문제유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월 1회 이상).
다) 위기상담 : 조사·징벌자, 일일중점 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자살, 자해, 폭력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10일 1회 이상).
라) 외부전문가 상담 : 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치료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담전문가, 정신과전문의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1) 중형수용자 : 사형, 무기형, 장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
2) 사회물의사범 : 정치인, 경제인 및 주요사건 언로보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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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충상담 : 수용자의 처우나 신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상담으로, 담당 근무자
또는 관구 책임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 생명의 전화 상담 프로그램 실시(2017. 6. 시행 예정)
: 일선기관에서 수용자 위기상담 결과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자살예방 전문기관인「한국생명의전화」에서 제공하는 전용회선을 통해
수용자와 전문상담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치료프로그램 운영

수용자의 범죄나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되고 초점화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한
다. 치료적 처우의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알코올·마약류와 같은 약물중독
사범, 도박 및 절도광 등 행위 중독사범, 우울·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 기왕력 등
이 있는 수형자등이 있다.
가)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 운영
(1) 운영계획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게 된
다. 재범위험성에는 성폭력사범의 범죄 횟수, 최초 범행 연령, 피해자 인원 등과 같
은 고정 불변한 요인들(정적 위험요인3))과 함께 왜곡된 성의식, 공격성 및 충동성,
성적환상 등 치료적 처치를 통해 변화 가능한 요인(역동적 요인4))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위험성을 평가한 수형자 개인의 재범 위험성 수준과 더불어 법원의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5) 시간을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성폭력사범 치료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의식 수정, 범죄원인 분석 및 대처훈련, 피
해자 공감 및 책임 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 등으로 구성하여 집단상
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치료프로그램 진행은 대상 수형자의 형기 내 외부기관 강사
3) 정적 요인(static factor) :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위험요인
4) 역동적 요인(dynamic factor) : 범죄유발요인(criminogenic factor)라고도 하며, 치료적 개입을 통해 변
화할 수 있는 요인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
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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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부강사6)가 기관 사정에 따라 그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여 계획 운영하게 된다.
(2) 운영과정 및 기간
재범위험성 수준 및 이수명령시간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의 강도와 치료 기간을 계
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과 정

기 본 과 정

집 중 과 정

심 화 과 정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

200시간 초과

치료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실시기관

일선교정기관

집중과정기관

심리치료센터

기 준
구
분

(3) 집단의 특성에 대한 접근
일반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른 비자발
적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수형자의 저항이 높다. 특히 성폭력 죄명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염려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경험하는 집단상담 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감으로 자기 개방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체로 초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저항을 갖고 시작하
며, 동기 및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다. 따라서 자기 개방이나 타인에 대한 수
용 또한 낮아 잦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 및 타인 이해, 동기강화 등 점차 치
료프로그램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친사회
적 방법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시작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자발적인
변화와 유지를 모색하게 된다.
(4)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접근
일반적으로 성폭력사범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인지왜곡, 공감
능력 결여, 대처와 정서관리 부족, 대인관계 미숙 등이 있다.
6) 내부강사 : 성폭력사범 교육 관련 과정 수료자, 심리학 등 전공자, 유관 자격증 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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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왜곡 수정 : 성폭력범죄에서 인지적 왜곡(cognitive distortions)은 성범죄 행동
을 지지하는 부적절한 생각과 태도 및 신념을 의미하며, 성폭력사범은 일반 남성들
에 비해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urt, 1980).
인지적 왜곡 수정은 심리교육(psycho-education) 형태로 체크리스트 등을 활
용하여 개념 및 정의를 정리하게 된다. 더불어 각 사례에서의 잘못된 신념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안적인 수정된 사고를 모색하게 된
다. 인지적 왜곡은 성폭력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 성충동을 표현할 권
리를 갖고 있다는 당위성, 사건발생과 관련된 사고 및 감정 등이 있고 관련
주제에 대해 탐색해봄으로써 부적절한 생각과 태도를 수정하게 된다.
② 공감능력 결여 : 공감능력은 1)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2)타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으며, 3)정서적 또는 온정적으로 반응하며, 4)타인의 고통을 개선
하는 활동이다(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성폭력사범의 공감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능력보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목표를 둔다(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적인 피해자(예, 폭력 혹은 절
도 등)에 대한 공감(반대로 수형자 자신이 피해자 입장)을 연습한 후, 성폭력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 논의해본다. 이 때는 다각적인 측면(가족관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직업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해 다뤄보면서, 성폭력 피
해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사례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 및 태도를 이야기
하게 한다. 이때 피해자가 수형자 개인의 가족 및 친인척 등 친밀한 대상자를
가정하게 하여 탐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지적 왜곡 수정과 더불어
타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게 된다. 최종적으
로는 수형자 각자 자신의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타인조망) 현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추후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재범 억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③ 대처(coping)와 정서관리 부족 : 많은 성폭력사범은 스트레스 및 갈등 상황에
서 성행위를 대처양식으로 사용하는 회피-중심 대처양식을 가지고 있다
(Cortoni & Marshall, 2001). 특히 기분과 역기능적 대처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Serran & Marshall, 2005).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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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방안도 함께 의논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
하면서 효과적인 대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지라도 적
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④ 대인관계 미숙 :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오
는 친밀감의 결핍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더욱이 가족과 안정적 애착관계
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미숙을 보여 스
스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인관계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친밀감이
주는 이점과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관계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갈등상황에서 개인이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
지 인식하면서 적절한 관계 기술을 연습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한다.

(5) 치료프로그램 사례
(가) 치료프로그램 이후 수형자 반응
- 이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
변화동기

-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목표의식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자신이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대인관계

- 남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는 것을 배움
- 나만 알고 살았던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임

자기이해

- 교육을 받으며 과거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세워봄
- 될대로 되라는 생각이 날 때가 가장 큰 위기임을 알게 됨
- 사회에서 유익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음

자기조절 및
대처능력

-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깨달음, 잘 몰랐던 적절한
감정표현 방법에 대하여 배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됨, 무엇보다 성에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알게 됨,

주관적 행복감

- 부정적이던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음
- 새로운 삶을 열게 해준 곳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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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프로그램 진행 후 치료자 반응
변화동기

- 집단 내 냉소적 태도 감소, 집단에서 자발적 참여도 증가
- 솔직한 자기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에 대한 고민 증가
- 타인과 의사소통 및 친밀감 증진 노력

대인관계

- 칭찬이나 감사함의 표현 증가, 비난이나 냉소적인 태도 감소
-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히 표현
- 동의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한 반성

자기이해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 과거 개인의 삶을 살펴보며 부정적 행동에 대한 성찰
- 사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완화

자기조절 및
대처능력

- 욱하는 성격을 점차 통제와 절제하려는 시도
- 충동적이고 산만한 모습이 차분해짐
-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했던 태도가 점차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임
-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에 대해 깊이 인식

책임 수용
공감 능력

- 사건과정에 대해 이해하면서 책임감을 느낌
- 자신의 성적 행동이 상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

나) 아동학대사범 치료프로그램 운영
학자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동, 부
모, 가족,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차원 등 포괄적인 접근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3년
진행된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7)에 따르면 교정기관에 수
용 중인 학대행위자들은 양육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으나 부
모·아동 갈등해결 측면에서는 갈등해결로서 신체적 체벌을 더 많이 지지하고 비폭
력 훈육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1) 운영과정 및 기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남여를 구분하여
1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때 올바른 양육기술과 더불어 수형자 개인
7) 윤정숙, 박성훈, 김진석(2014).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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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 정서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
보게 된다.
(2) 집단의 특성에 대한 접근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을 받는 것이 개인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강제적인 치료프로그램 집행으로 저항감이 높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동기
또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프로그램에서는 대상 수형자의 초기 부정적 정
서나 불편감에 대한 인정과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의 양육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충분히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해준다.
(3)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접근
① 학대행위자 성별 : 남성 학대행위자들은 여성들보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고
피해자가 여자아동인 경우가 많았으며, 생부일 경우 어린 연령의 아동을 학대
하는 비율이 높고 성학대 사례에 많이 연루되는 다른 유형의 남성 학대행위자
와 달리 방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학대율은 생부, 모의 남자친구, 비부모
순으로 높았고, 양부나 계부가 가장 낮았다.8)
② 학대행위자의 특성 : 아동학대행위자는 폭력행사 전 차분해지는 기질적 아동
학대행위자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적 아동학대행위자
로 구분하는데, 상대적으로 상황적 아동학대행위자는 다소의 치료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9) 더불어 심각한 신체학대를 하는 경우 다양한 심리적 특성(우
울, 불안, 성격장애 등)과 삶의 다양한 문제(가정폭력, 약물남용, 아동기 학대
경험 등)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0) 따라서 관련 물질 중독 및 정신과
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처치 또한 병행이 필요하다.
③ 가족적 특성11) : 학대행위자가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하면 이를 학습하게 되
8) 김기현, 김경희, 박상규, 허만세(2015).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성균관대학
교 산학협력단. 재인용.
9) 장화정 등(2014).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프로그램 업무수행안내,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0) Miller, B.V., Fox, B.R., & Garcia-Beckwith, L. (1999). Intervening in severe physical child
abuse cases: mental health, lega, and social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23(9), 905-914.
11) 이상호(2016).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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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가할 위험이 높고(Belsky, 1993; Wolfe &
Wekerle, 1993),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또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표, 2001; Fantuzzo, Boruch, Beriama, Atkins, &
Marcus, 1997, 재인용). 더불어 부부간 불화가 많은 가정은 그들의 갈등과 스
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키기 쉬워 아동이 신체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
고(이경님, 2004), 부부갈등의 해결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자녀
를 구타하거나 아동양육에서 자녀구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2001, 재인용). 따라서 수형자 개인의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 경험 등을 살
펴보고 현재 자신과 자녀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4) 치료프로그램 사례
(가) 치료프로그램 이후 수형자 반응
- 초기에는 사건 생각으로 자신을 부르던 아이 생각에 괴로워 교육받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교육을 받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김
변화동기

-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초기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과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두려움이 줄어들고 예전보다 비교적 담담하게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음
-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훨씬 밝아지고 미소가 많아질수록 기분이 좋아졌음

대인관계

- 같은 아픔을 공유해가면서 피상적이기만 한 수용생활에서 인간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위로가 되었음
-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음
- 내면에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들추어 낼 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분한

자기이해

감정들도 올라와 힘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니
서서히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음
- 나의 상황,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과 명상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
- 사건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에서 점차 반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기쁨

자기조절 및
대처능력

- 양육, 부모의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잘못했음을 빌고 싶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의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음
- 감정 표현과 조절이 자연스럽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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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치료프로그램 운영
(1) 무동기(동기없는) 사범
무동기(동기없는) 사범은 대상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그 외 스
트레스 관리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을 3개월 이내 과정으로 실시하게 된다.
(가) 범행 원인 및 촉발요인12)에 따른 치료프로그램 운영
대검찰청(2015)에 따른 범행 원인 및 촉발요인을 구분하여 법무부에서는 2017년 3월
무동기(동기없는)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상자의 특성을 고
려한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 및 심리상태 변화를 도모하고, 특히 자살 혹은
자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상담 및 외부전문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불만형 : 현실불만에서 비롯된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 절망 등
분노 등 정서조절,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법 찾기, 감사하기 등
을 다룸
∘정신질환형 : 조현병(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등
개인상담, 의사소통훈련, 정신과적 증상이해 및 관리, 약물관리 등을 다룸
∘약물남용형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
알코올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향과 그 결과에 따른 손실, 범죄행동에
대한 재범 사이클 이해 등을 다룸
(2) 정신질환 사범 치료프로그램 운영
교정기관에서 범법행위로 수용, 감호를 받고 있는 수용자는 분노 조절 곤란, 충동성,
죄의식 결여 등 생래적인 정신과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자존감 저
하, 우울증, 자살충동,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보인다.13) 또한 수용
자가 강박증, 편집증, 정신증, 경조증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
였다.14)
서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정신건강문
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정신건강 문제와 범
죄의 발생 및 재범발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5)
12) 대검찰청 강력부(2015),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Ⅲ. 대검찰청
13) 배다현(2008). 여성 재소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14)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공정식(2000),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실태 및 처우문제, 교정연구(제11호)
15) Link, B & Steuve, A. (1995). Evidence bearing on mental illness as a possible cause of
violent behavior. Epidemiology Reviews, 17, 172-1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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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는 교정기관 내 자살이나 자해, 공격적
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수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 및 교정직원
등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하여 교정기관에 수용된 정신질환 병력이나 현재 질
환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그에 적합한 심리 치료적 개입
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 운영과정 및 기간
‘질병분류표’ 상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수형자, 향정신성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거나 복용하고 있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하 과정으로 집단상
담 형식과 개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상의 경중도에 따라 실시
기관 및 치료 기간이 구분된다. 관련하여 치료프로그램에는 증상 및 약물관리 뿐만 아
니라 불안 및 정서관리를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명상 및 다도,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중독사범(마약·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운영
마약투약사범과 범행 당시 주취상태 등을 고려한 알코올관련 사범에 대하여 각각 치
료프로그램 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 운영
- 물질관련 사범(마약·알코올)
∘ 치료공동체16) 프로그램 활용 : 치료프로그램 내에 치료공동체를 운영하여 단약
및 단주에 대한 자활의식을 높이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높임(2017년 도입)
∘ 인지행동치료 : 마약·알코올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을 찾고 그와 같은 행위를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변화 및 수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함
(나)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접근
마약 및 알코올 관련 사범은 초기 금단현상으로 인한 정신증적 증상(섬망, 우울, 불
안 등) 및 신체적 증상(심혈관 문제, 간질환, 영양실조 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적 처우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안정기 단계에서 치료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등이 이
루어져야 한다.
마약 및 알코올 관련 물질에 대한 중독 혹은 의존·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16) 치료공동체 :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생활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인간행동의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화
된 방법이다. (Richard Hayton. The Therapeutic Community. Kansa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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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동기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동기면담을 활용하게 된다. 동기
면담을 통하여 수형자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이끌어 내어 각 주제에 대한 양가감정을
일으키고 물질을 이용함에 따른 장·단기적 영향을 논의하게 한다.
또한 1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에서는 치료공동체를 활용하여 수형자 각자 개인의 성장
과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치료공동체는 ‘이미 변화목표를 이룬 사람처럼acting as if’와 같이 생각
이나 마음가짐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반복하다보면 보면 점차 현실적 태도와 행동으
로 옮겨간다는 행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17).
3. 직원정신건강 지원 및 전문성 강화

가) 직원정신건강 지원
교정공무원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범죄자의 수용,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방지를 목표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처우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그 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옥경, 2006; 이준호, 2006; 정동하, 2010). 이러
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 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조직과 국가적 차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적절한 처우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외부 전문상담, 긴급상담,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직원이 수용자 자살 목격,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호소 할 경우 긴급상담을 지원하여 외부전문가 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전문성 강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 수용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강사 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학위 및 자격
증 소지자 활용, 관련 교육 및 훈련, 교정 심리치료 분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
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해 성폭력·마약·알코올,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이론적 이
해부터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실습까지 실질적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
해 다루도록 하였다. 더불어 전문가의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다.
전문자격과 관련하여 중독사범의 심리치료를 위한 ‘중독심리사’ 양성 과정과 ‘범죄심
17) 이재호(2017). 중독치료를 위한 치료공동체 운영매뉴얼, 50p,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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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양성 과정이 있으며, 추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Ⅴ

맺음 말

사회적 욕구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용자 재범방지 방법에 다양한 접근이 시도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법무부 심리치료과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
과 같이 일선 교정기관 내 수용자 상담부터 대상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욕구에 발맞추어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원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개인의 역할에서 가치나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재
범방지라는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수용자
를 가장 자주 접하는 교정직원의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법을 준수하고 집
행하는 냉철한 이성과 수형자 개인을 한 사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래서 이 두 역할을 통하여 올바른 모델링이 되어 수용자의 재범방지라는
시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도와 더불어 수용자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한 전문적 치료프로그램 개발
과 처우가 요구되며, 여기에는 표준화된 평가도구 확보와 치료프로그램 진행에 대
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될 것이다. 더불어 수용자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투여된 노력과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할 때 치료적 개입에 대한 비자발적 참여에서 자발적 참여로 이끄는 정책적
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료프로그램을 수료한 수형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을 추후 평가하
여 필요시 관련 처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치료프로그램 강도와 기간은 다르지만 치료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여 치료프로그램
수료 이후 개인의 행동 및 태도 변화를 재인식하고 동기고취 및 개선점 모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후 출소 전 주거·직업·법적 등 관련 영역을 도와
줄 수 있는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정기관
내 재범방지와 관련된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통하여 개인적 요소(정서적, 인지
적 태도 등 수정)와 물리적인 지지기반(사회·공공 기관 등)연계는 수형자의 출소 전
과 후 안정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고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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