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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범죄방지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거버넌스(협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정책 모형

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governance 

criminology; 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에서 협치의 핵심

내용은 협업(partnership), 연결망(network)과 시민참여다. 공화주의

(republicanism) 이론은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현대사회에서 

자유와 안전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정책기획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좋은 협치를 가능케 해 준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협업과 시민참여를 결합한 현대사회 안전정책 

모형이다. 

본 연구는 협치 이론의 자유와 안전,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현대 

사회 형사정책의 대중정치화 및 위험형법화에 따른 안전기획과 안전거버

넌스 전개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지역사회기반 범죄

방지정책과 사회내 범죄자관리정책을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시

민참여 협업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한다. 이어 제2장

에서 거버넌스(협치) 이론, 공화주의 법이론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특징적 전개양상을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로 개념규정하

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에 바탕하여 구성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제4장에서 지역사회협력사법(community justice), 

지역사회내 범죄자관리 관련 개별 정책경향들을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

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및 협업을 제도화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규정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발전양상을 비교법제도적으로 살펴보고,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 안에서 체계화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더 정당하게 효과

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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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다. 제5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

형에 따른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하여,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ㆍ정책적 

의미와 실천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현행 구금형대안으로서 사회내처우의 확대, 상습범죄자, 특히 성폭력범죄

자의 사회내 감시, 지역환경정비를 통한 범죄방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다양한 형사정책수요와 프로그램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확

대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형사사법은 사회갈등해결과 위험의 예방적 관

리에서 가용자원의 제약과 법적수단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범

죄통제 거버넌스로서의 이론적 재구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창출을 

통해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형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국가-시민 협력적 형사정책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정책 기획과 실천에서 관련 당사

자를 연결하고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리고 형사사법

을 지역사회 자치와 시민 참여 차원과 결합하는 관점에 따라 보완함으로

써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법치국가 원칙 안에서 현

실 형사사법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 자

원과 시민참여를 통해 개선·보완함으로써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정책에서 협치 모

델을 통해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조직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사회의 자율, 신뢰, 협동의 가치는 형사정책에서의 민

주주의와 안전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주요어 : 거버넌스, 협치적 형사정책, 공화주의 법이론, 시민참여, 지역사

회기반 범죄방지정책

학  번 : 2013 - 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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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형사정책은 범죄방지1)정책 실현 과정과 그 성과를 통해서 정당성, 효과

성을 인정받게 된다. 본 연구는 현대 형사정책 정당성 및 효과성 개선모

형으로서 협치적 형사정책 이론(‘governance criminology’)과 정책모형

(‘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을 새롭게 제안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정책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다. 

연결망과 협업은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공

화주의(republicanism)는 형사사법기관과 시민사회가 범죄방지를 통해 자

유와 안전을 실현하는 협력관계에 설 수 있도록 협치적 형사정책을 근거

지워 준다. 

제1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연구를 기획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얼개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어 제2장부터는 제1장의 문제의식에 따라 

현대 형사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검토하고 협치적 형사정책을 구성한다.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1절에서는 범죄방지를 위한 협치적 형사정책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본론 논의를 이끌어가는 문제의식, 그리고 본 연구 목적을 설명한다. 

I. 연구 배경

1) 현행법상 예방과 방지는 병용되는 법률용어다.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

조(가정폭력의 예방·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1,2,3차 범죄예방 유형론 (Paul

J.Brantingham/Frederic L. Faust,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22(3) (1976): 284-296.)에 따르면, 예방은 범죄유발 환경

의 일반적 개선을 뜻하는 1차예방,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2차예방을 의미하며, 방

지는 재범방지를 위한 3차예방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범죄

방지는 형사정책 목표로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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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과학문마다 나름의 당대진단(Gegenwartsdiagnose)2)을 내놓는

다. 형사정책학도 마찬가지다. 당대진단은 개별 현상들로부터 시대의 표

지를 잡아내서, 사회 미래에 대한 논의 출발점을 제시한다.3) 당대 문제

를 이론적 재성찰 대상으로 삼아 해당 학문영역에서 통용되는 기본개념

의 현실 합치성을 높여주기도 한다.4)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정책도 어떤 

변화 상황 속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1. 형사정책의 문제진단

한국 사회에서 범죄양상과 범죄방지 수요에 따라 변화하는 현대 형사법

제 및 정책 양상은 다양하고 다면적이다. 이를 개별 사회현안 대응 수단

이나 외국제도 도입으로 보는 단편적 이해는 한계가 있다. 개별 입법 내

지 정책수단이나 대안적 형사정책 모델들에 대한 나열적 평가에 그칠 

뿐, 바람직한 법적 원칙 제시나 체계적인 정책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 

상황에 문제 있는 정책을 줄곧 덧붙이고 겹쳐서 제도 정당성과 정책 효

과성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현대 형사정책 변화양상과 문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

무부, 형사법원에 한정된 형사정책적 관점 역시 한계가 있다. 현재 범죄

방지와 질서유지, 범죄자 교정과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영역은 

법무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검찰

청,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구까지 다양한 정부기관 협력체계

가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는 중앙정

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책무이자 국민의 법적 책무5)이기도 하다. 

2) 당대진단은 ‘당대 사회의 기본적 특성을 간결하게 사변적으로 정의하는 노력’이

다. (전상진,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또다른 방법,” 사회와 이론 18 (2011):

19.)

3) 전상진,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또다른 방법, 20.

4) 전상진,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또다른 방법, 32.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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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당연한 국가 책무이지만, 형사법에서 그 책무

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조달과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확립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가 최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규정을 수용한 바 있다. 

국민의 책무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2779호) 제6조는 ‘범

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의’와 ‘협력’ 의무를 국가

가 부과하는 수준이다. 반면 2000년 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은 제정 당시 국가 의무 규정만을 두었다가, 2005년 개정법에서 ‘사회의 

책임’ (동법 제4의 2조)을 신설했다. 이를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 제5조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환경정비와 아동·청소년 보호에서 독자적인 사회 책임을 

인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자원확보와 정책집행을 책임지

고 감당해야 할 의무를 뜻한다면, 사회와 시민의 책임은 국가 업무를 떠

맡는 일이라기보다는 정책에 참여하는 협력자 지위를 인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community)6)와 시민 협력을 형사정책 결정

과 집행에 필수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체험과 판단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생각하

면 더욱 그렇다.

의 책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동·청소년성

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사회의 책임)

6)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서구 사회 범죄통제론의 주요 개념이다.

범죄통제에서 국가역할 변화를 다루고, 범죄통제와 안전논의를 통합하는 개념으

로서 의미가 있다.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New York: Palgrave, 2007):7-8;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1997):4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사

회 개념은 사적공간(개인과 가족)과 공적공간(국가) 사이의 공공영역을 뜻한다.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 관련 논의는 본 논문 제4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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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정책의 문제해법 

형사정책은 범죄방지 사회정책의 일부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

장해 주는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형벌이 유일한 범죄방지수단도 아니다. 

현대식 중앙집권적, 관료적, 제도적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산물이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된 범죄통제 중심제도는 지역적이

고 사적(私的)이었다. 범죄통제 방식 또한 기업적이었다. 현재도 공식적 

제도로서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통제의 중심이지만, 그보다 앞서 존재해 

온 비공식적인 사회자원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7)

다만 형벌이 가장 효과적 범죄통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국가가 형벌 

권력을 독점하면서, 범죄통제는 국가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유

지되어8) 온 것인데, 20세기 후반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 범죄피해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형벌과 범죄자 처우에 이르는 광

범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중심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면

서 안전과 질서 보장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처지에 있다. 범죄방지정책

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및 시민과의 협업 방향으로 변화9)하

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현대사회 범죄현상이 다양화·다면화 될수록, 한정된 국가자원

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다양한 사회자원 동원은 바람직하기도 하

고 불가피하기도 하다. 현대 형사정책은 국가정책으로서 정형성을 유지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자원에 힘을 빌어야 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

다. 형법에 기반한 국가정책을 경직적으로 고수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민영화, 시장화 방향의 사회정책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 현대 형사정책을 

정당하고 효과적인 공공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

7) 18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직업적으로 절도범체포, 치안판사, 감옥관리 역할을 수행

하는 사람이 직접 범죄피해자나 지방영주와 같은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거나, 관

할내 주민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Lucia Zedner, Crimin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4):3.)

8) David Garland,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4), 1996: 448-449.

9) David Garland,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446, 45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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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가 제2장 이하에서 다룰 ‘협치적 형사정책’이다. 즉 최근 형사정

책 발전 개별 사례로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아동·여성을 위한 지역안전망, 

지역사회 경찰활동, 신상정보공개 고지제도, 성폭력피해자지원지역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적 관점과 정책적 모형은 곧 

현대 형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문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협치적 형사정책은 법치국가적 정형성을 침해하

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회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구상된 형사정책 모형의 

하나다. 새로운 형벌제도 구상은 새로운 사회 구상과 접맥된다.10) 새로운 

형사정책 모형 구상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맞닿

아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안전장벽을 쌓아올리고 각자도생(各自

圖生)에 내모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의 일부다.

II. 연구 목적과 대상

현대 한국사회에서 변화하는 범죄와 범죄피해 현실에 대응해 다양하고 

많은 형사정책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도,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사

정책으로서 신뢰받기 어렵다면 형사정책 수단과 집행실무의 한계를 극복

하고 형사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관점과 정책모형이 필요하다.   

형사정책은 형법 틀 안에서, 형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지만, 공식적 형사사법자원에만 묶이지는 않는다. 공식적-

비공식적 범죄통제 구분은 법적 권한 분별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현실에

서는 협업관계로 묶인다. 현대 형사정책에서는 정부와 시민 협업, 지역사

회자원 활용을 통해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의 중요

성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시민 협업과 지역사회 차원을 고려한 형사

정책 이론과 정책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할 이론적 관점과 발전전

망을 제시할 정책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에 따라 형

사사법 제도와 형사정책을 대체하고 개혁하기 보다는, 기존 시행되고 있

10)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서울:박영사, 2006):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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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와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개선의 방향으로 재

구성 내지 재정향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형사정책의 정당성

정당성과 효과성은 형사사법 개혁론에서 지향하는 대표적 가치다.11) 본 

연구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이론과 정책모형을 통해 기존 형사정책 정

당성의 개선 내지 보완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 범죄와 범죄

피해는 지역공간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체적 사태다. 시민을 불안케 

하고 지역사회를 위축시키는 실체적 문제다.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민주

적 정당성은 시민과 지역사회(community)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할 때 인정된다. 정책 방향과 수단은 그 요구를 반영해 채

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책 성과와 한계의 평가에 따른 정책방향과 수

단 개선 역시 시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형사정책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는 형사법 입법절차단계에만 한정되

지 않는다. 정책 실행과 평가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와 협력 공

간이 확대될수록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

는 민주적 기제가 부족한 형사정책은 불안과 응보에 치우친 여론에 기대

기 쉽고, 민주적 의사를 왜곡하거나 경시할 위험이 있다. 범죄문제에서는 

시민의 의사와 언론매체에 비친 여론 사이에 놓인 틈이 상당하다. 형사

정책 전문연구자가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그 틈을 메꾸는 역할을 해 왔

는데, 정부가 형사정책학자와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가 약화되고 

대중매체와 여론조사에 근거한 정책의제 추진이 늘어나고 있다.12)  그런 

만큼 형벌만능주의, 엄벌주의로 대응하는 정책이 동원되기 쉽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국가형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은 시

11) 1990-2000년대 일련의 형사사법개혁 기획과 조치가 지향한 가치는 민주화, 책임

성, 공정성, 효과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이다. (김한균,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

와 실천전략” 형사법의 신동향, 39,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13): 146-147.)

12) Ian Loader/Richard Sparks, Public Criminology(London: Routledge,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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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자율적 역량 성장도 가로막는다.13) 지역사회와 시민 차원에서 

범죄방지를 위해 협력할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형사정책 실행과 평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자유 요구가 정당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형사정책 목적

인 범죄방지다. 범죄방지라는 수사(rhetoric)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다.14)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이념대립을 떠난 외관을 

가지며, 견고한 상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방지와 안전

정책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태롭게 하여 새로운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문가 비판이 일반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이 시민의 상식(common 

sense)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데도, 현실정치 주장으로 동원되면 

과도하고 비효과적인 형벌위주 정책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해결방법

은 시민의 ‘상식’이 형사정책의 목표와 한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도

록 하는 정책이다. 시민의 합리적 상식은 정책 형성과 결정과정을 살펴

보고 경험할 때 형성된다. 합리적 상식이 모여 합리적 시민여론이 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형사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역

사회-시민 협력에 기반 두고 범죄방지 정책의 정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모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형사정책의 정책효과성 

형사정책의 정책효과성은 우선적으로 범죄방지 효과를 뜻한다. 재범을 

포함한 범죄발생건수와 범죄율이 감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방지 정

책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범죄방지를 위한 

정책효과가 실제 범죄피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효과적이

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미국 범죄율 전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을 찾는 

13) 조국, 절제의 형법학 (서울:박영사, 2015): iii.

14)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Punishment and Society 3 (London:Sage, 200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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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다양하다. 구금형 증가를 원인으로 보는 이론이 다수다.15) 그 밖

에 경찰인력 증원, 소득수준 증가, 주류소비행태의 변화, 실업율 감소, 청

년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컴퓨터집계통계체계(CompStat) 도입16)으로

부터 심지어 낙태 합법화,17) 무연휘발유 사용18)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범

죄증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의 공통된 내용은 범죄변동의 단일원

인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구금형 증가와 같은 주요원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범죄감소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9) 대부분의 사회

현상처럼 범죄도 복합적 현상이다. 그런 만큼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킬 단일원인은 없으며, 개별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이라 볼 수 밖에 없

다. 그렇다면 효과적 범죄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형사정책은 범죄의 

개인적·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

모여 삶을 살아가는 시민 개개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형벌 중심 형사정책 효과성 문제도 있다. 구금형은 물론이거니

와 구금형의 대안인 사회내처분 역시 현실적으로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

운용에 부담을 준다. 미국에서도 구금형 중심 형사정책의 범죄감소 효과

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형벌집행비용을 지역사회 재건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20) 형사사법기관 자원운용

만의 문제는 아니다.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의 가능성을 살피지 못

하는 이유는 형벌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15) David Cole, "Turning the Corner on Mass Incarceration?"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9 (2011): 11-141.; William Spelman, "What recent

studies do (and don't) tell us about imprisonment and crime" Crime and

Justice 27(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0): 419-494.

16) https://compstat.nypdonline.org/

17) Steven Levit/S.Dubner, Freakonomics, (New York:Harpertorch,2005):

137-142.

18) Jessica W. Reyes, “Environmental Policy as Social Policy? The Impact of

Childhood Lead Exposure on Crim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7(1)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07):1-41.

19) Inimai M. Chettiar, “The Many Causes of America’s Decline in Crime” The

Atlantic (2015.2.11)

20) Todd R. Clear/Natasha A.Frost, The Punishment Imperative: The Rise

and Failure of Mass Incarceration in America (New York: NYU Press,

2015):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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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사정책의 범죄방지와 위험관리 효과성은 국가자원의 제약과 법적 

수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협력 기반 형사정책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제도화는 정책에 필요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구

금형 대안으로서 사회내처우 확대, 상습성 범죄자, 특히 성폭력범죄자 사

회내 감시, 환경설계·정비를 통한 범죄방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협력사법, 치료적 사법, 

회복적 사법 이론과 정책모형에 따라 도입·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협력 확대 법제와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다.

3. 형사정책의 공적 책임성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은 사회적 요청을 수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목적 및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인

정을 받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형사정책의 신뢰성 여부, 형

사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public confidence) 정도가 가늠된다. 다

만 형사정책의 신뢰성은 정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를 가리

킨다는 점, 형사정책 성과 특성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우선 형사정책 결정과 집행자 입장에서 볼 때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

어야 신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내용과 성과를 시민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형사정책 기획과 결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

책평가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비로소 신뢰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형사정책의 기획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정책당사자인 시민의 의

견을 듣고 설명하고 책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은 형사정책 실행과 개선을 통해 목적하는 가

치가 될 수 있다.

설명, 대응, 책임을 뜻하는 공적 책임성21)은 1980년대 이후 서구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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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중심개념 중 하나다. 후술할 위험사회 맥락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의 

공적책임성 분산(dispersal of accountability)이 논의된다. 위험이 현실화된

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

인과 경과와 결과는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방단계에 중점을 두기 마

련이다. 더구나 위험결과에 대한 책임도 특정해서 묻기 어렵다. 때문에 

공적 책임성 문제는 위험평가와 관리 문제로서 정부를 비롯한 다수 주체

에게 분산된다. ‘민주적인 공적 책임성’의 문제는 비정부기구, 이익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분산, 일부 대체되어간다.22) 그래서 제2장에서 다룰 

정부 중심 통치 방식의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거버넌스 논의 역시 공적 

책임성 분산과 연관된다. 

형사사법은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유해행위를 통제하고 방지할 가장 강

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적 책임성을 강조할 영역이

다.23) 범죄방지 효과의 실제 확보도 중요하지만, 형사정책이 어떻게 결정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시민에게 잘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한편 

시민이 어떠한 형사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바라는지 형사정책 담당자도 

잘 알아야 한다. 형사정책의 공적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형사

21) 공적 책임성은 공무담당자가 권한행사와 의무이행과 관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비판과 요청에 맞추어 실행하며, 실패와 오류에 대해서

는 책임지도록 요구된다는 개념이다. 공적 책임성의 유형은 네 가지다. 관계구조

안에서 부여되는 지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answerability), 법적

지위와 규율에 근거해 책임을 진다는 점 (liability), 부여된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role-based expectations), 공동체에서 인정된 지위에 따른 기대에 대

해 책임을 진다는 점(individual’s perceived status)이다. 공무담당자로 하여금 공

적 책임성을 이행토록 하려면 정보공개, 법치제도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transparency)은 제2장 이하에서 다룰 협치

의 두 핵심요소다. 정책결정과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공유

되어야 책임을 묻고 질 수 있다. 반면 정책과정과 성과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보

장되지 않으면 투명성은 무의미해진다. (UNDP,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 UNDP policy document (New York: UNDP, 1997) ;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16/2006/4. (5 January 2006): para.48.)

22)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7-258.

23) Philip C. Stenning 편, Accountability for Criminal Justice: Selected

Essay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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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하면 범죄자를 적발·체포하고 기소·처벌하며,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바로 여기서 나온다. 설명하고 책임지는 

형사사법기관이라야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시민의 참여

협력 없는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형사사법자

원의 낭비로 인해 효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24) 지역사회와 시민 차

원에서 참여협력을 제도화하면 형사정책의 공적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

다. 형사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다.

제 2 절 문제제기

I. 범죄율 감소와 안전신뢰도 격차의 문제

범죄율의 실질적 증감변화는 중요한 사회지표다. 그 사회가 얼마나 자유

롭고 안전한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

인지를 보여준다.25)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히 강력범

죄 중 살인과 강도 범죄의 최근 발생비추세([도표])는 비교적 안정적이

다. 다만 강간범죄 발생비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나타나는데, 실제 발생건

수의 증가 외에도 성폭력범죄 수사강화 및 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개선으

로 인한 적발 및 신고건수 증가 요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사법체

계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정책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도표] 최근 20년간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발생비 추세 (1994-2013)26)

24) 김한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영향”, 박성훈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 평가연구(VIII),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13,436.

25) Michael Tonry, “Why Crime Rates Are Falling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M.Tonry 편, Crime and Justice, 4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48.

26)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http://arc.crimestats.or.kr/main/index.k2?cm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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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식통계상 범죄증감이 시민의 현실적인 안전체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로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27) 안전체감과 신뢰도는 범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감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맥락에서 살펴보아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최근 한국의 사회적 지표는 심각한 상황이

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35위이면서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

비 복지지출은 34위다. 자살률 1위를 비롯해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이며, 정부 신뢰도는 29위로 역시 낮은 수준이다. OECD 사회지표가 그

려내는 한국사회는 사회적 신뢰기반이 취약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깊은 

상황에 처해 있다. 28)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된 ‘국민안전체감도 분석’ 2015년도 결과([도표])에 

27) 영국의 경우 Mike Hugh et al, Attitudes to Sentencing and Trust in

Justice: Exploring Trends from the Crime Surveys for England &

Wales, Ministry of Justice Analytical Series, 201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Perceptions of Crime, 2015; 캐나다의 경우 Statistics

Canada, Canadians’ Perceptions of Personal Safety and Crime, 2009; 뉴질

랜드의 경우 Ministry of Justice, Public Perceptions of Crime-Survey

Report, 2013.

28)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국, ‘최악’ 위험사회로 치달아” (한겨레신문 2016년 10

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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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세월호 사고 같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회복

세는 완만하게 진행되어 불안감은 상당기간 지속된다. 

[도표] 국민안전체감도 추이(2013-2015)29)

반면 2013-2015년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결과([도표])에 

따르면 국민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안전감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성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향상되었다면 해당 정책의 효과

성이 인정받고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어떤 중범죄보다

도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단기간에 높아지기 쉽고, 안전감 회복

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좌우할 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형사정책 변화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30)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체감도 향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4대악)에 대한 안전체감도 (2013-2015)31)

29)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보도자료 2015년 8월12일)

30) M.Tonry, Why Crime Rates Are Falling Throughout the Western World,8.

31)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국민안전체감도조사 (2015년

12월 3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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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통계상의 장단기 범죄율 변동, 재범율, 국민안전체감도 등 통계

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안전현실과 주관적 안전감정 괴리의 문제는 여전

히 남는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요구의 정도는 객관적 범죄감소와 

안전현실과 차이가 있다.32) 이러한 불일치를 정책적으로 보면 범죄율 감

소와 안전신뢰도 격차 문제가 된다. 격차발생의 원인을 짚어보면, 범죄통

계 생산체계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범죄감소성과가 시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나 언론의 왜곡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무엇보다 범죄통계상 범죄율은 경찰활동 내용이지 범죄실상의 완전한 

반영이라 보기 어렵거니와,33) 객관적 안전현실에 대한 통계수치를 확보

해 널리 알린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감과 신뢰도가 높아지리라 기대하기

도 어렵다. 시민의 범죄문제 인식은 범죄통계자료보다는 주변 경험과 언

론 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인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34)

32) 김한균/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

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81); 김한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

정책적 의미와 영향, 490.;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과제와 전망: 사

회안전과 사회통제, 그리고 성찰적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15(1) (비교형사법학회

2013): 156-160.;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Sicherheitsgesellschaft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제3판, 2011) 윤재왕 역, 안전사회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2): 30.

33)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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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주로 언론보도를 통

해 접하는 강력범죄 현상보다는 주거침입절도, 길거리 폭행과 같이 시민

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범죄, 그리고 범죄를 처리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살펴보면, 한국 사회 현실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통계수치와 불일치하

는 불안의 내용은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방지

해 주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범죄가 발생해도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불안의 실체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이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늘리려면, 형벌을 

가중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시민

으로 하여금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이해하고 평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을 통해 이를 모

색해 보고자 한다. 

II.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의 문제

최근(2005-2014년)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의 범죄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35)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제침체기 동안은 범죄율이 증가하였

으나,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형사사법기관 중

심의 범죄방지정책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기반 범

죄방지 실천의 성과로 평가된다.36) 미국의 경우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

민의 범죄방지 의식과 보안기술 활용도가 높아졌다는데서 범죄율 감소 

34) 현대사회에서 위험과 안전 논의는 일탈과 범죄에 대한 과장되고 선정적인 인식

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와 달리 중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어디서나 발생

하고, 누구나 언제라도 중범죄 피해위험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형사정책

현장에 시민이 참여할 통로가 열리면 과장된 범죄와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로부

터 파생되는 왜곡된 형사정책을 방지할 수 있다.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6.)

35)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2016): 76.

36) 김한균,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

책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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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기도 한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제 활동이 사건발생

후 체포와 소추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과 예방기법 발전이라는 정책적 요인도 있다. 자기통제와 관리

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37)

유엔은 각 국의 범죄감소 추세를 범죄방지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 다양

한 범죄통제 기구의 국가적 통합관리체계(national referral mechanism), 지

역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업(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중범죄 및 

조직범죄 대처전략의 개선등이 범죄감소 원인으로 파악된다.38) 일반 시

민의 범죄방지활동 참여가 범죄율 감소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입증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범죄율 감소폭이 가장 큰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감소추세로 돌아선 시기가 경제침체기를 벗어난 시점이라는 점, 지

역주민의 범죄방지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하였다는 점은 정책

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서유럽과 영미국가에서 지속적인 범죄 감소 현상과 지역사회 역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와 논의가 있다. 1960년대 후

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를 제외하면 서

구국가에서 범죄감소추세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또한 각 국의 상이

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형사정책 제도, 그리고 정부의 형사정책적 역량 

내지 노력정도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39)

그 공통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총기 등 무기규제법제, 사형제도, 구

금형 강화, 경찰전략 개선과 경찰인력 확대, 낙태 합법화, 강성마약시장

의 통제, 인구구성 변화, 시민문화의 발전, 보안기술 강화, 인터넷과 휴대

전화 보급 등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검증되었다.40) 각 국의 상이한 형

37) James Q.Wilson, ‘Why Crime Keeps Fall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11. 5.28)

38) 김한균,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60-61.

39) M.Tonry, Punishment policies and patterns in western countries,

M.Tonry/R.Frase, Sentencing and Sanctions in Western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3.; M.Tonry, Why Crime Rates Are Falling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2-3, 8.; G.Farrell/N.Tilley/A.Tseloni, ‘Why the

Crime Drop?’ M.Tonry 편, Crime and Justice, 4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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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법기관과 형사제재 중심의 범죄방지정책이 범죄율 감소나 범죄양상 

변화와 연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규명되지 못했다. 형벌 가중 내지 

구금형 증가와 장기적 범죄율 감소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도 찾지 못

했다.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적발과 형벌부과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분

명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지만, 그 외 여론이나 정책변화와의 

간접적인 연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다만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범죄감소

에 대한 역할이 인정되는 기본 요소는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같은 지역

사회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사회화와 규칙준수 교육이다.41)

살펴보면, 범죄를 방지하고 줄이는데 있어서 가정, 학교 등 공동체 역할

의 중요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가정, 학교, 종교단체의 

활성화, 지역사회 복원과 강화가 언제나 적절한 범죄방지 대책일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와 종교단체는 가

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의 주요 발생공간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

정과 학교가 범죄 원인이라기보다는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범죄방지 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와 역할이 당

연히 긍정적이어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요소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 정당한 원칙과 목적이 이끌지 못할 때 지역사회와 주민집단은 

약자를 차별하고 외부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이

다.42) 범죄방지 정책에서 가정과 학교, 종교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역할

의 재강조가 복고적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고, 공동체의 자유와 안전을 

40) G.Farrell/N.Tilley/A.Tseloni, Why the Crime Drop?, 437이하

41) M.Tonry, Punishment policies and patterns in western countries, 4. ;

M.Tonry, Why Crime Rates Are Falling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5,

50-53.; G.Farrell/N.Tilley/A.Tseloni, Why the Crime Drop?, 480.; Ken

Blackwell, “Families, Churches, and Crime Prevention” (2016)

(https://medium.com/2016-index-of-culture-and-opportunity/families-churches-

and-crime-prevention-359f740c102d#.cs7v7e450) 가정,학교, 교회는 막스 베버에

따르면 일상적 삶의 방식 내지 태도 (Lebensführung)를 강화하고 안정화해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Manuel Eisner,“Modernity Strike Back?”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Latest Increase of Interpersonal Violence(1960-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2 (2008): 270)

42) 김한균,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민주법학 5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198-199.



- 23 -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형사정책과 결합시켜 줄 

수 있는 이론과 정책모형이 필요하다.

III. 형사사법기관 중심 형사정책의 보완 필요성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 양상은 과학기술사회, 위험사회, 후기현대사회 

등 다양한 논의로 전개된다.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점은 근대 형법과 형

사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현대사회 문제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는 사

실이다. 형벌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해 보충적으로 투입하는 수단이라는 원칙과 형벌의 적극적·선제적 

투입을 요구하는 현실 사이에 놓인 현대 형법과 형사정책은 근대 법치국

가원칙의 준수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시민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을 억제하는 정책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형벌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정책 사이에서 정당성도 효과성도 동시에 실현하기

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

된다. 범죄통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다중복합적인 문제를 종래

처럼 국가기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형벌에만 초점을 맞춘 형법과 

형사정책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구금형 중심 형사제재수단의 대

안에 한정된 논의나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 모형만으로는 부족하

다는 뜻이다. 

첫째, 형사정책의 정당성, 효과성은 대체로 형사제재의 정당성, 효과성의 

문제이지만 형사제재의 확대 내지 대체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형사제재를 조정과 원상회복 형태로 대체하거나 연성화 시키는 방

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가해자-피해자 화

해나 원상회복 협상 역시 오히려 기존 형법에서는 조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을 절차화 함으로써 포괄적 의미에서의 통제 범위가 넓

어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요컨대 형법이 뒤로 물러선다 해도 이를 

대신해 더 포괄적인 사회통제가 확대된다면 형법보다 자유와 권리를 더 

침해할 수도 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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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뢰도는 형사제

재의 정당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형성과 집행과정, 그리고 형

사사법기관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쌓이면서 형성된다. 국회

에서 형사정책 현안이 어떻게 결정되고 법안으로 만들어지는지, 수사기

관과 법원, 행행기관에서 범죄와 재범을 어떻게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줄

이는지, 범죄 대응과 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입법

부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어떻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

부홍보나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받는다면 시민과 형사

사법기관간의 괴리 안에서 오해와 불신은 더 심화될 것이고 해법을 찾는 

시야는 더 좁아질 것이다.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참여가능성

의 개방44)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 체계와 자원의 한계 너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관점이 요청된다. 현대 형사정책이 당면한 문제 대처를 위해서는 

형사사법 체계(system)를 정책연결망(network)과 지역사회 시민참여를 통

해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 얼개와 방법

제3절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연구 얼개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

의 짜임새는 문제상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전제로, 본론에서 협치적 

형사정책 이론과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라 현

대사회 범죄방지 정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다.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은 문헌분석, 사례분석, 비교법제분석이다.

I. 연구 얼개

본 연구는 첫째, 범죄방지를 위한 형사정책 변화 동향을 정부-지역사회-

43)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50-151.

44)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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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협업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 관점에 따라 분석한다. 둘째, 그 목적은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 (governance criminology; 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을 바탕으로 현대 형사정책이 더 정당하고 효과적

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한다. 이

어 제2장에서 거버넌스(협치) 이론, 공화주의 법이론을 검토하고, 제3장

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특징적 전개양상을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로 개

념규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에 바탕하여 

구성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제4장에서 지역사회협력사법(community 

justice), 지역사회내 범죄자관리 관련 개별 정책경향들을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및 협업을 제도화하고 증진하는 정책으

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발전양상을 비교법제도적으로 살펴보고,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 안에서 체계화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더 정당하

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

는 형사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다. 제5장에서는 협치적 형사

정책 모형에 따른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하여,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와 실천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범죄방지는 범죄유발 환경개선(1차예방), 일반예방(2차예방)

과 개별예방(3차예방)을 뜻한다. 범죄방지를 위한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

사사법기관과 시민-지역사회 연결망과 협업이 기본 내용이며, 형사정책

의 정당성, 효과성, 공적 책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협치)와 공화주의 법이론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상술한다. 

본 연구 대상은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과 정책모형을 구성하고 논증하

는데 관련된 한국과 주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이다. 시간적으로

는 주로 최근45) 변화와 전개상황을 다룬다.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서 

45) 이하 본 연구에서 ‘최근’이라 할 때는 주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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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협치) 이론, 공화주의 법이론 문헌을 연구한다. 정책모형 구성

을 위해서 현대 형사정책과 안전기획 및 안전거버넌스의 전개현황을 분

석한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라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정책과 범

죄자관리정책을 재구성하고, 그 개선방안과 협치적 형사정책의 기본원칙

을 반영한 범죄방지 기본법제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토대

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의 이론적ㆍ정책적 의미를 정리해 보고, 형사정

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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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 기초 

1964년 3월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 피살사

건46)이 가져온 사회적 충격은 대단했다. 당시 사건현장 주변 38명이나 

되는 주민 중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 때문이다. 이후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에서 이른바 방관자효과

(bystander effect)의 전형적 사례로 다수 인용된다.47) 미국에서는 이 사건

을 계기로 응급신고 전화 911이 창설되었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범

죄방지에 참여하는 주민감시모임(Neighborhood Watch)도 결성되었다.48)

형사정책에서도 범죄방지와 지역사회(community) 연관을 중시하는 연구 

주요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다.49) 실제로 1964년 사건은 시민이 범죄방지

를 특정 국가기관 책임이라 여기고 방관하거나, 적극 신고하거나 예방활

동에 힘을 보태려 해도 마땅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범죄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46) Martin Gansberg, “Thirty-eight who saw murder didn’t call the police” New

York Times (1964. 3.27).

47) Abraham M. Rosenthal, Thirty-eight witnesses: The Kitty Genovese

case (Open Road Media, 2015) ; Kevin Cook, Kitty Genovese: The murder,

the bystanders, the crime that changed America (WW Norton &

Company, 2014) ; Harold Takooshian, "Fifty years later: What have we learnt

from the 1964 Kitty Genovese tragedy?." The General Psychologist 49.1-2

(2014): 34.; Carrie A. Rentschler,. "An urban physiognomy of the 1964 Kitty

Genovese murder." Space and Culture 14(3)(2011): 310-329.; Gilbert Geis/Ted

L. Huston. "Bystander intervention into crime: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11.3 (1983): 398-408.

48) Neighborhood Watch (http://www.ourwatch.org.uk/about-us/#history-section.

2016년 10월 1일 검색)

49) Timothy A. Akers/Roberto H.Potter/Carl V. Hill, Epidemiological

Criminology-A Public Health Approach to Crime and Violence (San

Francisco:Jossey-Bass, 2013): 32.; Willem De Hann., “Running risks and

managing dangers: Street robbery as a matter of trust”, Vincenzo Ruggiero/

Nigel South/Ian Taylor 편, The New European Criminology: Crime and

Social Order in Europe (London: Routledge, 198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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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0년이 지나 밝혀진 진상에 따르면 당시 새벽 3시 현장 주변에 

사건을 목격할 만한 주민은 실제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최소 두 명 이상

의 주민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으며, 여성주민이 혼자 뛰어 나와 응급

차가 도착할 때까지 죽어가는 피해자를 돌봤다. 당시 기사를 만든 기자

는 의도적 오보였다고 고백했다. 대도시의 무관심과 폭력을 고발하기 위

해 목격자 수를 임의로 부풀리면서, 신고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용감

히 나섰던 주민들의 이야기는 누락했다는 것이다.50) 키티 제노비스 사건 

진상은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

며, 오히려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사한 사건과 상황이 일어났다면 다양한 진단이 나

오리라 예상된다. 방범시설 미비나 경찰 순찰활동 부실을 비판할 수도 

있고, 국가 치안역량에 대한 불신이나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도 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우리 사회 범죄문제에 대해 시민은 ‘방관자’가 아니거니와, 방

관자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시민은 국가정책의 수동적 수혜자

가 아닐뿐더러, 대중정서영합주의(populism)에 동원되는 감정적 집단도 

아니다. 그렇다고 안전서비스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형사사법기관은 방관자로서 물러나도 될 영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형사정책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협력하고 

범죄피해자를 도우려는 시민 의지를 확인하고, 범죄방지를 위한 활동에 

시민참여를 조직화하며 실효적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

역사회 자치와 시민 참여의 차원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형사정책이 범죄방지에 정당하면서도 효

과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이론적 관점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제1절 협치의 개념과 이론

50) “Her shocking murder became the stuff of legend. But everyone got the

story wrong,” Washington Post (2016. 6.29.); “Reclaiming Kitty Genovese

from urban legend” The Economist (201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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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governance)와 거번먼트(government) 두 단어 모두 다스림

(govern, 政)을 뜻한다.51) 거번먼트는 공적 권력을 수단으로 다스리는 통

치 형태(정부)를 의미하며, 더 넓은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다스림의 절차

와 형식, 내용과 과정, 그 변화를 아울러 지칭한다.52)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민사회53), 정부와 비-정부행위자, 중앙과 지방의 협

력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모형(policy model)54)이다.55)

본 연구에서는 ‘협치’56)를 (번역)용어로 택한다. 기본적으로 현대 형사사

51) 통치(government)는 근대 국가 등장 이후 인간 행위를 다스리는 다양한 제도

기능 대부분을 국가기구가 담당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1990년대 이후 사회

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조직된 자율적 통치 연결망이 거번먼트

와 구별되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담은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등장한다. (이문수,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16(3) (한국거버넌스학회,2009):73.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학

교출판부,2003): 23-24.; 임의영, “행정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

판적 고찰,”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2) (강원행정학회,2004):65-66.) 사회문제해

결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근대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푸코(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 역시 거버넌스 개념과 인식 바탕

이 같다.(같은 논문, 72.)

52)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 (1996): 652-653.;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5 January 2006, 

E/C.16/2006/4.: paras.5,7.
53) 거버넌스 핵심요소로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

는 사적 부문과 시민 조직의 영역을 뜻한다. 시민사회는 공공영역에 다양하고 풍

부한 관점, 가치와 변화를 제공하는 토대다. (UNDP,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39.)

54)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며 이행하고 평가하는 기본틀(framework)을 뜻한다.

55) 본 연구에서는 협치 개념을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쓰이는 맥락과 기존 연구들에

서의 용례(用例)의 대조를 통해 파악해 보고, 형사정책적 논의에서 의미 있는 개

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유사개념으로는 자치(self-rule), 법치(rule of law), 무

치(無治 anarchy), 폭치(暴治 tyranny)등을 들 수 있는데, 개념 대비를 통한 거버

넌스 의미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56)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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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와 형사정책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의 형식적ㆍ절

차적 측면을 수용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모형중에서도 특

히 정책협업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치’를 용어로 택한

다. 협치는 범죄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모형의 하나로서 논의한

다. 좋은 협치(good governance)는 형사정책 발전과 개선 가치로도 삼을 

수 있다.

1. 개념 특성

거버넌스는 공동체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는 사회적 기제와 절차, 구조

와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부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 조정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으로서 투명성,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등 

발전과 개선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모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세기 후

반부터 거버넌스 개념은 행정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정책학, 사

회학 등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단체에서도 널리 활용된

다.57) 특히 공공행정 분야에서 관료중심의 통치로부터 수평적·분권적·협

력적 관리로의 정책환경 변화들을 묶어내는 개념(organizing concept)58)으

로 많이 사용된다. 

거버넌스의 뜻과 용례는 학문분야와 문제대상,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정치

적·사회적·문화적 관점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다. 현대 사회과학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협치(協治), 공치(共治), 치리(治理), 국정관리(國政管理), 두

레 다스림 등 다양한 용어로 옮긴다.59)

57)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16.; 박영주, “자유주의적 거버

넌스의 딜레마-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한

국거버넌스학회, 2010): 62.;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한국사

회와 행정연구 21(3) (서울행정학회,2010): 107.;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4.

58)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2.

59)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59.246-247.; 윤정길/강황선,“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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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조직구조, 행정절차, 관리기법, 정책기조 등 다양한 의미를 

‘묶어 보는 개념’인 만큼 보편적으로 합의된 일관된 내용이 없다. 여러 

관점과 내용을 수용하도록 열어둔 개념이라 볼 수도 있겠다.60) 그런 만

큼 이론 체계가 결여된 실질 없는 수사(rhetoric)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

다.61) 새롭다는 점 외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개념으로서의 실익은 새로운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쓰이는

지에 달려있다. 사회와 정책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거

버넌스 개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거버넌스 개념은 이념적 

입장보다는 실용적 요청에 따라 쓰인다. 전통적인 통치 구조(governing 

structure)에는 관료행정 중심의 권위체계(hierarchy)와 시장이 있다. 사회

문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있어 행정체계나 시장의 선택 자체가 선악

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 문제일 필요도 없다. 어떠한 통치구조가 사회

문제해결에 효과적인가의 문제다. 여전히 행정중심 수직적 질서가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여기에 수평적 

연결망(network)이 효과적 통치 구조를 위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논의는 행정체계, 시장, 연결망 세 형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화한다.62)

정리하면, 거버넌스 내지 협치는 다양한 변화양상을 묶어 내는 열린 개

념인데, 그런 점에서 실용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를 다스릴 

때 국가가 통치하거나 시장에 방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 부문 내지 

로기성 비판”, 사회과학논총 25,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116.; 정정

목,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사회과학논총 22 (청주대학

교, 2000):12.

60)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s.3-10.;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113.;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회보 34(1) (한국행정학회, 2000):22.; 정

정목,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개혁 그리고 거버넌스,4.

61)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2003): 111.;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31-32.

62)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3.; Paul Senior et al, Understanding

modernisation in criminal justic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20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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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합의하고 협력하는 연결망을 활용하는 정책모형으로서 거버넌스

를 가리켜 협치라 한다. 주목할 점은, 협치 개념이 담고 있는 관리방식, 

절차 또는 방향설정은 그 자체 일정한 정책내용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즉 협치는 정책 의제의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행

위 주체의 참여와 협의를 뜻한다. 일방적 지시와 방임과 구별된다. 협력

과 책임공유를 지향한다.

특히 협력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요소다. 거번먼

트 역시 시민 참여를 내용으로 하지만 절차적이며 수단적이다. 이에 비

해 거버넌스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시민 참여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

다. 시민참여 조건 보장에 있어서 공익적이고 자율적인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내지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개별 활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

로 이해한다.63)

2. 정책 맥락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 정책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지에 

관한 논의에서 활용된다. 거버넌스 논의의 정책적 맥락은 세계화

(globalization), 분권화(decentralization) 내지 지방화(localization), 시민사회 

내지 비정부기구(NGO)의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

주권과 정부역량은 분화되고, 위험사회에서 재화 배분보다 위기 배분이 

중요시되며, 시민참여, 환경, 젠더(gender) 등 새롭고 복합적이며 초국가

적인 사회현안이 등장한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는 사회 갈등을 낳기

도 하지만 그만큼 상호연결, 상호의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통

치 내지 관리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개념이 

제시된다. 64)

63)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45-248, 254-257.; 백낙청, “거버넌스에 관하여”,

창비주간논평 (2008. 12. 30.)

64) 임의영, 행정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66-67.; 정정

목,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11.;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16-26.;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15.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 연구 배경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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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재구성은 국가의 위축, 제약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지방조직 확대에 따른 협력방향의 관계재설정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우월한 통치 지위에 있어 왔지만 독점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 제도와 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연결망을 

조직해 통치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권력은 다양한 형태의 거

버넌스를 통해 행사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 논의는 국

가가 직접 결정하고 끌어가기(rowing) 보다는 목표를 규정하고 우선순위

를 가리는 지도적 역할, 정책연결망을 조정(steering)하는 역할을 강조하

는 추세다.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협업과 합의, 상호존중을 중시하는 역

량이 필요하게 되었다.65)  

정리해보면, ‘개혁’이 거듭 강조될수록 관련 정책은 가치나 내용보다는 

절차나 형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66) 거버넌스 개념은 ‘국

정개혁(國政改革)’ 논의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념과 내용상의 갈등 여

지를 줄이고 내용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발전과 개선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개념이다. 정부정책 개선과 함께 형사사법체계 

발전 내지 개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실행 코드(operating 

code)’ 67)로 검토해 볼 실익이 있다.

3. 이론 유형

거버넌스 이론은 사회문제 해결과 조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간 역

가 재정위기, 시장주의 이념적 수렴,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 심화, 국가 정책 결정

부분화와 전문화,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 증가, 전통적 책임성의 변질이라고 본다.

(같은 책, 83.)

65)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112-113.; 이문수,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

리고 개인의 자유, 72,77-78.; 임의영, 행정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67, 79.;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27-29.; 윤정길/강황선, 거버넌

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24.; 박영주,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한국행정학

보 34(2) (한국행정학회, 2000): 20.;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8.;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5.

66) 김한균,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144.

67)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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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변화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68)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은 민간관리기법도입으로 정부를 개선하고, 

전통적인 정부권한과 역할 일부를 시민사회에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주도

적 관리를 유지하려는 관점이다. 즉 정부가 직접 모든 일을 수행하기 보

다는 간접 조정하고(steering), 해주기(service)보다는 할 수 있도록 

(empowering) 해준다. 명령과 통제보다는 협의와 연결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69) 이에 비해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은 국민에 대한 서비

스에 있어서 관료제 비효율성과 시장 효율성을 전제한다. 경쟁원리를 도

입해 공공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본다.70)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장단점 평가

는 쌍을 이룬다. 국가 중심적 모형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적응성이 확

보될 수 있다. 민간부문과 시민참여에 개방된다 해도 국가가 여전히 우

월한 지위에서 관리할 경우 협의 참여자의 포괄성은 제한적이다. 형평성

과 공적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시장 중심적 모형에서는 

편익배분은 효율적이지만 부담 배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일관

성도 적응성도 한계가 있다. 공공서비스 축소와 공적 규제 완화는 시민

사회 기반약화와 민주적 책임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71)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시장 대립구조를 넘어 시민사회

의 문제를 시민이 책임 있게 참여하여 다스리는 방식을 지향한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은 국민을 국가 서비스의 소비자로 이해하는데 비

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부운영 참여자로 본다. 그 

기본원리는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다. 대의민주주

의에서 간접적 의사반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참여와 자기결

68)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17.;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24.;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05.

69)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2-24.;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

성 비판, 124.

70)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42-47.;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05, 110.

71)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19-20.;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

성 비판,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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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구를 수용한 관점이 참여민주주의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공동

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여활동을 동원하고 활용하면 정부역할을 줄이면

서도 정책효과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자원주의(volunteerism)라 한다. 

나아가 국가는 시민 덕성 함양 측면에서 참여시민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야 한다. 이를 시민주의(civicism)72)라 한다.73)

거버넌스의 실제 용례는 세 가지 거버넌스 이론유형이 다시 결합되면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4. 거버넌스의 용례

거버넌스 개념 특성상 다양한 용례가 있다.74) ‘통치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는 규범적 의미에서 통치 형식변화에 관한 거

버넌스 논의를 가리킨다. ‘정부를 뺀 거버넌스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는 상호의존 및 조정이 특징인 연결망(network)을 거버넌스 

중심개념으로 보는 좁은 의미에서 거버넌스 논의 차원을 가리킨다.75) 조

직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운영을 통제하는 논의에서 사용되는 거

버넌스는 규범적 개념이다. 법치, 참여, 투명성, 공개성 등의 조건을 전제

한다는 점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다원적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 연결망

(network) 안에서 공적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도 쓰인다.76)

72) 시민주의는 이하 제2장에서 논의할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Philip Pettit, Republicanism, ‘한국어판 옮긴이 머리말’, 13면.)

73)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30-35.;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05, 109.

74) 행정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R.A.W.Rhodes는 최소국

가론(minimal state), 법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우량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socio-cybernetic system), 자기조직적 연결망(self-organizing network)로 분류

한다.(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2-657.) B.G.Peters,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7)은 시장모형, 참여모형, 신축모형, 탈규제모형으로 구분한다.

75)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111,114.;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3.

76) 稻継裕昭, 自治体ガバナンス, (放送大學敎育振興會, 2013), 안재헌 역, 일본 지



- 36 -

본 연구에서 협치는 규범적 개념의 거버넌스와 연결망 중심 거버넌스 개

념을 절충한 개념이다. 좋은 협치를 위한 가치와 윤리, 그리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망을 중심개념으로 삼기 때문이다.

(1) 규범적 의미의 거버넌스

첫째,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는 관료제 대안으로서 기업가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77)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하나다. 

민간부문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관리주의(managerialism), 그

리고 이를 이어 시장경쟁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신제도주의경제

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시장기제, 소비

자, 성과 개념을 중시하면서, 더 작은 정부 대신 더 많은 거버넌스(more 

governance)를 지향한다. 준정부조직(quasi-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규제기관을 통해 국가통제를 공공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비대한 공공

부문 개편에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속적 성장가능성과 공정분배에

는 한계가 있다.78)

대표적 사례는 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개선 정책이다. 당시 신공공관

리이론에 입각해 정부업무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 민간자본 유치를 통

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원화하고, 정부조직을 감축하였다. 공공서비

스의 생산 공급을 시장기제에 친숙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서울:한울아카데미, 2014):12.

77) 기업가정부는 서비스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증진한다. 정책결정을 관료가 아닌

지역사회가 맡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역량을 부여한다. 정부기관은 투입이 아닌

성과로 평가한다. 규정과 규칙이 아닌 목표와 사명에 따라 활동하며, 시민을 소비

자로 대하고 선택권을 준다.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제발생을 사전방지한

다. 권한을 분산하고, 참여적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를 수용한다. 관료제

보다 시장기제를 선호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 민간 시민자

원 부문을 포괄하여 공동체문제 해결에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D. Osborne/

T.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Addison-Wesley, 1992):20); 주

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54-55.

78)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7. ; 김정렬, 정부의 미래

와 거버넌스, 25-29.;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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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신공공관리적 개선에 따라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기능이 강화

되었다. 정책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역량평가, 특정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는 시책평가, 프로그램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과정평가, 투입 대비 

산출에 주목하는 성과평가,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춘 만족도 평가, 이를 

종합한 공공기관평가가 시행되었다.79)

둘째, ‘우량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가 

개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80) 유엔 차원에서 거버넌스는 국가업

무 관리를 위한 경제적·정치적·행정적 권력 행사로서 시민이 이익을 구

현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제도와 절차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우

량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 관리 

방식으로서 투명성, 공적 책임성, 효율성,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

버넌스를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전환점이 된다. 81)

우량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효율적 공공서비스,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독

립된 사법부와 법적 틀, 책임있는 공공기금 관리, 독립된 공공감사, 대의

제 의회, 정부의 법질서와 인권존중, 다원적 기관구성, 자유 언론이 필요

하다. 특히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기제, 공기업 민영

화, 공무원 감축, 중앙정부 권한분산, 비정부기구 활용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한 관점이라 평가된다.82)

셋째,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계’ (socio-cybernetic system) 이론83)은 상호작

79)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91-93.

80) World Bank, Governance: The World Bank’s Experience (Washington

DC:World Bank Publication, 1994): xiv.

81)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72.;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6.

82)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6.;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11-1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7.

83) 사회적 사이버네틱스는 일반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조정 통제되는 시스

템 보다, 조정과 결정 근거 규범의 본질, 판단결정 배후의 학습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다수 체계가 서로 조정관계인 경우 상호간 소통교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일부로 구성된 주체지향적 체계(actor-oriented systems) 접



- 38 -

용하는 사회-정치적 다스림의 형식을 거버넌스라 한다. 다원중심적 

(polycentric) 사회에서 국가든 시장이든 단일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는 어

렵다. 그래서 사회-정치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정부체계와 사회적 자치

조직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 형태를 창출하고, 책임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개별 정책마다 복수 행위자가 공동 목적에 따라 상호

의존 협력하면서, 공공, 민간, 시민자원 부문의 경계가 흐릿해 진다. 정책

성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원조직, 민간부문 등과 상호작용한 

결과가 된다.84)

넷째,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는 정부가 시민사회로 하

여금 사회문제 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 투명

성, 법치, 권력분립, 기회균등, 언론자유 등의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하나

의 거버넌스로 보기도 한다.85)

다섯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community governance)는 사회문제 해결의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면서 전통적인 시민참여가 복원

되는 변화를 반영한다. 시민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정부, 기업, 지역사회

조직과 시민이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 집행한다.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

고 참여를 개방하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한다. 정부 관료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질서 관계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특히 중시한다. 시민 거버넌스(citizen 

governance), 자치 거버넌스(self-governance)라고도 한다. 86)

근방식은 사회과학적 사고에서 개인과 사회,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 거시-미시 간

극을 메워준다. 즉 개인 행동과 분리된 자체 목적을 추구하고 자체규율되는 사회

모형과 개인을 체계안정성 기준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는 사회모형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는 접근방식이다. (Felix Geyer/Johannes Zouwen, “Socio cybernetics”

Handbook of Cybernetics (New York:Dekker, 1992):95-124.)

84)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8.;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7-658.

85) J.March/J.Olsen, Democratic Governance (New York: Free Press, 1995):

183-240. ;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30.;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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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

첫째, ‘최소국가’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수직적 통제보

다는 사회제도간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을 

뜻한다. 정부 역할이 문제관련자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제삼자(third-party 

government)로 축소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87) 정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개입 정도와 형식을 축소하면서 시장 또

는 시장적 수단을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더 작은 정부(less government)’론의 정치이념적 의미가 담기기도 

한다.88)

둘째, ‘자기조직적 연결망’ (self-organizing networks)으로서 거버넌스는 정

부 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부문까지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제공 조직 연결망 관리를 뜻한다. 연결망은 광범위한 사회적 조정 형태

이며, 자기조직적89) 연결망은 자주적이고 자기통치적(self-governing)이다. 

연결망 형태의 거버넌스는 사회적 평가, 신뢰, 상호성과 상호의존성을 강

조한다. 연결망은 통치구조로서 관료행정 질서나 시장의 절충형태가 아

닌 독자적 대안으로서 공공, 민간, 시민자원 부문의 영역을 넓힌다. 그리

고 통합된 연결망 자체로 정부의 조정 없이도 독자적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90) 시장지향적인 영미국가의 거버넌스 이론

86) Christopher Gates, “Community Governance” Future 31, (Amsterdam:

Elsevier,1999):521-522.; Richard C. Box, Citizen Governance: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into the 21st Century, (Thousand Oaks: Sage,

1998): 5-12.;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96-99.

87)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2.

88)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3-654.

89) 자기조직성은 자기재생산(autopoiesis) 개념에서 나온다. 자기재생산 법이론에

관하여는 노진철, “불확실성 시대의 제 위험과 국가의 위험관리: 루만의 사회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법과 사회, 47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9-37.; 남기윤, “오토

포이에시스 시스템과 法人理論”, 저스티스, 72 (한국법학원, 2003): 78-106 참조.

90)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9.;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8-659. Rhodes는 자기조직적 연결망으로서 거버넌스가 국가

와 시민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를 정부와 사회행위자들로 구성된 조직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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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북·서유럽 국가의 거버넌스 이론은 네트워크 지향성이 더 특징

적이다.91)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양한 조직간 협력을 통한 공공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

스 특징은 공공기관 주도적 상호작용, 비정부기구의 참여, 비정부 이해당

사자의 직접적 참여,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집합적 행동, 공적 문제 해결

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주도는 공식적 통제나 강제

가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를 뜻한다.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의견일치

를 추구한다.92) 공공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기존 조직 경계와 정책을 초

월하여 새로운 공동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93) 이처럼 거버넌스의 용례와 명칭은 다양하되 일관되지 못

하다.

(3) 특화된 용례

거버넌스의 특화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라 할 때는 조직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보

통 민간부문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사용된다. 공공 및 민

간 조직 공히 법인 거버넌스의 근본원리는 공개성(openness), 완결성

(integrity and completeness), 공적 책임성이다. 즉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

고, 업무는 직접 완결해야 하며, 명확한 책임분배와 분명한 역할규정을 

통해 각각 책임을 묻고 지도록 해야 한다.94)

결망의 집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거버넌스의 도전이

정부의 통제활동에 미치는 제약을 인식하고, 거버넌스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수

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업(joint action), 상호조정(mutual adjustment),

네트워킹(networking)등이 그것이다. (같은 논문, 666)

91)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94.

92)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거버넌스 사례연구 (서울:대영문화사, 2015):46-47.

93) 강병준,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14): 2.

94)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7. ;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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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적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95)는 개별 국가 역량범위를 

넘는 국제적 현안을 다루기 위해 협력하는 제도와 조직을 뜻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와 민간조직, 민간기업,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사

이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 기제, 절차의 복합체로서 국제사회의 공

동이익을 실현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한다.96)

현대 국가는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작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크다

는 지적을 받는다.97) 국제화 변화가 국제적 거버넌스 이론을 낳았다면, 

지방화, 분권화 변화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모색케 한다.

셋째, ‘범죄 거버넌스’ (governance of crime)98)이라 할 때는 사회가 범죄

문제를 통제하는 구조 내지 방식을 뜻한다.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학

교나 기업도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한다. 다만 

‘범죄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through crime)와는 구별된다. 범죄를 

구실로 안전을 약속하면서 엄벌과 예방적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권력을 

확장하는 전략을 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공동체 갈등

을 악화시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담

겨 있는 개념이다.99)

95) 1992년 창립된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개인과 기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현안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거버넌스는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를 협력적 실천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지속적 과정(continuous process)이다. 준

수(compliance)를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와 체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직으

로 하여금 동의케 하거나 이익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비공식적 요인도 포함된

다.”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ur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

96)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15-16.

97) “The nation-state now is too small for the big things, and too big for the

small.”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5.)

98) Ian Loader/Richard Sparks, “Contemporary landscape of crime, order, and

control”, Mike Maguire/Rod Morgan·Robert Reiner 편,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제4판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78-79,82.

99) Jonathan Simon, Governing Through Cri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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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버넌스 핵심요소

거버넌스 양식(modes of governance)은 권위(authority), 거래

(exchange/transaction), 설득(persuasion)다. 각각 행정관료제, 시장, 시민사

회의 기본적인 운영관리 방식을 가리킨다. 정책거버넌스에서 정책이 명

시적인 법제도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 거버넌스 양식은 권위, 즉 지시와 

규율이다. 기본틀 형태로 정책이 제시되는 경우 거버넌스 양식은 시장의 

성격, 즉 거래다.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영향

에 개방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경우 지시가 거래보다 설득과 합의가 양식

이다. 100) 형사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지시와 규율이 적용되

지만, 정책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거래와 설득의 양식도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

거래 및 설득의 거버넌스 양식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다양한 거버넌

스 용례의 공통된 특징을 추려보면, 연결망을 이루는 참여자간의 상호의

존성, 지속적 상호작용, 상호신뢰,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자주성이다. 즉 

상호의존하고 작용하는 만큼 공공-민간-자원 부문사이의 경계는 유동적

이 된다. 자원을 나누고 목적을 공유하려면 지속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연결망은 자기조직적이며, 국가는 간접적으로 연결망을 조정한다.101)

이하 본 연구에서 형사정책적 논의와 연결 지으려면, 거버넌스 정책모형

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가려내야 한다. 거버넌스는 연결망(network)이

다. 이 연결망은 연결된 각 단위의 단순 총합이거나, 국가와 민간 부문의 

병렬 연결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독자성을 지닌 구조가 된다. 연결망에 들

어온 각각의 공공, 민간 단위는 공동체 문제의 효과적 해결이라는 목적

을 공유함으로써 연결되고 상호 적응, 조정하고 작용한다. 이른바 ‘정부

가 없어도 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론은 거버넌스 

정책모형이 정부, 시장, 시민자원 부문 행위자로 이루어진 조직간 연결망

100) 주성수, 공공정책과 가버넌스, 104-108.

101) 로디스는 거버넌스 용례의 공통요소를 가려 거버넌스를 ‘자체적으로 조직 구

성하는 조직 간 연결망(self-organizing,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이라고

정의한다.(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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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으로서 국가 통제로부터 독자성을 가지고 정부를 대체할 가능성

까지 인정하지만102), 어떠한 거버넌스 정책모형이든 간접적 조정역할을 

맡고 연결망과 협업(partnership), 상호조정(mutual adjustment), 네트워킹

(networking)을 통해 관리하는 정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 안전문제는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이 핵심이다. 형사사법기관이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기능을 실행한 결과를 사전정립된 규칙을 권력을 

수단으로 실행한 성과라고만 보면 현실과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오히

려 공동체 안전문제는 형사사법 기관 실행뿐만 아니라 그 대상인 시민, 

지역사회의 협업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103) 그런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다스리는 안전거버넌스를 상정해 보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 거버넌스의 참여자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된다. 안전거

버넌스의 참여자이면서 거버넌스를 간접적 조정하는 국가 역할은 형사사

법기관을 통해 실행된다. 그리고 안전거버넌스의 연결망 안에서 공공, 민

간, 시민자원 부문 타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제2절 협치의 사회과학적 분석

협치 개념의 핵심은 연결망이다. 연결망의 기본요소는 협업과 상호작용

(상호조정과 네트워킹)이다. 거버넌스를 협치의 의미로 사용하는 본 연

구104)는 정책형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협업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

102)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66. : 정부의 통제 없이 행정체계, 시

장, 연결망 각각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상호작용에 의한 통치로서 메타거버

넌스(meta-governance) 논의도 있다.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

구, 154-155.)

103) 자기 조직적 연결망으로서 거버넌스 논의 발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이 있다. 행정작용은 사전 정립된 규정을 권위를 가지고 이행해서 성과를 거둔

다기 보다는, 행정과 그 대상자의 협업 결과(co-produ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its clients)라는 점이다.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66) 형사정

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방지 정책을 형사법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집행한 결과로 한정해 보면 성과도 한계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형사정책 성과와 한계는 형사사법기관과 유관 기관과 단체, 피해자를 비

롯한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나타난다.

104)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협치로 이해하고 개념 잡는데 있어서 앞서 살펴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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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이하 협치적 형사정책 논의는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문제에서 국가기관, 

민간조직, 주민 사이 협업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풀어 나가게 된다. 

먼저 협치, 즉 협업과 상호작용과 관련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협치이론의 사회적 배경

협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관심 배경에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전통

적 경계가 재편되어 가는 흐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나 시장의 역

할이 다른 영역을 장악할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공동체 문

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경계 짓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제 발생원인과 현실결과가 국

경을 넘나들고 기존의 문제해결 체계 자체가 문제의 일부가 되기까지 하

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대처역량은 한계를 드러낸다. 시장과 시민사회

의 역량이 확대되었다 해도 정부의 중심 역할을 대신하는 데는 역시 한

계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과정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역시 마

찬가지다.

한국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정

부가 주도하는 ‘통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協業, partnership)을 

중시하는 ‘협치’로 변화하는 흐름이 있다. 1990년대까지의 이른바 개발독

재-권위주의체제에서 민간정부로 이행하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과정에

서 중앙정부가 일방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수립 합리성과 집행 실효

성을 거두기 어렵게 되어갔다. 그 가운데 시민사회105)의 역량과 참여도

량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자기조직적 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 용례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용례는 협치의 중요한 의미 요소를 제시해 준다. 즉 국가기관이 공식적 통제보다

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비정부 당사자가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

105) 여기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종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시민,

민간조직과 단체를 포괄하는 의미다.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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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아졌다. 사회구조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고 분화될수록 늘어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을 경계 짓기보다는 생

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 특히 한국사

회는 199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경험했다. 국가

-시민사회-시장의 기존 관계 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이 필요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변화도 필요했다. 이에 정부운영관리 개편 위

주로 진행되는 영미국가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거버넌스 논의는 정부

와 시민사회 협업에 더 주목하게 된다.106)

또한 한국사회에서 거버넌스 논의배경의 특징은 민주화와 금융위기를 거

치면서 국가 역량 한계, 그리고 시민사회 연결망과 협력 필요성을 일깨

워 주는 계기로 삼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기도 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

되는 형태는 이러한 양면성에 따라 양면적으로 나타난다.107) 따라서 한

국 사회가 어떠한 지향성을 택하여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가 관

건이다. 시민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를 강화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그래서 신자

유주의적 거버넌스 개념을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참여적, 공동체적 특성

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이론을 편다.108)

근본적으로 협치 모형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자기조직, 자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다.109) 따라서 시민 협력에 대한 강조

성 비판, 116.)

106)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50-243.;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

로기성 비판, 109, 114-116.;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13-16.; 장지호/홍정화, 국

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04, 111-112. 한국 학계 연구현황에 따르면,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연구가 전체 실적의 54%에 달한다. 이러한 치우침은 개발독재

시기 관료제,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모든

사회문제를 민주화와 시민참여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때문이라는 지적이 있

다.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13-119. 123)

107)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20-121.

108) 이문수,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84.; 임의영, 행정의 새로

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80-81.

109)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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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의 공공성을 시장논리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의 관심과 의

지를 가진 시민이 없다면 협치는 무의미해 진다. 한국사회 변화는 공공

선을 추구하고 연결망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이념으로 논의되는 이유다.110) 이하에서 

논의될 공화주의 이론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관점으로서 

협치의 바탕이 될 수 있다.

II. 협치의 영역

협치는 공공영역(public)에서 이루어진다. 공공영역의 구축과 활성화는 효

과적인 협치의 중요 요소다. 공공영역의 기반은 시민사회다.111) 국가는 

민주적 시민사회가 기능하게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한다. 그런 점에서 상호협력적이다. 다만 서로 지나

치게 밀접하면 국가는 시민사회 특정집단의 이해에 붙잡히고, 시민사회

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상호긴장관계이기

도 하다.112)

공공영역은 시민사회 논쟁과 심의, 모임 조직과 제도 조정 공간이다. 사

회문제, 공공정책, 정부 결정과 공동체 현안을 제기하고 심의하는 공적 

공간으로 입법과 사법의 현실한계를 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다.113) 이를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적 덕성이 길러지는 공적 영역으로 이

해한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심의는 국가 또는 시장 외에 다른 통

로도 열려 있을 때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공공영역은 시민사회의 규범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며, 정부가 설정한 조

건과 규제 틀도 중요한 규정이 된다.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 차이를 피상

적인 다원주의 이해에 머물게 두지 않는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지키

110) 장지호/홍정화,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121.

111) Michael Edwards, Is Civil Society a Bid Idea? (Cambridge: Polity, 2004)

서유경 역, 시민사회-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울: 동아시아,

2005): 47.

112)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64-65.

113)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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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는 공동의 삶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

기 때문이다. 공공영역은 공동이익에 관한 신념을 공유하고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규범과 가치를 위한 공통적이면서도 포용적인 틀을 형

성할 수 있는 공론마당을 제공한다. 이로써 시민사회와 정치는 공공영역

에서 통합된다. 서구사회에서 대중의 탈정치화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주

목받는 이유다. 114)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공적 갈등의 상당수는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정

부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이에서 일어난다. 정부개입으로 갈등의 성격

이 변하거나 증폭되는 경우마저 있다. 도시재개발 정책과 환경·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사회에서도 협치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 문제가 

공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115)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적 갈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에서의 협치적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

도시재개발 정책은 시민사회 및 시장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

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협치가 중요하게 논의되는 

대표적인 경우다.116) 예컨대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정책 초기단계부터 

복원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였다. 이를 수용

한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표방하였

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시민 참여 

측면에서 논란과 갈등이 초래했다.117)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공동체 회복, 사람 중심의 기반시

설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주민과 민간조직

이 스스로 지역 현안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서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행정 주도로 추

114)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26-127, 132-133.

115) 공적 갈등은 법령 제·개정,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

를 둘러싸고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민

간 이해관계자간 대립 중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갈등의 성

격이 변화하는 경우를 뜻한다. (강병준,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방안연

구,3.)

116)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47-48.

117)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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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이끌되, 점차적으로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118) 지역사회 문제 해

결에 주민참여와 지역기업의 협력을 중시하고, 시민참여와 역량강화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협치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이하 제4장에서 논의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III. 시민 참여

협치에서 시민참여는 정부의 독점적 국정운영이 시민과 역할을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됨을 뜻한다.119) 상호협력과 참여 주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시민, 자치조직,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기능과 이해관계를 가

진다. 어떤 가치와 어떤 절차에 근거해 협력하고 참여하는지 규정되지 

않은 채 단지 협력과 참여만으로는 좋은 협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시민

참여가 정책결정, 집행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용될 경우 오히려 문제를 키

운다. 협치 과정에서 참여의 질은 갈등관리 비용을 불필요하게 키울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120)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공간에 

정부의 주도나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협치에서 시민참여가 도덕적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 참여

하는 시민은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 문제를 민주적으로 심의하는 능

력을 가진 비판적 시민이다. 이러한 시민은 홀로 자유로운 개인이나, 시

장 행위자인 소비자, 또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과 구별된다. 

시민사회 중심적 협치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치적

이고 민주적인 집단적 기제, 즉 참여를 추구한다.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118) 서울 도시재생 포털(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aboutURC.do); 저이용

저개발중심지역, 쇠퇴낙후산업 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으로 특화하고 서울시 도시

재생지원센터의 지원하에 지역활동가, 지역주민회의,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1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ttps://uri.seoul.go.kr/surc/

propProgress/ businessOneStep.do, 2016년 11월1일 검색)

119)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54.

120)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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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다루는 공무원과 고객인 시민들이 공공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더 훌륭하게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기

능향상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일선 공무원, 시

민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효과적 참여를 위해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권한의 상향적 개방이 이루어져

야 한다. 공공정책의 결정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대화과정을 통해 이루

어져야 한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는 정책결정에서 공공-민간연결망 협의

를 강조하게 되고, 관료화와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다.121)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전제한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주체간 참여와 협

력보다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시민사회를 대

변하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특정 이익이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오히려 위협받게 된다. 시민중심적 거

버넌스는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는 의미가 있다. 122)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참여는 사회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

려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이다. 참여는 시민이 공동선에 근거한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성숙을 가능케 해 준다. 사회구성원의 공익 추

구 도구로서 가치도 있다. 참여민주주의 발전의 핵심공간은 공동선을 위

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허물고 사회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123) 그 근거

는 참여의 근접성 가설(proximity hypothesis)124)로 설명한다. 즉 시민이 

121)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40-41.

122)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41-42.

123) 임의영, 행정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73.; 김미

경, “참여적 정부모형과 뉴거버넌스”, 사회과학연구 12, (상명대학교, 2000):7-8.;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3.

124) Ronald Mason, Participatory and Workplace Democracy: A Theoretical

Development in Critique of Liberalism,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1982):76-84.;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7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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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활동하는 공동체 공간이나 조직 참여경험은 다른 공동체 활동에로 

옮겨간다. 일상 생활에서 참여경험은 결국 개인의 정치적 참여역량과 형

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에 참여한 경험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높이는데 기

여한다.

한편 신자유주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을 기업처럼 경영하고 그 결과

를 전적으로 자기책임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투자적 

시민사회’ 개념으로 이해한다. 시민이 자기 삶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제

공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포함하는 자원을 투자할 책임이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참여와 같은 

시간, 도덕적 사회적 자원, 지식과 같은 인지적 자원도 포함된다. 시민사

회의 중요한 표상으로서 투자는 사회 지속을 보장한다.125) 다만 공동체

의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시민참여는 

자기책임보다는 연대책임의 의미다. 도덕적 차원에서의 당위에 호소하는 

시민참여는 현실성이 없다. 경제 개념을 차용한 시민참여 논의는 현실적

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민참여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고리는 정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 적극적 대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유통에 대한 제약은 공공영역을 심각하게 훼손하

고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집단 배제를 악화시킨다.126) 권력의 분배가 불

평등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될 경우 공동체의 형태

와 가치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공적 참여에서도 불평등은 엄연히 존재

한다. 더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사회운동, 시민조직에 참

여도가 높다.127) 물론 이러한 참여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이끄는 바람

직한 일이지만, 이들만의 참여, 그리고 참여의 차이는 지역사회의 의사결

125) 이문수,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84-85.; Paul Nolte, 위험

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371-372.

126)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31. 195.

127)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99,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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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집행과정을 독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시민조직 그 자체 관료화 

또는 이익집단화 될 가능성도 있다.128)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의 경

우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는 비참여적 상태에서 형식적 참여로, 그리고 시민권력 

단계로 진전된다. 비참여적 상태에서 시민은 정부행정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기관 중심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대표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설명을 듣는 역할에 머물게 한다. 정부가 여론을 만들거나 시민참여 형

식을 취해 불만을 달래거나 정부가 노력했다는 명분을 만드는 행태다. 

형식적 참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자문수렴, 회유가 내용이다. 시민참여

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방통행이어서 정보공유보다는 홍보다. 자

문수렴은 공청회, 시민제안, 만족도조사,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참여도는 조사응답자수, 홍보물배포 규모, 교육 횟수로 측정된다. 

시민사회 영향력이 커질수록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에 전문가와 시민위

원을 포함시킨다. 시민 의견을 청취하지만 정부가 사전 준비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질적 의미에서 시민참여로 평가하기 어

려운 단계다.129)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공공정책 분야 시민참여는 

형식적 참여에서 더 진전이 필요한 상태다.

IV. 협업

정부와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단계부터 

시민권력 단계로서 실질적 참여가 제도화된다. 이를 협업(partnership)단계

라 한다. 협치의 연결망 안에서 정부는 정부 이외 협력자(partner)와 협업

한다. 협업 당사자(stakeholder) 범위는 폭넓다. 일반 시민, 소비자, 잠재적 

이용자, 지역사회, 공공기관, 공무원, 선출공직자, 자원참여조직, 전문조직

(professional associations)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society as a whole)

128)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64-166.; Paul Nolte, Riskante Moderne: Die

Deutschen und der Neue Kapitalismus (München: C.H.Beck, 2006), 윤종석

역,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360.

129) 稻継裕昭,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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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사자다.130)

협치와 유사한 논의로 ‘공유정부’ (sharing government)가 있다. 현대사회

에서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고 관료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

부와 민간 기능이 겹치는 영역이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등 영역은 민간에 넘겨 국가운영을 국민과 분업한다는 구상이다.131) 정

부역할의 한계라는 문제인식은 같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영역을 나누고 

더 나은 기능을 각각 분업하여 맡는다는 평면적인 이해는 협업 단계와는 

분별된다. 

협업당사자로서 시민이 정책평가지표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단순

한 권한부여(empowerment)를 넘어선다. 정책 시행여부와 지속여부에 대

한 판단권한이 시민에게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시민 자주관리 단계에서

는 성과목표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까지 시민이 실시한다. 시민참여의 

최고 수준이다.132) 공공정책에서 적극적 시민참여 제도보장은 개별 정책 

내지 제도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개별적 판단을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맡

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형태

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또한 정책프로그램 시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

로써 정보가 공유되고 합리적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협치적 공공정책에서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시민권력 단계를 지

향한다. 그렇다면 협업하는 시민은 누구를 뜻하는가? 

협치 모형에서 시민참여 또는 시민사회와 협력이라 할 때 현실적으로는 

개별 시민이나 무작위 주민집단보다는 일정한 시민단체,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가리킨다. 협치 이론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 협력을 다리 

놓을 수 있는 중간조직 활성화를 고려한다. 서유럽에서는 자원참여, 자선

단체가 복지정책 집행에서 중간조직 역할을 맡아 기여했다. 이는 미국의 

시민단체가 정부와 긴장관계에 있는데 비해 정부와 협력적 지위에 있다

는 점에서 대비된다.133) 다만 협업단계에서는 기존의 시민단체나 비정부

130)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30-131.

131) 김광웅, “공유정부 시론,” 서울행정학회 연례 학술발표논문 (2016년 1월 29

일) 

132) 稻継裕昭,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210-211.

133)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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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시민 중간에 형식적으로 위치하기 보다는 

협업체를 주도할 수도 있고, 새롭게 구성된 협업기구에 속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 공공성 내지 전문성이 진화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의 경우라면 협업기구를 구성하고, 나아가 일정한 정책을 수

행하는 연결망을 조직·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특정 정부조직이나 이해당사기관이 협의체 구성이나 연결망 운영

을 주도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그렇다.  

특히 위험관리 체계에서 협업이 실현되는 대표적 사례가 5개 지역 원전 

및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134)다. 국가와 전문가가 독점했던 위험평

가 및 관리체계에 시민참여를 통해 위험관리의 민주화를 실현한 사례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전문적 영역에서도 전문가 지식과 일반시민 상식의 

협업으로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자력발전소가 위

치한 지역주민은 위험과 관련된 복잡한 현실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

의 일반적 지식과 다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래서 위험관

리의 국가정책과 전문지식은 일반시민의 감독과 비판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135)

예컨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

거136)를 기반으로 설립된 민간감시기구다. 그 배경은 한국전력이 영광원

전 5·6호기 인허가를 중앙정부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영광군청이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건설허가를 불허하면서, 한국전력과 군

청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합의하고, 지역사회 스스로 

원전 안전성을 감시하도록 한 결과다. 감시위원회137)는 조사참여요구권, 

134) 영광군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1998년 12월 설립. www.ygn.or.kr); 기장군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1998년 12월 설립. www.kori-gamsi.or.kr); 울진군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2000년 5월 설립. www.ujnpes.or.kr); 울주 신고리원

전민간환경감시기구 (2005년 3월 설립. www.usnepo.or.kr); 경주시 월성원전·방폐

장민간환경감시기구 (2006년 5월 설립. www.wsnesc.or.kr)

135)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76.

1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법률 제13151호) 제10조[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원

전·방사능폐기물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경주시 조례 제917호)

137) 감시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원전직원, 각 주변

지역 읍·면장 및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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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자료 수령 및 열람권, 시정 및 개선 요구권한을 갖는다.138)

살펴본 협업 사례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중요정책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주민간 이해갈등 정도가 높은 현안을 협업

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둘째, 민간기구에 시설감독과 안전성 확

인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무원, 기업,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협업체를 구성한다. 넷째, 자료요구권한과 자료

제공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협업체에 조사입회와 시정개선요구, 평가 공표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책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관리의 협업 사례는 형사사법기관 정책영역 역시 국가의 형사제재 

독점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시

민 참여나 협업이 제한적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기존 인식을 재검

토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V. 정책연결망

공공정책에서 협업은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권위나 결정에 의존하

지 않고 주체로서 기여하며, 상호작용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관계를 뜻한

다.139) 협업의 방식은 중앙집권적 계층제(hierarchy)보다는 참여와 조정협

력을 통해서, 그리고 명령과 통제보다는 협의와 연결망을 통한다.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문제해결과 통제의 자율적 권한을 

이양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정책환경 급변과 불확실성, 복잡성에 처하

장과 시민단체·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련 전문가로 구

성된다. 감시위원회는 경주시와 경주시 관할 구역 환경 및 원전 고장 등 원전 운

영을 감시하고,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http://www.wsnesc.or.kr/)

138)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http://www.wsnesc.or.kr/)

139)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7.; G.Peters/Pierre, J.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199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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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령과 통제보다는 협의와 연결망 방식을 통해, 그리고 대규모 사후 

조치보다는 소규모 사전예방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140)

이러한 정책연결망은 반드시 고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정 조직 내지 

기구 형식에 한정될 필요 없다.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기구나 조직이 

만들어진들 현실 정책과 관련해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는다면 협치

의 실익이 없다. 정책연결망은 조정 (co-ordination), 즉 협업과 소통

(communication), 즉 상호작용이 본질이다.

따라서 협업과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연결망은 참여당사자와 각 역할 기

능의 단순총합이 아니며, 또 그러한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형사정책 분

야의 연결망을 예를 들어본다. 형사정책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정책 결정

과 집행에서 주도적 지위는 당연하다. 다만 범죄방지 정책연결망을 형사

사법기관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과 기업이 고유의 권한과 역할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 결합하지는 않는다. 정책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

다. 정부가 ‘협력’을 내세워 공보차원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시민 개인에

게 범죄방지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공적 업무를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열

어준다는 비판만 불러올 뿐이다. 연결망 참여자들은 각자의 권한과 역할

과 책임을 상호적응하고 조정하며, 협업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더 좋고 더 같이 누릴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야 연결망을 구성하는 의미

가 있다.

협치에서 정책연결망은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망이

다. 연결망 주체간 기본관계는 상호의존이다. 공공정책의 공동생산과 집

행은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변화를 상징한다. 특히 정책연결망은 협치의 

총제적 과정을 중시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별개과정이 아니라 일체의 

지속적 과정으로 본다. 때문에 일련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간

의 소통증진, 상호신뢰와 이익공유를 중시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지식과 

책임을 통해 시민의 학습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141)

살펴보면, 협치에서 정책연결망은 민주주의와 공공정책을 의미 있게 변

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첫째 점차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가

140)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22-24.

141)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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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고 공공서비스를 단일통로로 전

달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난다. 선거

와 시장 기제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에 허점이 생기기도 쉽다. 따라서 중

앙정부는 방향잡기와 연결망 지원관리에 집중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은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와 분담하는 연결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 당사자들이 역할과 책임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민주적 신뢰도 확보된다. 142)

둘째, 종래 정부기관, 민간조직, 시민운동단체 각각 정책 결정과 집행, 정

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조합을 넘어, 정책연결망안에서 협업하는 과

정에서는 공공정책에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가 시민’143)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적 

책임이 요청되는 형사정책 프로그램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결망의 효과

적이고 의미 있는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제3절 협치 이론의 시사점과 좋은 협치의 요건

I. 협치 이론의 시사점

형사사법도 한 사회 거버넌스 구조 (a form of governance)의 일부다. 한

편 형사사법도 그 체계 자체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가 있다. 형사사

법을 사회질서를 부과하는 수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제(a 

mechanism for resolving disputes)이며,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a technique 

for managing risk)144)으로 이해하는 거버넌스 이론 관점에서는 제도와 기

관보다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살피게 해주고, 통치 내지 관리하는 형사

사법기관 입장보다는 형사정책 대상인 사회집단과 시민의 경험, 시민에

게 미친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해 준다. 형사사법체계도 거버넌스 이론 

142) 박영주,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35-36.

143)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81.

144) L.Zedner, Criminal Jus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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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도입함으로써 거버넌스(지배구조 내지 형식)를 개선해야 정당하

고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 일부로서 현대 형사사법을 살펴보면, 현

실 분쟁과 갈등해결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고 형사사법은 공식적 통제 기제 일부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반면, 현

대사회 안전문제에서는 형사사법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협업하는 형태

로 진화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이러한 거버넌스(지배구조 내지 형식) 형

태 변화에 따라 최근 영미와 서유럽 형사정책 자체에서도 거버넌스 이론 

관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해감소’(harm reduction)145) 등 다양한 정책 모형이 중요

한 변화로 평가146)받고 있다. 안전과 위험관리, 예방으로 정책초점이 옮

겨가면서 형사사법기관 중심 체계로부터 법적, 기업적, 자율적 조직과 지

역내 다기관협업체계(local multi-agency partnership)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

이다.147)

예컨대 “현대 미국형사사법은....열악한 형태의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해야 

있다”148)라는 지적에서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를 뜻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의 이유는 형사사법체계 정책결정 책임자인 의원과 법관에게는 형사

정책이 정치적인 상징적 문제일 따름이지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정책결정자가 이익을 보지

도 않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 지역주민이 대가를 치른다. 따라서 기

업법 원리처럼 자신의 결정으로 이익을 거두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을 줄이고 기업이익 증감에 직접 영향을 

145) 음주 및 마약범죄 대책에서 주로 논의된다. Alan G. Marlatt/ Katie

Witkiewitz. Harm reduction approaches to alcohol use: Health promo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Addictive behaviors 27.6 (2002): 867-886.; Neil

Hunt/Alex Stevens, Whose harm? Harm reduction and the shift to coercion in

UK drug policy, Social Policy and Society 3.04 (2004): 333-342.

146)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27.

147)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27-28.

148) William Stunz,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2011), 김한균 역,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서울:W미

디어, 201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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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주주처럼 형사정책의 성패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즉 형사사법을 지역중심 민주주의 방향으로 개선한

다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된다는 것이다.149) 즉 기업경

영 방식의 거버넌스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내지 형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에서 

거버넌스 이론관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내용적으로 민주적 내용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치적 형사정책을 구성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

하는 ‘좋은 협치’ 이론과 공화주의 법이론을 통해 상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이론에 따른 형사정책 변화를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은 정책전반 틀을 정하고, 중

앙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주도해왔던 정책영역을 정부기관 사이,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사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사이 상호 협업하는 정책연결

망을 통해 운영한다. 현대 형사정책에서 형사사법체계 권한이 분립되고 

동시에 융합되는 재조정, 새로운 통제기법과 정당성 근거 발견, 전문적 

지식과 시민적 상식 반영150) 현상은 협치적 형사정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협력사법과 

회복적 사법 등 현안해결과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론과 프로그

램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한편으로, 안전행정 관련 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민관

협력은 국가기관에서 이전부터 종종 사용해 온 행정용어라 하겠지만, 범

죄-안전-거버넌스의 연관 용어가 일선 정책에서 의미 있게 등장하는 최

근의 변화151)는 새로운 관점과 정책적 재구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

149) W. Stunz,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64-65.

150) I.Loader/R.Sparks, Contemporary Landscapes of Crime, Order and Control,

82;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62.

151) 마을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전, 돌봄, 취·창업 등 여성의 시각과 수요

반영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공모

선정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광주광역

시 광산구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2016년 2월 26일) 민, 관, 학, 시민단체간 거버

넌스 체계를 구축,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뤄나가는 형

식의 맞춤형 마을만들기 (경기도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2016년 4월 21일) 위

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 ... 따뜻한 복지거버넌스 구축 (서울특별

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 2016년 4월1일) 순천만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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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일련의 정책이 어떤 기획과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시행되는지에 대

해 어떤 관점의 설명을 입히고, 그럼으로써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작업이 곧 협치적 형사정책으로의 재구성이다. 협치이론에 

따라 형사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 및 형사정책 이론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이론에 따른 형사사법 정책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성찰은 비교법제도적 성찰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은 이미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에서 한

국 사회의 맥락에 대한 성찰이 주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협력적 사법, 

회복적 사법 이론과 정책수단이 개별문제 대응형식으로 단편적으로 소개

되고 도입되면서, ‘지역사회’ ‘회복’ 표지를 수단중심으로 나열하는 파악

에 그치고 있다. 형사사법의 보완적 대안으로서 각 사법모델의 가치와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로 체계적인 이해

와 설명이 되어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협치 개념은 형식적으로 개방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책별로 구

체화될 수 있고, 정책 미래상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치 정책모형은 

형사정책 대안적 구성을 제시하고 형사정책 운영에서 연결망 모형 도입

에 의의가 있다. 형사정책에서 협치 개념은 관리, 정책, 체계 차원을 포

괄하는 의미 테두리 안에서 기존 형사사법을 일부 보완하고 대체하는 연

결망 관념을 도입하는데 의미가 있다. 

1. 협업

형사사법에서 협업은 형사사법기관 체계내 협업, 형사사법기관과 유관정

부기관간, 중앙과 지방기관간 정부내 협업, 형사사법기관과 유관단체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형 포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관

리센터 순천만보전과, 2016년 4월 29일)

[http://www.korea.go.kr/search/result/SVC?mainDiv=2&preKwd=&srhCd=ALL&srh

Query=%EA%B1%B0%EB%B2%84%EB%84%8C%EC%8A%A4, 2016년 9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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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업 형태로 종래부터 진행되고 있다. 협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더 유연하고 경제적이어서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정책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152) 이러한 협업은 상호교류

(communication)에서 상호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그리고 합

병 또는 위탁 단계까지 발전한다.153)

범죄방지를 넘어 포괄적인 안전정책에서 협업이 종래 형사사법체계에서 

작동해 온 협업의 발전인지, 새로운 안전형사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

는지, 형사정책적으로 언제나 개선의 방향으로 결과될지는 신중한 관찰

과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기관간 협업은 재범방

지를 위한 업무의 이관(referral)이 아니라,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exchange) 의미로 변화한다. 위험사회 형사정책 맥락에서는 법적, 비공식

적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즉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이 협

업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지위를 가진다.154) 이러한 협업은 업무와 기

능의 협력체계가 아닌 정보를 통해 연결되는 ‘하이브리드(hybrid)’형 조직

형태를 낳는다.155) 이처럼 협업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넘어 형사정책과 

안전정책에서 협업 개념이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독점적 권한 완화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국가 이외 공공 및 민간영역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 부여를 뒷받침하는 데까지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확인이 어

렵거니와 개념적 과장이라는 지적156)도 있다.

한국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체계 안에서의 협업, 형사사법체

계와 연관행정체계와의 협업, 형사사법체계와 민간부문과의 협업이 가능

하다. 형사사법체계 기능일부를 민간부문에 외주화하는 형태의 협업은 

형사사법 민영화(privatization)157)의 문제가 된다. 형사사법기관 체계내 협

152)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4-255.

153)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6.

154)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6.

155)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5.

156)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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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예컨대 경찰, 검찰, 형사법원, 교정 및 보호관찰기관간에는 수

직적 이관형태의 협업에 그친다. 역시 형사사법기관과 유관정부기관 또

는 중앙과 지방기관간에는 수평적 업무분장 형식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형사사법기관과 유관 민관단체간의 협업의 경우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협치적 형사정책 논의는 협업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되, 기존 협업의 맥락

과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한다.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발전한다는 취지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형식과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 좋은 협치가 전제되어야,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사사법 개선 모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협력관계망에 속

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조직과 개인 사이에 공동의 목표가 합의되지 

않고 결정이 일방적이며, 그 근원에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한 편차가 있

다면, 협치적 형사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홍보수단이나 민주주의 외

관을 덮어쓰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의 협

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불일치와 갈등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이 있다.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질 공적 

임무 중 첫째다. 민간 또는 영리 조직에 일부가 넘겨질 경우 예산과 성

과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민주적 통제와 공익추구는 어려워진다. 

앞서 제1장에서 제기했던 공적 책임성의 부재 문제158)로 이어진다. 협치

적 형사정책이 지향하는 내용이 아니다.  

157) 형사사법에서 민영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시민

에게 정부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조세에 근거하

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대금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영화 논거는 조세저감과 시장의 자유확대다.

둘째, 공적 형사사법에 대한 민영화는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정부기능 대체를

의미한다. 영미국가 역사에서 형사사법 참여역할은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요

건일 뿐만 아니라, 정부권한남용과 정부기능 효과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

한 방식이기도 하다. (David Shichor/Michael J.Gilbert, Privatization in

Criminal Justice: Past, Present and Future (Cincinnati:Anderson, 2001)

:3-4.)

158)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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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망 

협치 이론에서 다룬 공공기관 상호관계 변화, 준정부기구나 민간부문의 

참여, 정책참여자간 상호작용의 협력적 방식 변화는 한국사회 범죄방지

와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경찰, 검찰, 형

사법원,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수직적 

위계 정점이나 체계 중앙에서 벗어나 연결과 협업의 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하 제4장에서 다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지방자

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의체와의 협력도 형사정책 연결망을 구성한다.

이처럼 현대 협치이론은 형사정책에서 협업과 연결망의 중요성을 알려준

다. 하지만 협업이나 지역사회조직, 민간단체의 참여 형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형사정책이 개선되고, 좋은 정책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거버넌스, 좋은 협치적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II. 좋은 협치의 요건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스런 시민과 비판적 시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정책형성과 실현과정에서 한시적인 선거나 일방적 매체 외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는 시민은 ‘영합’할 대중에 불과한 취급을 받는다.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시민은 정책 현장에서 비판적이고 역량 있는 정책

참여자가 된다. 좋은 협치가 비판적 시민을 낳는다. 

앞서 거버넌스 용례로서 살펴 본 우량거버넌스는 저개발 극복과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참여, 투명성, 공적 책

임성을 요청한다. 공공부문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언론자유와 정보공

개, 인권과 법치, 대응성(responsiveness), 합의지향(consensus orientation), 

기회균등(equity), 생태건전성(ecological prudence), 역량강화(empowering), 

협업(partnership), 지역사회기반, 독립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소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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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제시한다.159)

우량거버넌스는 원조제공국가나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용어160)라는 점에

서, 정부의 행정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 시장경쟁적 요소도입을, 

경제개발의 법적 기반으로서 자유주의 법치질서 구축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의 정당성과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시민사회 영역이 정책결정과 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 법제도

와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한다. 

좋은 협치에 기반한 협치적 형사정책 논의를 끌어가기 위해 거버넌스 및 

우량거버넌스 논의로부터 좋은 협치적 요소를 가려내려면 전략적 관점

(strategic vision)161)과 문제현실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협치의 요건은 시

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문제해결지향 협업과 정책연결망, 공적 가치지향

과 협치 윤리다.

1.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좋은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하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

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 역량은 가치공유, 정보접근, 권한부여에서 나온다.162) 이러

한 역량은 참여과정에서 또한 참여 결과로 길러진다. 때문에 좋은 협치

를 위한 국가 역할은 먼저 참여 기반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이처럼 좋은 협치 요건인 참여, 투명성, 전략적 비전, 역량부여는 

서로 연관된다. 

159)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22-123.; UNDP,

Governance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aras.11-14.

160)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46.

161) 전략적 관점 그 차제도 우량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다. 정부와 시민은

우량거버넌스와 인간발전에 대해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복합에 대한 이해도 공유해야 한다.

(UNDP, Governance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162)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6.; UNDP, Governance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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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보장된 시민참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수용성(acceptance)과 

과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수용성 측면에서 참여자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참여 과정 자체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참여는 과정 초기

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정과정은 투

명해야 한다. 또한 과정 측면에서는 정보 등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영향력 행사 범위와 기대결과 등 과업이 명확히 제시되어

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히 구조화되어야 하며, 결정 규모와 중요

성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163)

협치 맥락에서 참여는 시민권력 단계 의미에서 참여일 때 효과적이다. 

즉 특정 집단 구성원이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결정과정에서 

최종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충분하고도 동등한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참여는 직접 참여와 정당한 대표를 통한 참여가 있다.164)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적 참여의 문제다. 민주적 참여는 단순히 대의절차 

참여를 넘어 의사형성과 결정구조 집중을 피하고 개인 자율을 가능케 하

는 참여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에 비해 민영화는 공식적 의사형성과 결

정구조를 회피한다. 따라서 공식적 절차를 통해 최소화될 불평등이 오히

려 강화된다.165)

정리하면,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보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정부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 측면에서 참여는 ‘공동체에 대한 책

임의 인수(引受)’166)를 뜻한다. 즉 시민참여는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이

기도 하지만 다른 시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시민참여는 지역사회 

차원을 전제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어진다.

2. 문제해결지향 협업과 정책현안연결망 구축

163) 공동성/정문기 편,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54-56.

164) UNDP,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165)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2-143.

166) Nichola Lacey, State Punishment, (London:Routledge,1988) 장영민 역, 국가

형벌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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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참여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토

대와 통로가 필요하다.167) 정책현안연결망(policy issue network)은 특정 

정책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법을 산출

하는 제도적 틀이다.168) 우량거버넌스의 요소인 합의지향성169)은 정책연

결망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좋은 협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정책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폭넓은 합

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좋은 협치 요건 중 하나인 합의지향성

(consensus orientation)은 무엇이 공동선(共同善)인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최선인 이익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가 

중요한 전제다.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도 필요하다. 삶이 질을 높이

고 평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장기적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170)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민과 협동’을 사회적으로 논의하였다. 

공공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수혜자) 쌍방이 서비스 형성과 공급과정에 

참여하여 상호이해와 정보공유 결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급자와 

소비자 공히 의식과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식과 정부체계 혁신을 지향한다. 지역사회 단위 도시재생, 재택 복지 등 

협업이 비교적 가능한 분야에서 주로 추진했다.171)

특히 협업의 당사자인 시민단체, 자치모임, 자원참여단체, 의료 종교 교

육 복지 분야 민간법인 등 공익(共益)단체와 협동조합, 경제단체 등 공익

(公益)단체를 비영리단체(NPO)로 규정하고, 그 활동을 법제도적으로 보

장하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을 제정하였다. 민

간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

지 않고 단체 활동 목적에 충당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체제로 존속하

167)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96.

168)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94.;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4(4), (한국행정학회, 2000):35.

169) UNDP, Governance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1997.

170) 윤정길/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116.

171) 稻継裕昭,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211.



- 66 -

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영리단체의 법적 기반 마련계기는 바로 1995년 

한신대지진이다. 당시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자원참여활동이 주목받으면

서 법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 법 제정 이전에는 공익단체 설립허

가와 처분이 주무관청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법 제정이후에는 복지, 재

난방지, 마을환경정비 등 문제에 특화된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

고 지원한다. 시민의 필요가 다양화되고 공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전문성

이 높아지면서 정부기관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서 비영

리단체와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72)

정책현안 연결망은 단순한 민간협력 협의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민관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협업과 연결망이 지향하는 목

표와 실행기반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기존 민간단체 협의체들을 모아서 또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전문

성이 필요한 연결망을 일반 자원참여시민으로 채우고 한 차례 위촉행사

와 연간 한두 차례 회의형식을 갖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협의체

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결망을 가동하기도 어렵고, 실제 협업을 하기

도 어렵다. 정책현안 연결망을 통해 민관협력을 실현하려면 문제대응이 

실제 가능한 전문 민간자원을 시스템화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연결망은 정부기관이 나서서 지역유지와 기업

대표들을 모아 회의체를 만든다고 구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안전 

및 재난대응 정책연결망은 문제 발생시 안전분야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과 정부 안전관리담당 기관을 연결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예

산 및 인력지원을 포함한 협업체계를 의미한다. 실질을 갖추었는지 상징

적 기능만 하는지 이하 제3장의 안전거버넌스 논의 부분에서 ‘중앙재난

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제4절 협치와 공화주의 법이론

I. 협치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 

172) 稻継裕昭,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211-21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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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협치 개념과 좋은 협치의 요건 논의에 이어 공화주의 법

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좋은 협치 기

획의 일부다. 좋은 협치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협업과 정책연결망, 

공적 가치지향과 참여 윤리를 필요로 한다. 공화주의는 시민참여와 협업

의 절차적·제도적 보장을 뒷받침해 줄 정치이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고 참여를 책임으로 여기는 시민윤리를 뒷받침해 줄 법이론이다. 

공화주의는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이론이되, 전통적인 자유

주의 자유개념의 전제구도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을 

억압하는 국가와 집단의 권력에 맞서 사적 영역 보장으로는 시민의 자유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형사사법

기관의 범죄통제 기능과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 제한에만 있지 

않다. 

자기 영역에 벽을 둘러치고 흩어져 있는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은 개별주체인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

고, 공동체 안에서 자아의 중요한 부분이 형성된다.173) 공적 영역에 참여

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국가 형사

사법체계는 사회안전 유지와 개인자유 보장의 역할을 공동체 차원의 협

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국가와 시민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협력관계에 설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준다. 협치가 강조하는 시민의 공동체안에서 자유와 책임의 근거와 한계

를 정해준다. 본 절에서는 공화주의 이론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본

다. 이를 바탕으로 공화주의 형사정책을 모색해 본다.

II. 공화주의 이론과 평가

공화주의를 특징 지워주는 핵심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 소극적 자유개

173) 김경희, 공화주의 (서울:책세상, 2009): 15.



- 68 -

념과 차별되는 정치적 자유개념이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 대한 적극적 

개념이다. 셋째, 참여와 숙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넷째 시민

적 덕성과 공적 영역에 대한 이해다. 174) 참여와 숙고, 시민적 덕성과 공

적 영역은 각각 좋은 협치의 요건이며, 협치에 대한 이해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전제한다.

1. 공화주의적 자유개념

(1) 비지배로서의 자유

현대 공화주의 본질은 자유에 대한 이해에 있다. 자유를 타인 자의(恣意)

에 따른 지배(domination)를 받지 않는 상태로 본다. 비지배

(non-domination)로서 자유개념은 적극적 자유를 자율로, 간섭 부재를 소

극적 자유로 보는 전통적 구분175)을 넘어선다.176)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라 함은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개인이나 기

관이 멋대로 타인을 억압할 수 있는 지배의지에 종속당하지 않을 때를 

뜻한다.177) 예속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한다. 자유를 부정당하고 이 때문

174)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Samantha Besson/José Luis Marti, Legal Republic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9):12

175)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22 이하, 131 이하

176)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21-22.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서울:한길사, 2010): 34.; 비-지배 개념은 신

로마공화주의 필립 페팃의 핵심 개념이다. 이를 아이리스 영(Iris Young)은 사회

주변집단 포용원칙의 근거로 삼는다. (Inclus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2) 리처드 대거 (Richard Dagger)는 시민경제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구체화했다.(“Neo-republicanism and the Civic Economy”,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5(2), 2006: 151-173) 제임스 보먼 (James

Bohman)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의 근거로 삼는다.

(Democracy across Borders: From Demos to Demoi, Cambridge: MIT,

2007)

177) Philip Pettit, Republicanism, 23-26.; Cecile Laborde/John Maynor,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Oxford:Blackwell, 2008) 곽준혁 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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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포를 겪지 않을 때 또한 자유롭다.178)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외부 간섭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본다. 공

화주의 관점에서는 예속이 간섭보다 더 고통스런 침해다. 자유를 제한하

기보다 증진시키는 간섭도 있다고 본다. 시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헌정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처벌하는 ‘간섭’을 한

다.179)

(2) 공화주의적 자유와 공동선

공화주의에서 공동선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사이 소통과 조

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존의 이념이다.180) 공동선을 추구

하기 위한 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공론 (public discourse)이라 한다. 공론

에 참여하여 행동할 때 기준은 시민성(civility)다. 개인 이익이 공동선의 

일부라는 지혜, 공적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 사회적 협력에 

대한 관심, 공공의 자유를 지키는 제도를 수호할 자세와 같은 덕성(德性)

을 뜻한다.181) 시민적 덕성과 반대되는 비시민성(incivility)도 있다. 타인

에 대한 무심한 태도 (무례 rudeness),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

해 무심한 태도(독선 self-righteousness) 또는 타인을 증오하는 태도 (배타

주의 chauvinism)가 그것이다. 공론의 전제를 무너뜨린다. 182)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 적극적 시민성 (active citizenry) 내

지 시민윤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구분된다. 시

민적 덕성은 개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다.183) 따라서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서울:까치글방, 2009):20, 43.; 김경희, 공화주의, 80-81.

178)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94.

179)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9.; 곽준혁, 경계와 편견

을 넘어서,44-45,47,54.

180) 김경희, 공화주의 89.

181)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 : The History, Constitution

and Purposes of Law in a Free State (New York:Palgrave, 2003):62.

182)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62

183)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8.;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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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뿐만 아니라 덕성을 실천하고 함양하는 정치질서를 목표로 한

다.184) 그러므로 시민에게 자치에 필요한 인격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형

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185)를 추구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타인의 자의적 지배 밑에 살지 않고, 실제로 자

유로울 수 있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이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야 한다.186) 이에 비해 자

유주의적 자유관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

은 이 때문이다.187)

또한 공화주의 이해에서 중요한 요소는 옮음(正義)이 좋음(善)에 우선한

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공동의 좋음(공동선) 또는 공익의 정치

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결국 

공동 이익을 가져온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개인적 선호의 총합인 공리

(公利)를 주장한다. 이에 비해 공화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공동의 이익은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

하는 공정한 법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188) 따라서 공동선이 실현되는 

공화주의, 11, 26-27.

184)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37.; Maurizio Viroli, 공화

주의, 18.;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1996), 안규남 역,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44-45.; 김경희,

공화주의, 12.

185) 공화주의 제도적 방식에는 시장유형의 제도(market institution)와 형성적 제도

(formative institution)가 있다. 시장유형의 제도는 개인은 자기이익에 따라 행동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조율하여 집합적으로 공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반면 형성적 제도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이익이 아니라 마치

공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축된다.

형성적 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행동성향의 전환을 의도하는 강제적 제도

(coercive institution)는 법적 제재와 보상을 끌어들여 문제된 상황에서 공적 이

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처벌과 보상을 교량하도록 한

다. 사회화 제도는 행동성향 뿐만 아니라 성찰방식의 변화가 목표다.

(J.S.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New York: Clarendon,1990): 81.)

186)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326.;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18.;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55-56.

187)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19

188)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3.;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44-45.; 김

경희, 공화주의, 26, 89.



- 71 -

공간이자, 시민적 덕성이 길러지는 공간으로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189)

(3) 공화주의적 자유와 평등

공화주의는 자유를 위해 평등한 시민권과 법 앞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본

다. 공동의 이익 내지 공공선에 대한 시민 합의에 따라 제정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의 지배는 정부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을 통해 보장된다.190)

공화주의 평등 관념에 따르면,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시

민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타인들에 의해서 인식될 때에 

개인은 자유롭다.191) 나아가 현대 공화주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평

등뿐만 아니라 시민이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경

제적 조건 보장을 평등의 내용으로 이해한다. 즉 공화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누구도 타인의 굴종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된다. 모든 시민은 불운이 찾아왔

을 때도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절대적 빈곤층에게 사회적 안전망, 재해 희생자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하

며, 사적 및 공적 소유에 대한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당위에 그치는 구

호가 아니다. 시민이 가진 당연한 권리에 따른 보장이다. 시민은 존엄하

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은 다른 시민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런 의무를 타

인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시민은 존엄하기 때문이다.192)

2. 공화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

189) 김경희, 공화주의, 93.

190)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9-10.

191)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4.

192)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40-143.;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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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공화주의 이론은 시민적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 신

로마 공화주의, 신아테네 공화주의, 사회주의적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나아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까지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개별 

이론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원리들과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

의가 어렵다. 더구나 공화주의의 중심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불일치에 그치지 않고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는지에 대

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질성 때문에 두 이념의 

대립은 특별하게 더 복잡하다.193)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이론과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립관계로만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 또한 있다. 공화

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두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화주의자와 소극적 자유 개념을 수용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는 

구분 가능하지만, 개입주의적(interventionist) 국가론에 찬성하는 평등주의

적 자유주의자(egalitarian liberal)와 공화주의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현

대 공화주의 또한 자유주의 전통 원리 일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명

백하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권력분립, 국가중립성 원리가 그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를 논거로 일부 학자들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표방한 공화주의 (liberal brand of 

republicanism)194)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195)

다만 자유에 대한 상이한 개념, 공적·사적 영역 구분에 대한 상이한 평

가, 법적 권리에 대한 상이한 관념, 그리고 어떠한 성향, 태도와 덕성이 

시민 사이에 필요한지에 관련된 다양한 해석이 두 전통을 구분해 준다. 

196) 현대 정치 및 법이론에서 공화주의 입장은 자유, 평등, 자치, 시민적 

덕성, 적극적 시민성과 같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제

193)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5

194)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상호결합하여 전통적인 자유주의 약점은 공화주의로,

전통적인 공화주의 약점은 자유주의로 상호보완하려는 이념이다. 드워킨(Ronald

Dworkin) 또한 자유주의로 파악된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in the

liberal mode)를 논한다.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자유공화주의 공익관 시각

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47(3) (서울대학교, 2006):189. 각주 116.)

195)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9

196)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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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제안에서 자유주의와 여전히 구분될 의미가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

주의 정치이론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현실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공화주의 전통에 속한 미국 공화당은 1980년대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범죄와 부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가족, 지역사회, 교회, 학

교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공화당은 공동체 노선을 

택했다. 중앙권력(연방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민이 자신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지역 공동체 발전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공동체의 도덕적 기초 붕괴를 두려워 하던 사

람들에게 그 호소력은 강력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여로 

이끌어 낼만한 시민적 자원은 부족했다는데 있다. 결국 거대화한 정부 

대신 거대 기업이 지역사회를 잠식하는 상황을 방치했다. 지역사회 부흥

은 ‘쇼핑몰과 도로’로 대체되고 말았다.197) 반면 미국 자유주의 전통에 

속한 민주당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공동체 개념을 경

계해 왔다. 편견에 찬 고립지대, 불관용에 앞장서는 영역, 다수의 횡포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미국 정치에서 자유주의 기획은 오히려 지

역공동체가 보호해 주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중앙권력을 통해 보호했다.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는 개인과 국가 양립 구도를 잡기 때문에 공동체는 

배제된다.198)  

한편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공동체 전통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이해 틀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정치철학

이다. 국가권력 제한을 통한 개인 자유 보장에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liberal individualism)와 지향하는 바가 같다. 다만 자유주의 기초인 개인

주의, 권리준거적 의무론, 도덕적 보편주의에 맞서 사회적 연대성에 따른 

개인 책임구성,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입장

을 취한다.199)

197) Michael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413-416.

198) Michael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416-417.

199) Allen Buchanan, “community and communitarianism”, Concise Routledge

Encyclopaedia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0): 155; Gordon

Hughes,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Buckingham: Open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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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 이론에는 공동체 개념과 성격, 개인과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체가 개인들의 총

합(總合)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

인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아울러 공동체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좋은 삶에 대한 기획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본다.200)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 관점과 내용을 상당수 공유한다. 첫째, 극

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사회관을 비판한다. 둘째,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자유 관념을 통해 시민의 공적 영역 또는 정치공동체 참여를 

요청한다. 개인의 삶에 대한 자기중심적이고 사유화된 개념을 거부한다, 

셋째, 시민참여를 요청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중립성을 거부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구분한다.201)

다만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관한 구체적 모형을 분명히 제시

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아닌 ‘전체’주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권리 보

장과 함께 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의 덕성 함양을 추구한다. 자

유주의 이론이 공동체 가치를 부인하지 않고, 공동체주의 이론이 개인 

자유를 부인하지 않는 만큼, 자유주의가 가진 개인주의적 한계를 공동체

적 가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가 도덕과 윤리의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규범창출 과정에 공

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필수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 국가는 공동

체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절차적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결정된 공

동체의 이익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202)

1998) ; Michael Waltzer, 김용환 외 역,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철학과 현실

사, 2001): 240, 271.;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33.

200) Ann Donchin 외, 유수정·최경석 편역,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서울:로도스,

2014):179-180.; 류전철,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

도”,형사정책 26(2), (2014) 171-172.; Stephan Mulhall/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제2판, (Oxford:Blackwell,1992) 김해성·조영달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서울:한울아카데미, 2001):216.

201)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11.

202) Ann Donchin 외,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180-181.; 류전철,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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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화주의 이론 평가

공화주의 이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 공동선이며, 자유와 권리는 정치적

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점이 핵심이다. 사적인 삶보다 공적인 삶, 개인이

익보다는 공동선을 중요하게 보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제도

도 중요하지만 제도안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의 윤리 또한 중시한다. 다

양하게 갈등하는 개인들의 공존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숙고하고 결

정하는 가운에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

다고 본다.203)

이에 대한 현실적 비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의 규모와 복잡성, 다양성, 유동성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 

전통이 지향하는 공동체와 시민참여는 이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러한 비판은 협치에 대한 비판과도 통한다. 현대사회에서 공적 문제에 

관해 충분히 숙고할 만한 공통성과 역량과 자원을 갖춘 공동 공간은 실

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204) 하지만 공화주의가 전제하는 시민사회는 

본래 차이의 영역이며 서로 다른 신념, 이해관계, 관점, 현안을 가진 사

람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다양한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다.205)

특히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공화주의 정치이론에 따르면 공동체

는 차이와 다양성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고 연결시

키기도 하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적 제도를 뜻한다. 이

러한 공적 제도로서 공동체는 민주공화국에 필요한 정신 특성과 마음 습

관을 길러준다. 공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습관을 갖게 하되, 무차별적 전

체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지향한다.206) 다양한 차이 가운데 공동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189.

203)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38-139.; 김경희, 공화주의, 105-107.

204)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332.; Michael Sandel, 민주주의의 불

만, 421.

205)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31.

206)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46-47.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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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며, 관심과 이해가 모이는 공간이 곧 

공동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어디나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이 모여 문

제가 있는 곳에 공동체는 형성된다. 

시민사회의 모임과 조직은 19세기말 서구사회에서도 도시화, 산업화, 이

민을 통해 급진적으로 재구성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신축성 있는 개념

이었다.207) 또한 21세기에도 민주주의 약화, 관료제 강화, 기업권력 강화, 

법률만능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전망이 여전

히 필요하다. 개인주의로 인해 쇠퇴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서 시민참여는 

사회적 연결망과 결속력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208)

둘째,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화주의 이론은 시민적 덕성, 그리고 시

민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 권리를 침해하고 타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

다.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열심히 추구하면 다른 덕성에 대해 덜 관대

해지고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자유주

의는 관용과 개인 선택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현대 사회에 부합

된다고 본다.209) 그러나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은 다양성의 

세상 현실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정신이다. 예를 들어 참여하는 덕성에 

대한 열정은 도덕적 감정에서 나온다.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하

는데 대한 분노, 안전한 거리, 좋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시민적 책임감이 

동기가 된다. 이러한 동기들은 함께 작동해 상승작용을 한다.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덕성은 실현가능하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시민적 덕성이

다.210)

그리고 시민의 역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좋은 시민은 발견하는 대상

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공동체 참여과정에서 시민의 민주적 태도와 공적 

숙고 역량이 길러지므로 공동체의 배타성과 억압성은 참여하는 시민 스

스로 교정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정의는 약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에 

207)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208.;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

의,365-366.

208)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215.;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366.

209) Michael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46-47. 422.;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46.

210)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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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약자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공화주의 정치의 형성적 기획이 모든 시민을 공동체 

일부로 묶는 억압이 되지는 않는다. 공동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

는 독립성과 판단능력 또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211)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에서 공동선은 모두에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자유롭게 살고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뜻한다. 개인 모두가 하나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유기적 공동체 관

념과도 거리가 멀다.212)

셋째, 공화주의가 전제하는 시민은 현실적으로 이른바 중산층을 가리킨

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이 비교

적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시된다. 다른 계층에 대해 외부 변화와 

개입에 대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

러한 통속적 인상은 공동선을 지향하고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시민집단은 민주주의와 공동선의 진

전을 오히려 가로막기 때문이다.213) 실제 시민사회는 사회적 중간 위계

에서 위치한 계층 중심 기획이다. 중간층은 배타적이고 고립된 계층이 

아니라, 다른 계층이 모여드는 개방적 계층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214)에서 실재하는 시민이

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이 제

기된다. 당면과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념처럼 이상화, 추상화

된다는 비판이다. 공동체주의와 구별되지 않을뿐더러 공화주의로 거론되

는 입장들도 일관되지 못하다.215) 이에 비해 서구 현대 공화주의가 구체

적 정책원칙을 제시하는 이유는 시민의 힘을 민주적 변화 동력으로 삼아 

211)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334-335.; Michael Sandel, 민주주의

의 불만, 422-424.

212)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20-122.

213)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립 페팃은 현실 정치에서는 시민주의(civicism)

라는 용어를 권고한다. (Philip Pettit, Republicanism, ‘한국어판 옮긴이 머리말’,

곽준혁 역, 신공화주의(나남,2012) 13면.)

214)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380.

215)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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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되, 제도에 매몰되거나 제도가 또 다른 억압이 되지 않도록 시

민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하기 때문이다. 개인 자유와 시민 공

공성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분야에서 개선부터 모색한다.216) 한

국사회에서는 범죄방지 정책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시민의 안전이

라는 공적 가치의 결합에 주목하고 제한된 자원과 영역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협치적 형사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관점으로서 구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공화주의는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와 책

임, 개인 이익과 공동 이익, 국가 역할과 시민 참여를 함께 성찰하면서, 

시민과 공동체의 차원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공동체 내지 지역사회와 

시민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려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반면 정치적 실체라면 국가의 시민동원이나 배제적 공동체 구축에 오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화주의가 형법 이론에 대해 의미를 가지는 부

분은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안전과 자유

가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게 해 준다는 점이다. 즉 제도 

안에서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공존과 공동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 제

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윤리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하

에서 공화주의 형법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I. 공화주의 형법이론

공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법치와 자치는 서로 연결된다. 즉 사람

이 아니라 법이 지배할 때 자유롭고, 자치에 참여할 때 자유롭다.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며, 공동선을 위해서

는 시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6) “공화주의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제한된

분야에서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통치의 철학입니다.(필립 페팃)” (곽

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62);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

이론,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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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공화주의

현대 공화주의 이론은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에 중점을 둔다.217) 제

도설계는 법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공화주의 법이론 내지 법적 공화주의 

(legal republicanism) 개념이 성립된다. 다만 법적 공화주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218) 공화주의 이론에서 법이론이 갖는 중요성에 불구하

고 논의가 미진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 정치이론 논의가 이념

적, 편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에 노출되어219)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공화주의를 연구하는 정치철학자와 법학자의 협력적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220) 공화

주의 형법이론의 경우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규범적 성찰을 위한 연구 기획의 의미221)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공화주의 핵심은 법이 다스리는 국가, 즉 법의 제국(imperia legum)이다. 

공화주의적 법개념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화주의 법이론

은 법의 제국에 최선으로 기여할 수 있는 원리 발견을 통해 올바른 법 

발견과 법정립을 추구한다.222) 공화주의 법이론을 구성하려면 법일반 내

용과 형식 및 구조, 또는 법 자체의 이론적 이해가 공화주의적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법적 공화주의는 단순히 공화주의 

이념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 설계 문제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적 공

화주의 원리는 정치적 원리와 가치, 그리고 법적 원리와 가치를 상호수

용하여 정립된다.223)

법적 공화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요소는 주권을 가진 시민, 선출된 

행정부, 독립된 법원, 법치주의다.224) 시민주권, 법치, 입법ㆍ행정ㆍ사법

217)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5

218) 국내 법학분야 연구로는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자유공화주의 공익관 시

각에서”, 서울대학교 법학 47(3) (서울대학교, 2006): 155-215.

219)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15.

220)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7.

221) J.S.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86.

222)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14

223)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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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견제와 균형 없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서로에 대한, 그리

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실현할 수 없다. 법적 공화주의는 자유

와 정부에 대한 원리 내지 정부를 통한 자유의 이론으로서, 공동체 없이

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법 없이는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225)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수단인 법은 자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선을 

지향한다. 법은 시민 의사가 타인 강압에 의해 억압되지 않게 하고 자율

을 보장한다. 법이 지배할 때 법은 강제가 아니라 보호이며, 보호는 시혜

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한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226)

2.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특징

형법은 공화주의 제도설계의 핵심이다.227) 공화주의가 제도설계 중심적 

역할을 형법에 맡기는 이유는 바로 ‘시민보호의 절대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형법의 대상인 범죄 문제는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기 때문이다.228) 따라서 공화주의는 고유의 공화주의 형법이론(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law) 내지 형사공화주의(penal republicanism) 이론을 제

시한다. 

공화주의 형법이론은 범죄와 처벌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점으로서 형사-

근대주의(penal modernism)229)에 대한 비판적 관점 중 하나로 발전해 왔

224)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6-7.

225)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15. 이러한 법전통을 제도화한 대표

적 경우가 미국연방헌법이다. 특히 연방내 모든 주가 영구적으로 ‘공화주의적 형

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였다. (미국연방헌법 제4조 제4항) 이로써

현대 법률가와 법관들에게 공화주의 정치원칙이 현대 문제와 논쟁에 적용할 영구

적인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10.)

226)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02-103.;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311.;김경희, 공화주의, 83-84.

227) “시민의 자유는 형법이 얼마나 좋은지에 달려있다(몽테스키외)” (Philip Pettit,

Republicanism, 153.)

228)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Samantha Besson/José Luis Marti 편, Legal Republic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23-124.; Phillp Pettit, Republicanism, 203.

229) D.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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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존 브레이스웨잇 (John Braithwaite)과 필립 페팃의 이론230)이 중

심이다.231)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과 형사사법체계의 민주화 원칙이 그 핵심내용이다. 공화주의 

핵심이념이 자치(self-government)와 숙의 민주주의(熟議 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이기 때문이다.232)

둘째, 공화주의 형법이론을 구성하는 열쇳말은 비지배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다. 범죄는 피해자의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지위를 부정

한다. 범죄는 피해자가 지배받지 않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

를 줄여버린다.233)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비지배의 질서를 손상시킨다. 비

지배 자유개념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일반개념의 정의, 그리고 구체적 

범죄 및 형사범죄의 목록을 제시하는 바탕이다.234)

셋째, 공화주의는 처벌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층(citizenry)과 공

동체에 의미있는 역할을 부여한다. 일정한 형태의 직접적인 사법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235) 공화주의는 시민의 능력, 동기와 덕성에 대해 

230) 존 브레이스웨잇(J.S.Braithwaite)과 필립 페팃의 1990년 “자유주의 형벌론의

극복 ― 공화주의 형사사법이론” (J.S.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New York: Clarendon,1990)은 페팃의

공화주의 정치이론의 특징인 비지배자유 개념과 (제한적)결과주의가 법이론에 적

용된 대표적 연구다.(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28.) 이 밖에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법이론 주요연구는 다음과 같다. P.Pettit, “The three Rs of

Republican Sentencing”, Current Issues of Criminal Justice, 5, (1994);

P.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Utilitas 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J.S. Braithwaite, Regulation,

Crime, Freedom, (Ashgate,2000); J.S. Braithwaite, “Republicanism and

Restorative Justice: A Explanatory and Normative Connection”, H.Strang/J.S.

Braithwaite 편, Restorative Justice: From Philosophy to Practice

(Aldershot: Dartmouth, 2000).

231) S.Besson/J.L.Marti,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6.

232)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3.

233) P.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67-71.

234)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5-126.

235) 공화주의 형법이론은 갈등해결 절차에서 당사자 참여, 공동체 참여확대를 긍정

적으로 보지만, 사법의 민영화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아니한다. 사법의 공적 본질

은 전제하되, 다만 사법행정에서 시민의 중요한 역할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입장

이다.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6.; N.Lacey, State Punishment,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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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236) 공화주의가 신중한 성찰(熟議, 

deliberation)이라는 덕성의 교화를 선호하는 이유다. 시민에게 사람 내면

에 옳고 그름에 대한 적절한 의식을 만들어주고, 덕성에 반하는 방식으

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동료시민 앞에서 비난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케 할 수 있다237)고 한다면, 처벌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공화주의 이론은 형법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규범적이고 종합적

인 설명을 제공한다. 예방부터 제재집행, 범죄화 입법결정부터 법원의 양

형 판단, 교육부터 치안활동까지 포괄한다.238)

다섯째, 공화주의 이론은 자유와 교정을 증진하고 추구하기 위해 겸억

(謙抑)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을 옹호한다.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형사법 개입은 비용부담이 크다. 형사사법 작용은 과하기보다는 덜한 편

이 낫다고 보는 이유다.239) 그래서 처벌을 비롯한 대응적 조치보다는 권

장과 교육, 예방적 정책을 선호한다. 사법적 판결을 통한 비난은 가급적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240)

이러한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특징을 각각 (1) 형사사법 민주화, (2) 공화

주의적 자유와 형사사법 (3) 형사사법 시민참여논쟁, (4) 형사사법 체계

론, (5) 형벌 한계와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공화주의와 형사사법 민주화

공화주의에서 민주화원칙은 공적 판단결정에서의 시민의 전면적 참여라

는 이상, 그리고 투명성, 공적 책임성, 대응성(responsiveness)이라는 민주

주의 보완기제로 구성된다. 시민은 정치공동체 현안에 관련해서는 판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 및 공적 책임성 기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청문(public audiences), 필요적 공적 성찰(compulsory 

236)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81.

237)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82.

238)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12,16.

239) J.S.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87.; Philip Pettit, Republicanism,

203.

240)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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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eliberation), 청원과 자문, 소환(recall)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시민

과의 협업을 조직하고, 사회운동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며, 비제도적 공론

장에서 공적 성찰이 증진되도록 한다면 공적 책임성과 공적 권력의 대응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41)

공화주의는 자유를 실현하고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

사결정과 그 대표자 활동을 통제 및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집단을 필요로 한다. 형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궁극

적으로 ‘형사사법은 시민이 일상의 삶속에서 정부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접점(point of entry and access)으로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

점’242)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민주화야말로 시민의 기본권, 즉 피해자, 

범죄자와 대중 일반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이다. 또한 범죄 

없는 상태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즉 공화주의 이론

체계에서 범죄문제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243)

따라서 공화주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형사사법체계는 자치와 시민 참

여 이념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현실적으로 대의제 입법

기관의 형사입법 결정과정은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

가 범죄와 형벌 문제에 충분히 성찰적이거나 충분한 대표성을 구현하면

서 법안을 만들고 형사법을 제정하는지 따져볼 문제다.244) 더구나 다수

결 결정이 언제나 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 다수결 결정은 얼마든지 자의

241)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0-132.

242) S.Karstedt & G.LaFree, “Democracy, Crime and Justic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 (London: Sage,

2006): 12.

243)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9.

244) 예를 들어 형벌 강화입법은 대의제도를 통해 국민의 범죄에 대한 강경책 요구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오히려 형벌강화는 국회의원이나 형사정

책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의제도를 통해 형사입법의

형태로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J.V.Roberts, “Public Opini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Crime & Justice 1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9.; 김한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영향,

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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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거나 편파적이어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즉흥적으로 충분한 생각 없이 단편적으로 

대답하는 의견이라면, 민주적 의사반영이라 보기 어렵다. 공적 결정이 자

의적이지 않으려면, 시민의 욕구에 단순히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숙의적

(熟議的) 민주주의245)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주의는 공적 결정에서 시

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되, 단순한 다수결의 지배나 단순한 욕구의 반영이 

아닌 시민 참여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론이다. 공적 

결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246) 이는 시민의 엄벌요구

나 안전욕구를 구실삼은 형사입법의 확대 강화를 저지하고, 형사사법에

서 시민 참여를 근거 짓는 중요한 공화주의적 관점이다.

법적 공화주의의 민주화 원칙이 형사사법에 대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형사사법의 민주화 실현에 특히 필요한 영역은 수사기관과 행행기

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자체, 그리고 안전관련 행정기관이다. 경찰과 

교정기관은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그 조직

과 활동이 시민의 감시와 거리가 먼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민주화

가 중요하다.247) 공화주의에 따르면, 경찰 임무는 범죄방지와 무질서 유

지뿐만 아니라 법치 증진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한 인권문

화 증진에서 경찰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248)

경찰 활동에 협력하는 공동체나 시민참여 제도 도입은 경찰을 민주화하

고 공공제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방범순찰의 짐을 넘기

는 방식은 경찰 민영화이지 민주화가 아니다.249) 경찰관서와 행형기관의 

245) 공화주의와 숙의적 민주주의 연관에 관하여는 Philip Pettit, Republicanism,

244-248. 313-348 참조. 숙의적 민주주의에 관하여는 C. Sunstein, “Beyond the

Republican Revival”, Yale Law Journal, 97 (Yale University,1988):

1539-1590.; The Partial Constitution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246)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9-130.

247) I.Loader, “Playing with Fire?; Policing, Recognition, and Belonging”,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 (2006):202.

248) S.Karstedt/G.LaFree, Democracy, Crime and Justice, 215.

249) I.Loader, Playing with Fire?,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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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에서 시민조직 연계도 민주화 방식이다.250) 지역사회기반 범죄

방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하 제4장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둘째, 법원과 관련해서는 시민 참여의 타당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법

관의 역할은 분명히 관련된 지식과 상응한 능력을 가진 자격 있는 전문

가가 수행해야 한다. 권력분립 유지를 위해 탈-정치화되어야 하는 측면

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 원칙의 제도적 수용이 가능하다. 배심재판, 국

민참여재판이 그 대표적 예다. 법정에 보통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전형적

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principle of 

publicity)이 보장된다. 형법과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지식을 확대하고, 

법률용어와 절차를 간명하게 하는 실효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사법체계

를 민주화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로서 절차의 성찰적 측면을 강화한 시민

과 시민집단의 참여 프로그램도 실현되고 있다.251) 회복적 사법정책이 

그 예다.

(2) 공화주의적 자유와 형사사법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법 이론은 자기통치(自己統治, 

dominion) 개념252)을 기초로 삼는다.253)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bearer of dominion) 이라는 말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통제에 대해 타인 인정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254) 자기통치는 시민으로서 사회적 위치 내지 지위다. 이 

250) 직접적으로는 기관건물 내에 감독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는 해당

관서 행정이나 집행위원회에 시민조직 대표자를 참석시키는 전략이다. John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 110.;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132-133

251)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2.

252) 페팃은 1992년 논문에서는 자기통치(dominion)와 비지배(non-domination)를 동

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P. 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72.)

253)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0. 공화주의 정치적 목표는 자기통

치(dominion) 증진이다. 자기통치를 제도적으로 증진할 때 개인 권리 존중이 보

장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완전한 시민권(참정권) 안에서 누리는 자유(freedom

in the social sense of full citizenship)를 뜻한다.(같은 책,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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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타인에 의한 인정과 법치에 달려있다.255) 이러한 자기통치에 대

한 침해, 즉 사람 신체, 활동, 재산에 대한 침해가 범죄다.256) 따라서 자

기통치를 위협하는 범죄와 자기통치 증진을 위한 처벌은 공화주의 형법

이론 중심 문제다.257)

형사정책에서 자기통치 증진, 또는 자기통치에 대한 침해 최소화는 형사

사법체계의 다툼의 여지없는 목표다. 범죄로부터의 해악(harm) 최소화라

는 목표만큼이나 자명하다. 자기통치 침해야 말로 범죄로 인한 주된 해

악이다. 살인과 강간 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유괴는 피해자 영역을, 강도

와 절도범죄는 피해자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피해자의 

자기통치를 침해하여 피해자의 자유를 파괴 내지 제한한다. 동시에 유사

한 범죄피해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 이외 

시민의 자기통치도 침해한다. 자기통치에 대한 침해는 범죄 그 자체 해

악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다른 해악도 가져온다.258)

따라서 한 사람의 자기통치를 보호하려면 범죄가 야기한 생명과 신체의 

건강, 행복과 안전의 상실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범죄로부터의 해악 최

소화는 형사사법체계의 분명한 목표다. 더 명확한 목표는 자기통치에 대

한 침해 최소화다. 억압적인 형사사법체계가 범죄 해악 최소화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라면 개인은 범죄

가 창궐하는 세상에서의 삶만큼이나 침해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치에 대한 침해 최소화라는 측면은 범죄의 해악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억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저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억압적인 형사사법체계는 시민의 자기통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

기 때문이다.259)

국가는 특히 형사사법기관을 통해서 시민의 자기통치에 대한 상당한 위

협이 될 수 있다. 시민의 자기통치에 대한 침해가 허용된다면, 모든 사람

254)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60.

255)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60

256)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69

257)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312.

258)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69.

259)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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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통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통치 

증진을 위해서는 합의된 형사사법적 권리,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책임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의 법적 확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기관 역시 해당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 

검사와 법관이 제약 없이 무죄인 자도 처벌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

회 시민들의 자기통치는 극도로 제약된다.260)

자기통치 증진 목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도 근거지울 수 있다. 범죄피해

자는 범죄피해 이전 자기통치의 수준을 회복해서 자신의 자유-기대를 재

확증 하기를 바란다. 형사사법체계가 이를 확증해주는 방법의 하나는 해

당 피해자가 다른 동일한 범죄 피해자와 동등하게 국가권력의 대처를 받

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인정은 

공화주의 이론의 결과주의적 관점261)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결과주의 이론은 범죄대처에 있어서 향후 범죄 예방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면 결과

주의 이론 역시 과거 범죄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장래 지

향적 결과를 통해 자기통치 증진에 더 잘 기여할 수 있게 된다.262)

정리하면,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법이론에서 자기통치 개념

이 형사사법에 대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화주의 형법에서 범죄

방지와 범죄자 처벌 목표는 자기통치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 즉 범죄 해

악 최소화를 통해 자기통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또한 전반적 통치의 

극대화가 곧 모든 개인의 자기통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기 때문

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진 자유에 대한 평등한 전망을 보호

해야 한다. 따라서 공화주의 형법이론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에 중점을 두지만 과도한 처벌이나 범죄책임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막

260)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75.

261) 결과주의(consequentialist)는 어떤 행위나 제도가 다른 행위나 제도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결과주의 형벌론에

따르면 처벌 정당화 근거는 장래 바람직한 결과다. 문제는 처벌이 장래 범죄방지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의문인데다가, 부정의한 처벌방식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

라는데 있다.

262)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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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근거지워 준다.

(3) 형사사법 시민참여 논쟁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의 전문적 판단결정과 집행에 시민참여가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와 형사대중주의 및 형사전문가주

의, 그리고 소극 민주적 공화주의와 적극 민주적 공화주의로 입장이 갈

린다. 이는 공화주의이론 내지 공화주의 형법이론에서 민주화원칙에 대

한 가장 좋은 해석이 무엇인지,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

이 나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질과 합리성에 대한 낙관 내

지 신뢰여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소극적 입장과 적극적 입장으로 나뉜

다.263)

공화주의 민주화원칙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형사-대중주의’와 가

장 소극적인 ‘형사-전문가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대

중주의는 대체로 대중의 요구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바

꾸려는 흐름과 연관된다. 형사-대중주의는 어떠한 방지책이나 통제 없이 

전적으로 대중에게 모든 공적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전문가중심 형사정책 관점에 반대되는 입장이다.264) 형사-대중주의에서 

공적 판단결정은 대중의 욕구, 선호, 감정의 직접적인 작용이다. 정치적 

입장으로서 대중주의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대개 학문적 논의나 개념보

다는 현실 정치인의 행동이나 발언내용에 더 가깝다. 대중주의는 일종의 

‘상식에 기한 반-지성적’ 관점을 강조한다.265) 사실 형법에서 민주화 원

칙에 대한 우려는 민주화를 형사-대중주의 요구로 오해하기 때문이다.266)

263) 호세 마티 (Josè Marti)에 따르면,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

을 각각 소극적-민주화(weakly-democratization)’ 와 ‘적극적-민주화

(strongly-democratization)’ 로 이름 붙인다. 이는 다시 비-공화주의적인 두 가지

관점, 즉 형사-전문가주의(penal elitism)와 형사-대중주의(penal populism)와 각

각 대비된다.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4.)

264)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4.

265) John Pratt, Penal Populism (New York: Routledge, 2007): 17

266)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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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중주의에 비판적인 존 프랫(John Pratt)에 따르면, ‘형사-대중주의

에서는 범죄자와 수형자가 개별 범죄피해자나 준법시민 희생을 대가로 

우대를 받아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형사-대중주의는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불신 표출로 뒷받침된다.’267) 또한 형사-대중

주의에는 대중매체라는 강력한 동조자가 있다. 특히 방송매체가 제공하

는 범죄정보는 공포,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그 결과 

형량 가중과 엄격한 양형, ‘무관용(zero-tolerance)’ 내지 ‘범죄에 대한 강

경책(tough on crime)’과 같은 엄벌주의 주장과 관련된다.268)

따라서 대중 정서와 대중매체가 형사정책과 일정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대중의 반응과 감정에 형사정책이 일정하

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처벌 정도를 감경

하고 인권보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즉 공화주의는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성을 기르고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이 합리화될 수 있다

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중정서’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관리

되어야 할 요소다.

형사-대중주의는 형법 민주화를 공적 결정이 대중의 감정과 기분에 상응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제와 수단의 창출이라 이해한다. 형사-

대중주의가 지지하는 방식의 민주적 참여가 언제나 합리적이거나 성찰적

이지는 않다. 형사사법 판단결정을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런 

선호에 맡겨버릴 수 있다. 이를 우려한 나머지 반대 극단으로 나가는 형

법이론도 있다. 즉 대중주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사

법에 관한 전문가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형사-전문가주의는 특정문제의 

공적 결정은 시민으로부터 독립적인 제도에 위임하거나 전문가들에게 맡

겨야 한다고 주장한다.269) 전문가주의에서는 시민집단의 의견과 선호는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본다. 특히 형사처벌과 

267) John Pratt, Penal Populism,12.

268) D.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13.

269) F.E. Zimring, Populism,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Decline of Expert

Authority,243.; F.E.Zimring/D.Johnson, “Public Opinion and the Governance of

Punishment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1) (20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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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하다. 형법과 형사사법에서 공

적 결정은 대단히 실무적이며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시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올바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

다고 본다.270) 이러한 형사-전문가주의는 이하 논의할 안전거버넌스에서 

기술정치 전문가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형사-전문가주의에 따르면, 대중과 정치인이 형사관련 정치논쟁을 독점

하면서 더 강경한 범죄대책을 두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전문가 의견이 

설 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형사-전문가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고 처벌에 관한 결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새롭게 만들 것’271)을 요청한

다. 또한 공적 판단결정에서 대중 정서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고 민주적 공적 책임성 기제(mechanism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약화나 심지어는 포기를 대책으로 제안한다.272) 따라서 전문가주의 입장

은 민주화 원칙에 대해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을 제

시하며, 이를 대신하여 일종의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형태를 제안

한다.273)

대중 참여의 전면적 현실화를 반대하는 소극민주적 공화주의

(weakly-democratic republicanism)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또 다른 측면, 

즉 자치와 공공의 자율성이라는 공화주의적 이상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민주화원칙 두 번째 요소, 즉 공적 책임성과 시민적 

비판가능성(civic contes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74) 소극민주적 공화

주의 입장은 형사-전문가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중주의를 경계하며, 판단

결정에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거부한다. 다만 공화주의 입장에서 형사

-전문가주의와 대조적으로 민주적인 공적 책임성 강화를 제시한다. 

270)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6.

271) F.E.Zimring/D.Johnson, Public Opinion and the Governance of Punishment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278.

272) F.E.Zimring & D.Johnson, Public Opinion and the Governance of Punishment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273,278; J.Pratt, Penal Populism (New

York:Routledge, 2007): 152.

273)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7.

274) Philip Pettit, Republicanism,185.;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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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페팃에 따르면,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예컨대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하고 각 범죄에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보통 시

민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 즉 ‘형사사법은 올바른 사회와 올바른 

정치성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 성찰과 논의의 효과가 가장 미치지 못한

다’275)고 보기 때문이다. 페팃은 이러한 현상을 ‘분노의 동학’(outrage 

dynamic)으로 설명한다.276)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궁극적인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공적 판

단에서의 민주적 성격 완화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안된다. 즉 입법적 판단결정을 위한 ‘형사정책위원회’(penal 

policy board)를 구성하여 마치 중앙은행처럼 독립적 지위에 기해 활동케 

한다. 형사정책위원회에는 의회에 대하여 보고서와 권고안을 기초할 책

임이 부여된다.277) 형사정책위원회는 스스로 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은 영향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권고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전문적 

기구에 의한 제안이므로 의회 입장에서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형사정

책위원회는 감정적이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거나, 적어도 보통 시민들보

다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된다. 형법과 형사사법의 복잡하고 실

무적인 본질을 고려할 때 전문적 기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더 나은 위

치이기 때문이다.278) 이러한 방안은 소극민주적 공화주의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예다.279)

275) Philip Pettit, “Is Criminal Justice Politically Feasible?”, Buffalo Criminal

Law Review 5, (2002): 427.

276) 분노의 동학은 3단계 연쇄과정으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는 대응해야 할 악이

존재한다. 정책은 ‘19세기 발전도상에 있던 신문의 다소 감정적인 방식’에 노출된

다. 제2단계에서는 신문의 감정적인 보도방식이 ‘대중의 분노’로 이어진다. 이어

제3단계에서는 대중의 분노가 ‘정부로 하여금 그 악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적 내

지 행정적 기획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대응을 하도록 압박한다.’ 분노의 동학을 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학에 작용하는 제3단계를 약화시키는 방법, 즉 형법에서

공적 판단결정의 민주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제1단계는 표현의 자유 때

문에 불가피하고, 제2단계는 ‘비교적 충동적이고 원초적이어서’ 역시 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P.Pettit, Is Criminal Justice Politically Feasible?, 434.)

277) Philip Pettit, Is Criminal Justice Politically Feasible?, 442.

278) Philip Pettit, Is Criminal Justice Politically Feasible?, 442-448.

279)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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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극민주적 공화주의는 판단 결정에서 대중 참여의 질을 충분

히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민주화 원칙을 책임성, 통

제와 비판가능성의 장치 정도로 제한한다. 이에 비해 적극민주적 공화주

의는 직접적인 성찰적 참여(deliberative participation)의 가능성에 대해 낙

관적이다. 성찰적 참여는 수용가능한 정도의 합리성을 보장하면서 대의

적 구조와 실무적 전문적 제도를 결합시켜 준다.280) 형사-전문가주의와 

소극민주적 공화주의도 민주적 장치(democratic device)를 제시하지만, 극

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형사정책위원회 역시 당파

적 이익과 압력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의 다수 의견 결정이 

언제나 공동선을 위하여 정보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실무적으로 내려진다

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소수의 이익에 치우친 편향적 판단 위험이 여전

하다.281)

더 큰 문제는 민주적 장치가 의회정치나 시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 전적

으로 독립적이라면, 민주적 기제가 아니며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

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민이 특정 현안에 분노하는 상황이라면 의회가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보다 형사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

이라 기대할 이유가 없다. 형사-전문가주의와 소극민주적 공화주의가 전

제하는 대중의 비합리성과 형법의 전문실무적 특성(technical character)도 

따져볼 문제다. 시민들이 다른 법적 문제에 비해 형법 현안에서는 더 비

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형법만큼 인간 

삶에 관련된 논쟁적이고 민감하고 정서적인 현안도 없다. 하지만 동성결

혼, 조세규제, 적극적 차별완화정책(affirmative action), 노동규제 역시 사

회적으로 감정적 반응이 격렬한 사안이다. 범죄와 형벌 모든 사안이 사

회적 분노의 동학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강간살인범죄가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이에 대한 엄벌요구 여론이 기업책임의 인명침해범

죄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는 않는다.282)

138-139.

280)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42.

281)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42.

282)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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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 장치는 각 법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비합리성을 낳을 수 있

는 매우 논쟁적이고 감정이 개입된 사안에 관련한 문제에 한하여 필요할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히 살펴보면 대개 그런 사안일수록 

시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소극민주적 공화주의 주장에 따른다면, 결국 

민주적 절차는 사소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한정되고, 중요한 사안

은 낮은 수준의 민주적 절차에 맡겨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

이다. 더구나 시민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

문에 범죄와 형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결정절차에 참여할 만한 능

력이 없다고 하면서, 주권자로서 의회와 정부의 형법 입법과 집행에 대

해 통제, 책임성, 비판 임무는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모순된 민주주

의 이론이 된다.283)

(4) 공화주의 형사사법 체계론

공화주의 형법이론에 따르면, 형사정책 핵심문제284)와 관련하여 입법, 사

법, 행정 단계를 통합하는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형사사법 체계구성론을 

제시할 수 있다.285)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체계는 상이한 종류의 정책 현

안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연결된 부분

체계의 연결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형사사법체계는 입법, 경

찰, 형사소추, 형의 선고, 보호관찰, 구금형 등 부분체계들로 구분된다. 

이들 부분체계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부분-자율적 지위를 가지는 

283)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44.

284) 브레이스웨잇은 형사정책 핵심문제를 10가지로 제시한다. ① 형사사법체계는

어떠한 행태를 범죄화해야 하는가? ② 어떠한 종류의 양형이 허용 내지 금지되

어야 하는가? ③ 형사사법체계 각 영역에 그리고, 각 영역 내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④ 어떤 종류의 감시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⑤ 범죄수사는 어떤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수사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⑥ 어떤 사안을 선별해 기소해야 하는가? ⑦ 기소여부, 유죄인정협상, 사면, 형면

제, 미결구금 등 공판전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⑧ 유죄판단을 위해 어떠한

판결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⑨ 양형재량범위 내에서 법관은 유죄확정된 피고인

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⑩ 교도소, 보호관찰소, 가석방위원회는 형벌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2-15.)

285)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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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긴밀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처럼 그 부분체

계들이 고도로 연결된 체계로 규정하는 이유는 특정 부분체계에 고립된 

채 형사사법문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비효율성과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체계를 연결망으로 이해하는 공화주의 관점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체계 전체로서

도 다른 법체계 또는 법영역을 벗어난 공동체규범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

다고 전제한다.286)

따라서 공화주의적 형사정책 이해는 형사사법 체계 자체의 연결망을 타 

유관기관, 지역사회, 시민차원의 정책연결망을 통해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형사사법체계를 종합적 연결망으로 규정한다면,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체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형사사법 특정 부분

체계에만 정책목표나 집행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 또는 역작용에 

대해서 주의하기 마련이다. 형사사법체계 전체로서도 법적 사회적 질서

내 여타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는 형

사사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체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성찰과 짝

을 이루어야 마땅하다.287) 범죄방지 정책의 협치적 모형에 따르면 국가

기관 중심 형사사법체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체계와 여타 법체

계 및 공동체규범체계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

성이 필요하다.

(5) 공화주의 형벌론

공화주의 자유관은 형벌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토대로 공화주의 형사정

책이 구성될 수 있다. 즉 공화주의 형사정책은 형벌론에서 시작해 일반

적인 형사정책이론을 재구성하는 입장이다. 공화주의 형사정책 구성에서 

형벌론 논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화주의는 사회적 해악행위를 범죄

와 형벌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제한두지 않는다.  관점 전환에 있어서, 

범죄에 대응하는 최우선 수단이 형벌이라는 가정부터 재검토한다. 형벌

286)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7-19.

287)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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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사람사이 갈등과 사회적 해악에 대한 생각을 범죄라는 전형 안으로 

밀어 넣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형화된 범죄개념에 따라 어떤 형벌을 부

과해야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 하지만 형사범죄 범주에 해당되

는 인간행동 중에는 형벌 대응을 삼가할 때 더 잘 다룰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해악적 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형벌일 경우도 있

지만, 처벌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더 해악적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

면 형벌 이외 수단도 고려하는 형사정책이 필요하다.288)

예컨대 브레이스웨잇의 경우 공화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가해자를 외

부에서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고 사회와 유대관계로부터 단절시키거나 범

죄자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범죄에 관하여 범죄자 행위를 

질책하고 범죄의 이유를 찾는 수치-재통합(shame and reintegration)이론289)

을 제시한다. 가해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 회개하고 피해자와 이웃주민

은 용서함으로써 재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은 처벌적인 통제보다는 도덕적 

사회통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 수용된다. 따라서 범죄문

제의 근본적 해결과 범죄자 사회복귀는 국가보다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역할이 더 크다.290) 이는 가정, 학교,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사회통

제가 장기적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라 보는 관점과 서로 통한다. 다만 자

기통치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공화주의 형벌론은 사

회적 재통합이야말로 자기통치의 향유를 사회전반에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291)

공화주의 형벌론에서 자기통치 극대화 관점에 따라 정당화되는 처벌292)

의 이익은 범죄자의 처벌 및 범죄자에 생존을 의지하는 자들의 안전에 

288)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2.

289) J.Braithwaite,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Shame and criminal justi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2 (2000): 281-298.; “Shame and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1) (1993): 1-18.

290) 수치-재통합이론에 대한 한국 학계에서의 논의는 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에 관한 연구-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수치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

구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57-190; 박선영,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

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6-37.

291)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xii-xiii.

292)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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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처벌의 비용은 확실하고 이익은 개연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자기통치 

증진을 근거로 비용을 초과하는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다.293)

또한 국가는 그 입법, 집행, 재판권을 침해적 조치를 통해 자기통치를 증

진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정도로 개입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자기통치 증진을 위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개입적 

정책의 대안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294)

그리고 형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공화주의 형벌론은 최소처벌의 원리

를 제시한다. 형벌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행된 범죄의 교정(rectification)으

로 파악한다. 단지 과거 응보 수단이나 장래 효용 추구 수단이 아니다. 

형벌은 죄값을 되돌려주거나(pay-back), 보상해 (pay-off) 주는 수단이 아

니라, 가해자가 죄값을 갚도록(pay up)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수단이다.295)

무엇보다도 공화주의 형벌론은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범죄자-피해자 사

이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범죄로 인한 해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

체 전체가 경험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주의

적 인식은 자유주의 형사정책에 비해 범죄방지, 범죄피해 회복, 범죄자 

사회내관리에서 협치적 형사정책이 전제하는 지역사회 기반과 시민참여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이 구성한 구체적인 범죄대응 지도원칙으로서 

교정원칙 (rectification principle)은 응보이론과 ‘응분책임론(just desert)’에 

비판적이다. 국가의 자의적 개입이라는 지배(domination)에 종속되지 않도

록 막는다.296) 공화주의 교정원칙은 3R, 즉 인정 (認定, Recognition), 배

293)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78.

294)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0.

295) P.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72.

296) 교정원칙은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1990년 연구 ‘Not Just Desert’에서 제시되

었다. 이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A.v.Hirsch/A.Ashworth, “Not Not Just Deserts:

A Response to Braithwaite & Pettit”,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2,

(1992). 이에 대한 재비판인 J. Braithwaite/ P.Pettit, “Not Just Deserts, Even in

Sentencing”,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4, (1993)에 대하여 다시

A.v.Hirsch/A.Ashworth, “Desert and three Rs”,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5 (1993)로 이어졌다. 페팃의 최종 대응은 P.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Utilitas 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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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賠償, Recompense), 재확신 (再確信, Reassurance), 세 차원으로 이루어

진다.297)

첫째, 범죄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해

악을 가한다. 이에 대해 형벌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유로운 사

람, 즉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

(recognition)298)하게끔 한다. 

둘째, 범죄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침해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이에 대해 형사제재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recompense)하게끔 

한다. 직접적인 원상회복(restitution)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배상(compensation)을 한다. 즉 직접 보상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봉사로 대

체하든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한다. 범죄와 형벌은 공동체 전체 문제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악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harm)이다. 셋째, 모

든 범죄에는 사람들의 자기통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해악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범죄발생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점, 또는 비지배 관점에서 볼 때 범죄발생 이전보다 공동체가 더 나빠지

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발생 

이전의 평온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실성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책임을 초과하는 과중한 형벌

이나 무고한 자의 처벌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299)

Press,1997): 59-79.

297) P.Pettit, Republican Theory and Criminal Punishment, 75-77.;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7-128.

298) 현실적으로 인정이 언제나 실현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마련해서라도 범죄자 자신이 행한 해악을 대면케 할

가능성에 가깝게 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다. (J.L.Marti, The Republican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and Justice, 127.) 이러한 의미에서 인정은 회

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논거로 이어질 수 있다.

299)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23-324.; Philip Pettit,

Republicanis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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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화주의 형법이론 평가

1. 비판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우선 자기통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300) 따라서 형사정책에 

대한 지침 역시 불충분하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기통치 증진 근거로 

어떠한 형사정책적 수단도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301) 형사사법 제도

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의 의도에 

비추어 개념적 명확성 부족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오히려 개방적 

개념으로써 범죄와 형벌에 관한 상이한 인식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체계

적 설명의 유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302) 물론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는 결국 불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303)

둘째,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사정책이론이 체계적인 형사사

법이론으로서 응보주의-결과주의 형벌론을 넘어서는 포괄적 이론으로 제

시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해도, 공화주의를 응보주의에 맞서 결과주의 

입장에 제대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304) 공화주의 이론

은 결과주의 관점에 따라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선(善)을 증진하는 미래

지향적 문제로 본다. 그런데 장래 교정을 지향하려면 범죄자의 과거사정

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시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305) 또한 공화주의적 형벌이 추구하는 재확신은 결국 범죄이전의 

상태, 과거를 지향한다. 가해자가 죄값을 갚는다(pay up)는 공화주의 형

벌관은 오히려 응보주의의 응보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306)

300)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16.

301) Andrew v. Hirsch/Andrew Ashworth, Not Not Just Desert: A response to

Braithwaite and Pettit, 85.

302)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17.

303) Andrew von Hirsch/Andrew Ashworth, Not Not Just Desert, 98.

304)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05-306.

305)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이 미래지향적 결과와 과거지향적 응보를 결합한 통합적

형사정책 이론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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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치적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

첫째, 공화주의 이론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는 각 부분체계

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 전체로서도 다른 법체계 

또는 법영역을 벗어난 공동체규범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형사사법체계가 목표하는 어떤 결과는 형사사법체계 바깥에서 성취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치적 모형은 범죄방

지 정책에서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규범체계와

의 연결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완벽한 자유의 조건이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지의 여부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타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완

벽한 자유란 더 이상 어떠한 예방, 침해, 강제의 부재처럼 내재적 기초에 

의해 규정되지 않게 된다. 자유란 비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규정된다. 시

민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안전 또한 비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는 것이다. 안전은 관계속에서 확보되면, 그러한 관

계망은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지역사회의 협치 기반위에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공화주의 이론의 결과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사법에서 피해

자의 권리를 인정하면 과거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고려에 따라 장래 형사

사법체계 조치를 동기지워준다.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은 범죄자 권리

보장, 범죄예방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넷째, 자기통치 증진은 최소 처벌 원리를 지지하며, 국가의 모든 자기통

치에 대한 침해는 자기통치 증진의 전반적 목표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국가는 침해적 조치를 통해 자기통치를 강화할 수 있

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정도로 개입해야 한다. 나아

306)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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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은 형사처벌과 같은 침해적 조치의 대안을 적

극 모색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다섯째,  다양한 형성적 제도, 특히 사회화 제도의 추구를 통한 자기통치 

증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공화주의 이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사

회통합 방향으로서 수치심을 유도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이

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공화주의 형사사법이론의 형성적 제도-

사회화제도 개념은 신상공개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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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대 형사정책 비판과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

제3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에 있어서 공화주의 이론 및 법이론의 

영향을 정리한다. 이어서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

과 안전거버넌스 전개상황을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적 형사정

책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

형에 따라 현행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 정책과 지역사회내 범죄자 관리

정책을 재구성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 1 절 공화주의적 협치와 형사정책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며, 연결

망과 협업은 시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시민

참여를 지역사회 차원과 시민조직 차원에서 정책화한다. 형사정책 연결

망과 협업 틀 안에서 시민참여가 안전보장과 함께 자유 증진의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의 협치 개념에 대한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제1절에서 공화주의 관점에서의 협치, 이를테면 공화주의적 협치 관점을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하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

성요소를 구성한다.

I. 자유·자치·협치 

자유주의는 특정한 권리와 고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에 맞서 사

적(私的)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는 자기를 스스로 지배

할 수 있는 권력, 타인의 자의에 침해받지 않을 권력 없이는 권리가 무

의미하다고 본다.307) 공화주의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치의 결과다.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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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공적 영역은 바로 협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안전과 자유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

지만, 시민이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참여할 때 더 안전하고 동시에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공화주의 자유 개념은 공동체 본질, 시민 권리, 정치적 시민성의 규

범적 이상이자 내용적 근거다. 개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에 

비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개인을 포괄하는 공동체주의에 비해서, 개인 자

율성과 사회 공공성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308) 공화주의

에 특유한 자유개념인 자기통치(dominion) 또는 비지배(non-domination)는 

자유와 법치, 공공선의 이상을 개념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해보다 포괄적이다.309) 자유를 보장하되 법치의 중요성을 유

념하고, 동시에 공공선 즉 공존의 이익으로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서 공화주의는 협치적 정책의 이상을 제시해 준다.

공화주의에서 자치, 즉 공동체 통치에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동료 시민

과 공익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 운명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는 뜻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자치를 긴밀히 연관시킨다. 자유는 생래적

이거나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유 이해는 마치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

준을 누리는 구성원만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는 논리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공화주의 자유와 평등 관점과 같이, 

공화주의가 중시하는 참여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속박하는 조건으로부

터 해방이다. 이에 공동체주의가 도덕적 덕성으로서의 공동체 참여를 강

조하는데 비해, 공화주의의 시민 자치와 참여는 정치적 덕성으로서 책임

성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을 공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안하고 

주도한다는 뜻이다.310) 이렇게 볼 때 공화주의 핵심은 좋은 공동체와 참

307)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15.

308)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1, 333-334, 338.; 김경희,

공화주의, 11.

309)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30.

310)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0-21.;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45-49.;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52.; S.Besson/J.L.Marti,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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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시민이다. 형사정책에서 볼 때 속박의 조건은 범죄와 범죄피해이

며, 자치와 참여를 통해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자유와 안전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협치적 형사정책은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속박의 조

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자치 실현의 규범적 틀 내지 절차적 형식으로서 거

버넌스 이론은 협치의 의미를 자유, 자치와 연관지워 준다. 앞서 제2장에

서 살펴본 거버넌스 이론의 규범적 유형으로서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

계’이론, 민주적 거버넌스 이론, 지역사회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와 다양

한 사회부문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신공

공관리 거버넌스 유형이나 최소국가 거버넌스 유형은 정부개입을 축소하

고 사회제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주로 시장과 민간 

자치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협치로 개념화한 이유는 자유

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이론이 정부축소와 시장적 요소의 확

대를 현대 사회문제 해법으로 보는데 비해, 민주적 거버넌스 내지 지역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규범적 거버넌스 이론이 현대 형사정책의 문제해

법을 성찰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는 협치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좋은 공동체

인가?” 중요한 정치적 물음을 묻는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함께 공

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좋은 지역사회다. 공동체에 평등하게 참

여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목소리를 내는 (univocal) 사람이 아니라 다

양한 목소리를 지닌(equivocal) 사람이다. 평등한 참여를 가능케 하고 다

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과정과 조건에 초점을 맞춘

다.311) 그렇다면 시민 스스로 참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단하도록 

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기

회가 있을 때, 공적 논의 문제가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공적 삶과 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 개인과 

주민공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결정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11-12

311)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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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12)

이처럼 공화주의는 자유와 자치 개념을 묶어 협치적 형사정책의 본질을 

뒷받침해 준다. 즉 지역사회 역할과 시민 참여의 조건과 절차, 평등과 다

양성의 보장, 공동선의 지향이 그것이다. 이하 제4장에서 살펴볼 지역사

회 기반 범죄방지 프로그램은 특히 참여한 시민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 지고, 범죄피해에 취약한 이웃이 좀 더 안전해지

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공적 삶과 참여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대

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준다. 

II. 공화주의 가치와 형사정책 원리 

1. 공화주의 가치와 형사정책

범죄와 무질서 앞에 사람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사람의 두려움과 분노가 모여서 여론 또는 국민의사의 내용을 이룬다. 

이를 왜곡해 형법의 과잉, 형사사법기관의 권한남용, 위험형법에 의한 법

치국가 형법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비판적 입장들은 많다. 

그러나 범죄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비이성적 감정에 불과한 태도

가 아니라 경청해야 할 국민의사의 내용일 수 있다는 사실, 두렵고 분노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에서 직장에서 함께 모이면 두려움과 분노

를 과장해서 터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 두려움을 덜고 

분노의 마음을 동력삼아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공화주의 밑바탕에 있는 정신은 타인에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 차별을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느끼는 분노다. 타인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까지는 못해도, 덜 고통 받기를 바라는 마음자세다.313) 공화주의 관점이 

접목된 형사정책은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312)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99.

313)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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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같은 이웃으로서 정당하게 갖게 되는 분노, 그리고 이웃이 덜 고

통 받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선의(善意)를 정책적으로 선용(善用)하고자 

한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공동선으로서 추구하며, 공화주의 법

이론은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와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314) 따

라서 공화주의적 협치 관점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은 공동체를 통해 정의

를 실현하고, 법을 통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범죄와 범죄피해 해결

과정에서 사법제도의 공적 본질과 형사사법기관의 공적 중심역할은 전제

하지만, 지역사회자원과 시민참여의 역할을 중시한다. 공동체 참여와 당

사자를 비롯한 시민 참여를 사법제도의 민영화로 이해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공화주의 형법이론은 형사사법의 민주화야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범

죄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라 본다. 공화주의적 협치관점의 형사정책은 

협업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사법 민주화에도 기여한다.

2. 형사정책 구성원리로서 자기통치 증진

자기통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은 공화주의적 제도 일부다.315)

자기통치 증진이라는 공화주의 목표가 형사사법체계 지도원리로서 의미

가 있으려면, 자유주의, 응보주의, 공리주의, 예방주의와 비교하여 차별된 

정책을 제시하고, 형사정책 연구주제의 전환과 현행 실무와 차별되는 정

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316)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은 공화주의 일반

적 전제인 겸억(parsimony), 권력견제(checking of power), 질책

(reprobation), 재통합(reintegration)을 자기통치 증진 목표에 대한 해석원리

로 제시한다. 공화주의적 관점을 형사정책에서 실현하는데 기본원리가 

된다. 

첫째, 모든 범죄화,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감시, 수사, 체포, 기소와 처

벌은 누군가의 자기통치를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침해한다. 반면 형사사

314) M.N.S.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 15.

315)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0.

316)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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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입이 약속하는 이익은 거의 언제나 개연적인 장래의 일이다. 따

라서 형사사법적 개입을 주장하는 쪽이 그 정당화 입증책임을 져야 한

다. 겸억의 가정은 가능한 한 최소의 형사사법조치를 선호한다. 네 가지 

전제중에서도 겸억이 가장 중요하다.317)

둘째, 권력견제의 원리는 자기통치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

다. 즉 자기통치는 누구나 형사사법으로부터 적합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

는 인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할 때 저하된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 권한

은 사람을 부당하게 다루는데 행사되지 못하도록 항상 견제되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을 적절한 견제에 종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민의 

권리, 즉 범죄책임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의 인정이다. 경찰,검사,법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항소, 청구, 재

량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제도를 통해 시민의 자기통치가 보호된다. 즉 

개인에 대한 형사사법의 처분이 자의적이나 악의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된 요건에 따라 행사된다는데 대한 확신을 부여해 준다. 따라서 형

사사법기관 견제 제도는 개인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체계로부터 평등한 대

우를 받는다는 중요한 인식을 확실히 해주는데 기여한다.318)

셋째, 공화주의는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의 일정한 

효과적 질책(reprobation) 내지 불승인(disapproval)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

성된다고 가정한다. 질책이라는 형태의 패러다임은 범죄자에 대한 도덕

적 논증과도 연관된다. 이는 범행의 잘못됨을 이해시키고 범행에 대하여 

수치심을 알게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관

점에서는 질책과 같은 도덕적 대응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만, 공화주의에서는 범죄로 인한 자기통치에 대한 위협에 도덕적인 대응

이 특별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처벌 내지 보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덕성 있는 시민의 행태와 태도를 택하도록 하기 때문이

다. 사회화제도319)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의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하여 

317)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7.

318)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7-88.

319) 공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는 제도 방식에는 시장유형 제도와 형

성적 제도가 있다. 형성적 제도는 강제적 제도와 사회화 제도로 구분된다. 사회화

제도(socializing institution)는 행동성향뿐만 아니라 성찰방식의 변화를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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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태적 태도를 늘 숙고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

다. 범죄의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범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사회로부

터 적극적으로 불승인되는 행동이며 따라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부끄

러워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320)

사회화 제도는 형사사법영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화 

제도는 범죄를 방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선의 경우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절도나 살인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회화는 사람들의 

내면에 범죄의 악함과 수치스러움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길러준다.321)

서구사회 범죄율의 지속적인 범죄율 감소의 공통된 원인으로서 가정, 학

교, 교회 등의 지역사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공화주의는 다양한 형성적 제도, 특히 사회화 제도의 추구를 통해서 자

기통치를 증진한다는 관점이다. 시민성(citizenship)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

조하면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시민성의 전제조건으로 보지만, 시

민적 덕성이 인간존재에 고유한 덕성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패를 

막고 시민들을 덕성 있게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는 형성적 제도의 구축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형성적 제도

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322) 공화주의 형법이론이 사회화 제도를 선호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강제적 제도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더 나은 수

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범죄로부터의 이익여부를 계량하는 시민들보

다는 범죄를 수치스럽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모일 

때 사회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범죄율이 낮은 사

회일수록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질책한다. 또한 사회화제도는 형사사법제

즉 성찰이라는 덕성적 습관을 습득케 하기 위해서 성찰이라는 존경될 만한 특성

을 익히게 하거나, 옮고 그름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갖게 하거나, 성찰을 거친 행

위주체가 비-덕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동료시민들에게 공개되어 공적 비난대상

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해 주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320)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8-89.

321)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2.

322)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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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어떻게 범죄의 수치심을 일깨우는지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제재가 왜 부과되는지 강

제 받는 대상일 뿐 이해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자기통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점

을 깨닫게 한다면 자기통치의 주관적 요소는 강제제재의 경우처럼 위협

받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형사사법이론은 형사사법체계가 

강제적 처벌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죄자에 대한 질책에로 지향되어

야 한다고 전제한다.323) 여기서 범죄방지의 효과적 요소로서 사회화제도

를 선호하는, 즉 가정, 학교,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정하

는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관점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질책에 대한 요청은 양형판단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의 다

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화주의 이론이 지도적 원칙이 될 때 경찰, 

검사, 법관과 일반시민까지 질책의 기획 (project of reprobation) 참여를 

요청받게 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제도는 초보적 수준에서 질책의 기획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공화주

의 형법이론은 이러한 질책의 기획 제도화를 정당화해 주면서 제도개선

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자기통치 개념은 범죄 및 처벌과 관련해서 타인에 의한 개인의 신체 또

는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지만, 도덕적 논증이나 타인

에 의한 불승인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자유주의 관

점은 공동체가 부과하는 질책이 다수에 의한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비판

한다. 하지만 사회적 불승인을 동원할 능력(capacity to mobilize social 

disapproval)이 없는 공동체라면,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장도 확실

히 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

화주의적 의미에서 좋은 사회란 형법을 위반하고 자유를 침해한 자들에 

대한 질책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회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질책

을 부과해 낼 수 없는 사회라면 가진 자유마저도 침해자들에게 빼앗기게 

323)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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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324)

넷째, 자기통치 증진의 목표는 형사사법체계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의 

재통합 추구를 요청한다. 특히 각각 범죄와 처벌로 인해 자신의 자기통

치가 침해당한 시민들을 위해 자기통치의 회복 (restoration of dominion)

을 추구해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에서 자기통치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면, 범죄피해자와 전과자가 완전한 자기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재통합의 우선 대상은 범죄피해자다. 피해

자의 피해내용은 인격적 침해다. 피해자가 다른 인간 존재에 의해 침해

받지 않을 권리(rights to non-interference)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라는 취급을 받은 결과다. 피해자의 자기통치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인격이 저하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기통치가 존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상징적으로는 범죄

를 비난하고 범죄자를 질책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실체적으로는 피해

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행해진다. 

직장내 성희롱 내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피해자의 인

격에 대한 존중감의 회복은 상징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질책(직장내 질

책)을 통해 행해진다. 가해자의 사과나 참회의 표현이 그 예다. 그렇지만 

상징적 회복조치는 배상이라는 실체적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배상은 가해자가 직접 행할 때 가장 강력하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기

통치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회복시켜 준다.325)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

는 경우라도 공동체가 배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기통치의 가치가 회복

되었음을 인식시켜 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한 재통

합은 사람들의 자기통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정

당화된다. 사람들은 범죄라는 불행에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공동체가 그 

고통의 치유를 위해 도울 것임을 알게 된다. 

자연재해의 피해는 범죄 피해보다 더 규모가 크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

연재해를 범죄보다 덜 두려워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공동체가 힘을 

324)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90.

325)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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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피해자를 도와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326) 자연재해의 피해

자는 공동체가 나서서 도와주면서도, 범죄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은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실

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방지

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범죄방지와 피

해극복에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노력하는 제도와 문화도 필요한 것이

다.  

한편 공화주의 관점에서는 전과자의 재통합도 중요한 문제다. 재통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과자들은 이류시민으로 자기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재범행과 범죄피

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재통합과 질책의 상호개선적 작용이 

중요하다.327)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재통합-질책 상호작용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사회내처분, 보호관찰부 가석방, 성

폭력범죄 등 중범죄자 대상 위치추적 전자감독,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질책과 재통합이 재범방

지와 사회복귀에 상호증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구성될 필

요가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그러한 재구성의 틀을 제시해 줄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질책-재통

합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3. 공화주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공화주의는 진정한 자유가 개인 개별 차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공간에서 실현되고 보장된다고 이해한다. 인권 보장도, 안전 보장도 역시 

공동체 공간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화주의 이해에 따르면 시민은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자의적 통치를 막을 수 있고 자기통치

를 통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공간은 바로 

326) Rebecca Solnit, A Paradise Built in Hell, (Penguin,2009), 정해영 역, 이 폐

허를 응시하라 (서울:펜타그램, 2012):17-18.

327)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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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이며,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는 시민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시민참여는 협치적 형사정책에서도 필수적 요소다. 현대사회 형사정책에

서 개별적 프로그램들로서의 회복적 사법,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소년범과 사회내처분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내처우, 전과자의 지역사회내관리, 범죄예방 환경설계정책 등 시

민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와 지역사회 사이 협력관계는 다양하게 운

영되고 있다. 다만 개별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묶어 새로운 형사사법 

내지 형사정책 모델을 구성하는 원칙 내지 한계 짓는 원칙을 설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면, 민관협력의 형태는 종래에도 존재했다. 형사사법기관이 부족한 

인력자원을 보충하거나, 형사정책 대민홍보 차원이 다수다. 협치적 형사

정책에서 강조하는 시민참여는 일방적인 동원이나 보충이 아니라 형사정

책의 협업당사자로서 정보와 의사결정, 책임과 평가를 공유하는 의미다. 

공화주의는 자유롭고도 안전한 공동체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

민참여야말로 시민의 책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한편 형사

정책을 시민참여에 개방하는 정책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나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관한 국가의 부담을 개인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도 아니

다.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사정책의 공공성을 오히려 높

이고, 부담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또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수 주민의 의사를 근거로, 즉 공

동체와 민주적 요구의 이름으로 소수자, 외부자를 배제하는 안전 장벽을 

쌓아올리는 결과를 용인하지도 않는다. 시민적 덕성에 반한다.

공화주의 형사정책은 자유박탈적 제재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할 뿐만 아

니라 개개인의 비지배자유 내지 자기통치를 부인하지 않도록 경계한다. 

따라서 협치적 형사정책의 협업, 연결망, 그리고 시민참여가 형사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배제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공화

주의 이념이 한계를 지워줄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증진을 위해 

형사정책에서 적극적 시민참여를 근거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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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화주의 형사정책과 지역사회

전통적인 사후대응적 치안활동 (reactive policing)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이 

시민이 신고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정도로 범죄에 대응한다면 피

해자의 자기통치 행사요청에 답하여 책임을 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발생

한 범죄가 피해자 영역에 대한 침해여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나 도움

을 요청할 만큼 충분한 계기라는 의미다.328) 공화주의 형사정책에서 형

사사법기관은 중대한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다. 범죄피

해는 공동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입과 조치를 요구하는 현안이기 때

문이다. 형사사법기관이 지역사회 범죄피해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주장은 ‘지역사회 치안(community policing)’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론

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지역사회 치안의 핵심이념은 경찰을 비롯한 형

사사법기관이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치안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것이다. 범죄발생에 뒤따른 사후대응을 넘어 지역사

회에 대응적인 경찰은 자기통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329)

다만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자치적인 범죄대응을 강조하는 형사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사회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

어 있고, 의사표현이나 갈등해결능력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통의 

처지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둘째, 자치적 범죄예방론은 결국 자기 책임 

하에 안전을 확보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이해와 다를 바 없다.330) 자유주

의에 맞선 입장인 공동체주의가 극단적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오해까지 받는 셈이다. 어떤 공동체인가에 관한 분명한 관점, 그리고 윤

리적 가치 없이 형사정책 모형과 결합될 때 왜곡과 오해를 낳게 되리라

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다. 앞서 살펴본 협치적 형사정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공동체, 그리고 협치적 형사정책에 참여하고 협업하는 시민은 공

328)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12

329)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14.

330)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4.



- 113 -

동체 안의 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주의 이론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치안전략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의 초점을 범죄감소보다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범죄감소보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겨냥한 정책이 더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

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주의 관점에서는 두려움의 감소 자체

도 중요하다.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제 

범죄피해 위험도는 낮지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더 높다. 

지역사회경찰전략이 경찰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성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해소해 준다면, 여성의 

자기통치 증진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331)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관하여는 

이하 제4장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정책의 협치적 재구성 부분에서 논의

가 이어진다.

이와 같이 공화주의 가치와 형사정책, 형사정책 구성원리로서 공화주의

적 자유증진 개념, 공화주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및 지역사회 치안활동 

논의를 통해 협치적 형사정책을 구성함에 있어 공화주의 이론 및 법이론

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적 형사정

책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기반의 범죄방지 정책사례에 적용해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제 2 절 안전기획의 전개

2001년 9/11 테러를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정세는 위험과 불안의 사회문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책은 안전 가치를 중심으로 기획된다. 형사정책은 이 기획의 중요

한 일부가 된다. 대외적으로는 테러대응 등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기획까

지 나아갈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위험예방과 범죄방지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는 기획이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말 범죄문제 대

331) J.S. Braithwaite/P.Pettit, Not Just Desert,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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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치화와 위험사회 형법 논의가 이어진 21세기 형사정책 전개 방향과 

내용의 특징적 측면을 ‘안전기획’ (safety project)이라 규정해 본다. 

특정분야 국가정책에서 체계적 전략과 지향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목표’나 ‘과제’가 선언적으로 제시된 경우라면 전략의 

기본틀과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없다

고 보아야 마땅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거쳐 개별 

입법과 정책의 단편적 도입이 누적되면 일정한 기획의 흐름을 잡아낼 수

도 있다. 현대사회 안전기획이 바로 그러한 흐름인데, 현대 한국사회 형

사정책 또한 안전기획에 상당부분 편입되고 있다. 위험과 범죄가 위험으

로 수렴(convergence)되면서, 형사정책은 안전사회 정책의 중요하고도 확

실한 추진수단으로서 위상이 재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기획 안에서 재편되어 가는 형사정책 영역을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으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안전기획을 협치적 형사정

책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안전기획이 목표하는 사회안전을 확보하면

서,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공적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다

I. 안전기획의 배경

1. 범죄통제의 대중정치화

20세기 후반 시작되어 21세기로 이어지는 형사정책 변화 특징 중 하나는 

범죄문제의 대중정치화(politicization)332)다. 종래 법률가, 전문가 중심 형

사정책은 정치변동이나 사회여론으로부터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법

치국가형법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범죄방지 정책을 펴나갈 

공간을 지켜왔다. 형사정책 역시 현실 정치(politics)의 일부이지만, 대중

정치 현안이 되면서 양면적인 문제로 자리 매김 된다. 즉 시민의 관심과 

332) Ian Loader/Richard Sparks, “Situating criminology: On the production and

consuming of knowledge about crime and justice,” Mike Maguire/Rod

Morgan/Robert Reiner 편,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제5판,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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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해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정책적 효과성을 증진할 기회인 

한편, 대중정서영합적인 형사정책으로 사회 자원을 낭비하고 갈등을 유

발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333) 물론 범죄문제의 대중

정치화 현상을 규범적으로 부인하거나 경험적으로 승인할 수만은 없다. 

합리적 관점을 채택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증진하되 부정적 요소를 통제

하는 방향으로 조직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범죄통제와 국가역할 변화

형사정책 현실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범죄통제와 사회질서 유지

에서 국가 지위변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대 국가가 공적 안보와 사

회 안전의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334)

20세기 중기까지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의 특징은 자유주의적 법치이념, 

복지 기반 재사회화 정책, 범죄학 전문지식이 결합된 형태로서, 국가기관

이 범죄통제를 독점하고 안전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이른바 ‘형사복지

국가(penal welfare state)’의 제도구조와 정책틀로 정립되어 왔다는데 있

다.335) 첫째, 범죄는 장소적·사회적 특정 범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

명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범죄통제의 과제 역시 분명하다. 개별 범죄자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한다. 둘째, 범죄의 근원은 사회문제다. 따라서 범

죄 근원은 공공주거와 교육 등 사회복지 정책 중심으로 해결하고, 개별 

범죄자는 교정적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킨다. 셋째, 범죄통

제 정책은 전문가와 전문지식 영역으로 본다. 형사정책을 전문가 영역으

로 본다 함은 형사정책 결정과 집행이 상대적으로 정치의 직접적 영향으

로부터도, 시민 관심이나 감독으로부터 자율적이며, 경험적 범죄학 연구

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336)

333) Eric Hilgendorf, 이상돈/홍승희 편역,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서울:박영사, 

2010): 74-75.

334) Ian Loader/Richard Sparks, Contemporary Landscape of Crime, Order, and

Control, 79.

335)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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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복지 국가 이념과 정책 기반을 흔드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 

범죄증가와 범죄피해 일상화가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식통계상 범

죄율 증가가 곧 범죄의 만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범죄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는데 문제가 있

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가의 복지정책과 형사정책 전문가의 교정

정책을 통해 범죄원인도 줄고 범죄도 줄게 되리라는 기대가 흔들리기 때

문이다. 환경공해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등장 뿐만 아

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은폐되었던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현상은 더욱 부각된다. 범죄통제를 독점한 국가의 안전보장 약속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범죄문제 해결에 관해 형성되었던 사회적 합의 

역시 흔들린다.337)  

정치적으로는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적 비판이 시장논리와 개인책임을 강

조하는 정치를 등장시켰고, 형사정책 역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정치화하는 방향으로 전화된다. 즉 기존 형사사법체

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문제에 대한 정서적 여론을 대처하기 위

해 오히려 형사사법체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한다.338) 즉 구금형 강

화형태로 양형을 통제하는 형사입법이 도입되고, 실제 구금형 집행도 늘

어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세처분, 소년범죄자에 대한 병영훈련

(boot camp)과 같은 충격적 기법339)이 정책방안으로 논의되고, 성폭력, 소

년비행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를 촉발하는 범죄현상에 형사제재 

수단이 집중된다. 테러대응 명분의 경찰권한 강화와 형사사법 기관의 통

합확대가 안전과 질서회복 명분으로 추진된다. 

336)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29-34.

337)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106-110.;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9-160.

338) Ian Loader/Richard Sparks, Contemporary Landscape of Crime, Order, and

Control, 81.;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

리, 160-161.

339) Merry Morash/ Lila Rucker. "A critical look at the idea of boot camp as a

correctional reform" Crime & Delinquency 36(2) (1990): 204-222.; Stephen

Nathan, Boot Camps: Return of the Short, Sharp Shock (Prison Reform

Trus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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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범죄와 범죄율 증가 문제가 사회 주요 현안

이자, 시민들의 일상경험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국가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 전문가의 범죄통제 독점은 지속된 상태에서, 범죄문제 해결에 대

한 국가능력에 대한 의문에 맞서 더 많은 국가형벌수단과 더 많은 형사

사법자원을 통해 대응하였다. 서구 국가에서 변화경험과 현대 한국 사회 

변화는 체계와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배제와 격리 중심의 제재 강화, 예

방적 개입의 강조는 공통된 변화의 특징이다. 다만 범죄통제구조에서 사

회경제적 변화와 국가역할 변화의 결과는 정부(government) 확대로만 이

어지지는 않는다.340) 협치적 형사정책은 범죄통제의 통치방식(governance) 

변화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다.

(2) 형사정책의 정치도구화

형사정책이 현실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다만 범죄를 두려워하고 안전문

제에 예민해져 가는 사회적 정서를 민주적 의사반영의 절차를 거쳐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형사정책적 대응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형사사법체계 강화 기회

로 삼는다면 부정적 의미에서 정치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영미국가 형사정책의 특징은 엄벌주의 경향이 정부 정책

과 정치적 수사(修辭)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이다.341) 물론 국가의 엄

벌정책이 현대 형사정책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양한 정치적 권위와 사회

통제 수단을 갖춘 현대 국가에 이르러 엄벌을 통한 국가권력의 과시 필

요가 줄었을 뿐이다. 그런데 다시 과시적인 엄벌주의로 되돌아간다면 정

치적 권위가 약화되고 사회통제 수단이 불충분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국

가의 엄벌주의는 강한 국가권력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 약화

의 징후342)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 형사정책에 대한 ‘정치화’ 지적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담

340)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61.

341) David Garland,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445.

342) David Garland,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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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첫째, 형사정책 기획과 결정이 전문가 영역을 벗어나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는 정치가와 대중정서에 호소하는 대중매체에 좌우

되어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된다는 뜻이다.343) 둘째,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대중정치화됨에 따라 형사제재적 

수단과 형사사법제도 확대·강화를 통해 안전을 약속하고 시민의 상식과 

정책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修辭)나 정책약속이 증가했지만, 실제

로는 개별 형사사법기관의 행정효율 향상과 통합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

지면서 정책가치가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344)

한국사회에서 형사정책 정치화 현상은 영미국가와는 맥락과 양상에서 차

이가 있지만 엄연한 현실 일부다.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두고 정권을 

다투는 차원의 정치화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른바 ‘공안정국’345) 현상은 

형사사법을 정치도구화 하는 경우다.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강경진압의 

유사한 사례도 있다. 형사정책의 정치화를 대중영합주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346) 예컨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형벌과 관

리감독제도 강화를 앞 다투어 추진하는 현상 역시 정치도구화의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 확대강

화는 단순히 대중정서영합적 엄벌주의로 폄하할 문제만은 아니다. 부정

적 의미에서 정치화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정책에서 사회적 약

자 지향성과 시민 참여 강화의 계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관료와 전문

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이 일상적 삶을 경험하는 지역사회 현장에

서 시민의사를 반영하며 조정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은 긍정적 의미에서 정치적 과제다. 

(3) 전문가 중심 형사정책의 한계

343) Ian Loader/Richard Sparks, Situating criminology, 12.

344) Ann James/John Raine, The New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London &

New York: Longman, 1998):4.

345) 한국 현대사에서 ‘공안정국’은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적나라한 국가폭력 자행 시

기를 지나 민주화 이후 시대에도 국가안보사건을 악용하여 기획되고 형사사법기

관 차원에서 이행되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346)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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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약화와 시민의 무관심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는 정

책은 사회과학과 관료체계에 의존한다. 복잡한 사회관계를 관리하고 서

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임무를 행정가와 전문가에 맡겨 정치

로부터 중립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려는 구상이다.347) 이는 앞서 살펴본 

형사복지국가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는 범죄통제를 뒷받침하는 기반

이 전문가와 전문지식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거나 

시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실무전문가와 전문연구자가 정

책방향과 집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했다.348)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에서 형사정책 전문가의 역할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객관적으로 정책기획과 평가를 주도하는 지위를 가졌

던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범죄문제 심각성

과 형사사법 실패, 그리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극적으로 부풀려 

지는 가운데 획기적이면서도 간명한 해법을 찾는 정치적 요구를 감당하

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 인력과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일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는 의심스러워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

져야 했다.349)

더구나 범죄와 범죄피해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지 못하

고,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이나 한계가 드러날수록, 전문가들 사이에 의

견이 대립하고 다른 전문분야와 충돌할수록 의심 대상이 된다. 더 알게 

되면서 더 모르게 되는 역설적 상황 또한 전개된다.350) 현대 사회에서 

사회과학 전문가의 영향력 상실 추세는 형사정책학 경우도 다를 바 없

다. 더구나 이른바 전문가도 너무 많아서 정책 입장마다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민에게도 정책결정자에게도 인정받

기 어렵고 영향력을 잃어간다.351)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에서, 그

리고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형사정책학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확대

347) Michael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284.

348)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9.

349)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6.

350) 전상진,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또다른 방법, 14-15.

351) Eric Hilgendorf,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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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범죄와 범죄대책에 관해 사회에 유통되는 지식은 크게 늘어났

다. 형사정책학 발전과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학적 지식 확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범죄현상과 범죄자에 대한 이해도나 범죄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러한 역설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의 위기

로 이어진다.

후술할 위험사회 논의 맥락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신뢰 저하는 위험사회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형사사법체

계는 공식적 위험평가절차와 객관적 평가도구를 도입한다. 위험평가와 

관리가 전문가와 실무가의 업무이자, 공적 책임성의 근거가 된다.352) 물

론 평가절차와 도구 역시 개발과 운영을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연구자의 비판적 개입과 

평가 기능이 축소되고, 평가절차와 도구를 관장하는 전문가관료의 역할

이 커질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 전문가에 대한 신뢰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올바른 진단 없이 외형적인 객관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사정책이 행정관리화 되면서 시민의 필요와 의사로부터 점점 거

리가 멀어지게 된다.

(4) 위험산정-관리주의 형사정책의 한계

범죄 통제(control of crime)로부터 범죄 관리(governing crime)로 전환하는 

현대 형사정책 특징을 관리주의(managerialism)353) 형사정책이라 한다. 범

죄를 사고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요소로 보고, 정책적 의사

결정과 정책효과 평가에서 통계적, 계량적 자료를 중시한다. 이는 관리주

의 형사정책의 위험측정 내지 산정사법(actuarial justice)적 특징이다. 위험

산정 사법은 범죄자 개인의 주관적 요건보다는 위험요소, 범주, 수준에 

352)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6-257.

353) 관리주의는 관리기법 향상을 통해 범죄통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이다. 산정사법과 결합하여 신행형학(New penology)을 구성한다.

M. Freeley/J. Simon, “The New Penology: Notes on the Emerging Strategy of

Corrections and Its Implications”, Criminology 30(4), (1992): 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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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하고, 교정하기 보다는 낮은 위험수준에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354) 즉 위험산정-관리주의 형사정책에서 범죄방지는 곧 범죄위험관

리(governing crime risk)를 뜻한다.355) 이를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과학적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재범방지에 효과적 활용 가

능하다고 본다. 1980년대 영미국가에서 관리주의 형사정책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합의와 권위가 사라지면서 관리경영(management) 방식이 공공

정책에 도입되는 현상의 하나다. 기존의 형사정책적 노력과 투자에도 불

구하고 범죄율 감소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효율성과 능률성을 앞

세운 형사사법 시스템화가 추진되었다. 비용대비효과 관점에 따라 정책

결정에서도 관리경영 관점이 강조되었고, 민영화 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356)

이러한 정책경향 배경에는 범죄통제에서 기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

해 회의적인 정치와 시민의 태도변화가 있다. 사실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비현실적일 뿐더러 정치인

들이 시민에게 과잉기대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 범죄감소에 대한 정

치인과 시민의 기대와 형사사법기관이 실제 제시할 수 있는 성과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범죄통제를 정부 정책 차원에서 관리화 방식으로 통

합하면서, 형사사법은 범죄 해결보다는 관리를 위한 체계로 인식되기 시

작했다.357)

범죄가 관리의 문제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범죄 증가원인 규명과 해

결 문제는 유보하고, 범죄율 증가 현상 자체를 관리대상 문제로 삼는다. 

사회 차원에서는 범죄 현안의 통계적 계량화, 피해자 문제 강조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범죄기회를 박탈하고 범죄피해위험을 축소하는 문제가 된

다. 여기서 시민은 범죄의 개별주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예측

354) M.Freeley/J.Simon, “Actuarial justice: The emerging new criminal law,”

D.Nelken 편, The Futures of Criminology (London: Sage,1994): 449 이하.;

Dominique Robert, “Actuarial justice”, Encyclopedia of Prisons &

Correctional Facilities vol.1., (London: Sage, 2005): 11-13.

355)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24.

356) 김한균, “형사학자의 정책참여와 비판의 과제” 민주법학 37 (민주주의법학연구

회, 2008): 168-169.;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31.

357)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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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예방수단을 선택(구매)하는 형사정책 서비스 

소비자로 자리 매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율방범, 범죄예방 환경설

계, 지역사회 주민 안전 프로그램의 도입은 범죄문제를 개인책임으로 돌

리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치안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보수회귀적 이

념이 배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358)

살펴보면 관리주의 형사정책은 한계가 있지만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지점이 있다. 효과적 범죄통제를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의 독점은 가능

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형사사법자원은 국가정책 전체의 틀 안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효과

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범죄방지에서 시민의 책임 문제를 책임전가

나 소비자라는 용어에 가두어 버리기 보다는, 형사정책에 시민의 의견과 

참여의지 반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정부행정서비스

의 소비자로 규정된 시민은 곧 정책결정과 평가의 중요한 당사자라는 의

미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관리주의 형사정책이 열어둔 가능성을 더 효

과적이면서도 정당한 형사정책 개선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은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경우 20세기 후반 영미국가의 현실적 고민에 따른 관리주의 

형사정책에서 비롯된 제도이지만, 시작된 영미국가에서나 이를 도입한 

한국사회에서도 물리적 환경 조성과 정비 위주 정책의 하나로 시작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의 참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

다. 이하 제4장에서 논의한다.  

정리하면, 위험측정과 관리가 형사정책 특징이 된다는 구체적 의미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위험을 예측하고 산정하면 정책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고 제거

되어야할 위험, 최소수준으로 통제되어야할 위험, 그리고 감수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위험 산정은 위해에 대한 통계적 개연성의 의미다. 

문제는 통계적 개연성은 객관적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험산정에는 

형사사법 공무원의 재량적 평가, 위해에 대한 도덕적 의미부여, 그리고 

358) 김한균, 형사학자의 정책참여와 비판의 과제,169.;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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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압력도 작용한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위험은 측정

될 수 없거나 측정하지 못하는 위험일 수도 있다. 재범 위험성의 경우 

수형자분류와 보안, 판결전조사, 가석방 판정 영역에서 중요한 판단기준

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산정 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개

별사안에 따른 전문가 평가 문제가 된다.359)

둘째, 위험산정은 범죄자로부터 위험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보다는 잠재적 범죄자 일반의 범죄기회를 사전적

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를 유발 또는 허용하는 행태적, 환경

적 요인을 관리하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험산정

사법의 관점은 범죄의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보다는, 방범설비나 도시환

경정비에 중점을 둔다. 다만 위험관리기법이 도입되면서 범죄방지가 치

안활동의 중심이 된다.360)

셋째, 관리주의가 형사사법제도와 결합되면, 조직구성, 개별 기관 기능, 

효율성과 생산성, 인력관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361) 민간기업과 행정기

관의 차이만큼 일반 행정기관과 형사사법기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

기 때문에 관리주의가 형사사법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다. 이는 경찰과 형사법원이 분권화되어 있는 영국 현실이나, 중앙집권구

조가 견고한 한국 현실의 차이를 가리지 않는 점이다. 형사사법제도에서 

관리주의는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서 일정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

라 구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언제

나 예산상의 한계를 받지 않을 수 없고, 특정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검거

율을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종전부터 있어왔다. 예를 들어 현 정

부에서 성폭력범죄 미검거율과 재범율을 정부목표치로 정하고 정기적으

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국정과제 관리방식은 형사정책적 목표를 수치화

하여 제시한다는 점, 실제 달성을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배정하고 전담부

서를 신설하는 등의 가시적 구조재편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리주

의적 변화의 모습에 가깝다.362)

359)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24-126.

360)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5, 157.

361)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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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한국 사회에서 형사사법제도 및 형사정책 기획과 운영에서 효

과성 내지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두 가지 현실적 고려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예산상 사회복지 등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해

야 할 사안에 비해 형사사법제도를 위한 예산고려는 점점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치화된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제도 도입은 비용대

비효과를 높이는 관리기법이라기 보다는 형사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363)

넷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형사정책적 대응이 대중의 관심

과 정치적 주목대상이 될수록 형사사법 법집행은 눈에 띄는 성과와 효율

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정책의 일차적 관심이 형

사사법 효율성을 향한다. 주로 개별 형사사법기관의 성과 향상과 개별기

관들의 통합운영이 강조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관리주의, 행정적 절

차화 (administrative processing)364)가 형사정책 형성에 결정적 요소로 등

장한다. 그럴수록 형사사법체계는 범죄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비난을 면키 위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린다.365)

그 결과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기간내 특정범죄 재범율 일정수준 감소나 

검거율 제고와 같은 성과지표를 통한 계량적 평가가 문제다. 형사사법체

계와 형사정책은 수치화할 수 있는 단기적 성과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

와 바람직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이거나 과시적인 수단에 

의지할 우려가 있다. 체계적 일관성과 정책적 지속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작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의 당사자인 시민의 발언과 참여 (public 

362) 예를 들어 4대악관련 경찰인력증원 목표와 그 성과에 대해서 증원이전인 2012

년 성폭력범죄 동종재범율이 8.1% 수준이었으나, 증원이후 2015년에는 4.8% 수

준까지 감소하였다고 제시한다. (한재명, 경찰인력증원 및 운용평가, (국회예산정

책처, 2016):73.)

363) 예를 들어 2015년도 4대악 감축목표(성폭력)의 경우 성범죄자 미검거율 4.9%,

성범죄 재범율 5.3%를 목표로 제시한다.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

처, 2015년 국민안전체감도조사,21.)

364) 행정관리범죄학(administrative criminology)은 위험관리기법과 범죄심리학을

결합하여 치안, 교정정책에서 활용을 모색한다. (김한균, 형사학자의 정책참여와

비판의 과제, 170.)

365)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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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and participation)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자료에만 의존한 평가일 

경우에는 형사정책 발전에 긍정적 기여도 못한다.366)

둘째, 계량적 성과측정과 위험관리기법이 결합하면 한정된 형사사법 인

력과 자원이 CCTV 설치관리, 비행청소년, 질서범죄 등 대상 각종 단속, 

범죄예방교육 업무에 치우친다. 지역사회에 범죄위험성을 알리고 질서와 

안전 홍보와 교육활동을 강화할수록 일상 속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

려 높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367) 정부 범죄방지 활동이 성과지표 달

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대상삼아 일방적으로 시행될 때 초래되는 부작용

이다. 

셋째, 형사정책 대상은 계산된 위험수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

람, 범죄자다. 결국 사회적 위험 제거 또는 관리체계에서는 사회복귀해서 

재통합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위험요소를 가진 특정 집단 일원으

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행형체계가 개연성 예측과 통계적 분류

로 전환한다.368) 현실적으로 재사회화정책을 축소하고 사회배제정책으로 

변화한다.369)

넷째, 위험관리 형사정책에서는 이전까지 권한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던 

형사사법기관과 보안기관간 연계와 통합이 추진된다. 민간 전문가와 유

관 정부기관이 결합된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권한은 확대 강화된다. 관련

정보도 공유해서 활용도가 높아진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위험현상에 맞

서 통합연계 방식의 유연한 대응이 효과적이리라는 기대 때문이다.370)

하지만 형사사법체계에서 권한과 기능의 구분, 정보관리의 분산은 효과

성보다는 정당성 때문이다. 권한과 기능이 통합되고, 정보까지 통합된다

면 책임을 묻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형법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

기관의 통합연계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내용과 

366)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5.

367)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7.

368)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6-157,

174.

369) E.McLauglin, “Actuarialism”,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Sage,

2001): 5-6.

370)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3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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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연계와 협력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일반론에서 착안

한 협치적 형사정책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협업과 연결망과 시민참여를 

내용삼아 구성된다. 

2. 위험사회 형법의 전개

(1)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형법론

위험사회와 안전형법 논의는 대체로 한국 사회의 시점과 지점을 특정하

지 아니한 채 일반론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대 한국사회 형사정책 추세

와 현안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유효한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논의인

가? 한국사회 역시 사회해체와 개인고립의 불안, 삶을 조망하기 어려운 

막막함, 위태로워져가기만 하는 사회적 형편 속에서 여느 선진산업사회 

못지않게 상시적 불안이 퍼져있다. 그런데 현대 서구사회 변동 경험에 

바탕을 두고 불안사회와 안전형법을 설명하는 생활세계 다원화, 삶의 조

망, 개인화, 신자유주의, 삶의 필연적 구성부분으로서의 위험, 안전을 중

시하는 삶 자체가 불안전을 생산하고, 불안이 사회를 통합한다는 따위의 

이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한국사회 변화와 형사정책 논의에 수용할 

만하지는 따져볼 문제다.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편적 비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 변

화에 대한 구체적 전망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371) 한국사회 현실에 부

합되는 설명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첫째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

할 때 위험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차이가 있다. 둘째, 세계화, 신자유주

의, 사회해체 등의 사회적 변화 앞에 개인화된 불안이 사회를 어떤 방향

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설명 태도는 불안감정과 안전욕구에 갇힌 수동적

이고 개별적 개인만 볼 뿐, 공동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참여하

는 시민에 대한 관점이 없다.

살펴보면, 위험사회 형법론에는 사회통제와 안전확보에 형법이 여전히 

371)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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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수단이라 보고, 위험사회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형법 개념과 틀

을 일부 포기하거나 재구성해서 대응하자는 관점이 있다. 반면 형법을 

전통적인 핵심내용의 형법으로 축소정비하고, 위험사회 대응은 새로운 

개입법 (Interventionsrecht)에 맡기자는 관점도 있다.372) 시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변함없이 보장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별하고 확대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재구성된 형법도, 개입법 신설의 

방향도 모두 검토 가능하다.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해서 책임원칙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추상적 행위요청을 형사제재로 뒷받침하는 기능

적 형법으로의 확장변화를 뜻한다면 명분은 재구성일지라도 실질은 근대 

형법의 포기나 다름없다. 위험사회 대응을 형법영역에서 분리해서 행정

법, 민사법 차원에서 해결하는 대안 역시 문제를 형법 밖으로 옮기는 것

이지 실제 해결은 못된다. 한국 사회 형법은 근대 형법의 원칙을 공고히 

정립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사회 변화를 수용하는 이중적 과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한국 형법의 ‘전통적인 핵심내용’은 아직도 세워가는 중

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위험사회 변화현상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이 현실 현안이라면, 현대 형법과 형사정책의 합리적 발전 계기가 

될지, 반대로 법치국가 형법의 위기를 초래할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는 안보가 개인 자유를 뛰어넘는 절대적 가치로 기능

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강력히 통제해 온 근대 경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동시에 서구 선진국에 못지않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으로 인

한 탈근대적, 현대적 사회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

고 사회가 변화해 가는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경로가 주어져 있지는 않

다. 그런 만큼 압축성장을 돌진적으로 이뤄낸 한국사회를 비정상이라 규

정지을 필연적 이유는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위험과 당대 현안

으로 가중된 위험 앞에 안전요구와 불안감, 국가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임은 틀림없다. 때문에 한국적 위험의 특수한 현실을 

가리켜 ‘이중위험사회,’ ‘총체적 위험사회’ 또는 ‘후진적 위험사회’ 라고 

372)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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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붙인다. 전근대적 위험이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화 결과로서 

위험과 파행적 성장과정에서 초래된 위험이 복합되면서 고위험과 복합위

험의 사회에 이르게 된 셈이다.373) 따라서 한국 사회 위험형법과 형사정

책은 근대 법치국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현대 한국사회 고유의 복합위

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과제를 겹겹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더 이상 정

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374)을 정부

도 국민도 뼈아프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안전형법을 구상함에 있어서 ‘정부 조직에 의해서는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협업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

할’375) 논의가 빠질 수 없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의 현실적 요청을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모형으로서 구체

화한다.

(2) 위험사회론의 형사정책적 의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범죄와 위험이 상존한다. 그래도 지금 이 곳의 

위험이 가장 불안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 위험의 특징은 실제 위험도 

증가하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도 늘어났으며, 지금도 불

안하지만 장래 더 위험해 지리라는 염려가 현대 사회 시점과 공간 안에

서 뒤섞이면서 강화된다는데 있다.376) 그 불안과 염려에는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정부의 안전보장 기능에 대한 불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불신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안전요구에 따라 확대강화

된 형사사법과 안전체계가 실제 범죄방지와 안전유지에 효과를 거두지 

373)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38,47,83-84.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65.

374)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9, (국회입법조사처:2016):1

375)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1.

376)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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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불신이다. 다른 하나는 안전요구를 근거로 확대강화된 형사사

법과 안전체계가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침해와 차별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는 불신이다. 안전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강화 요구, 한정된 형사사법자

원과 형사정책적 효과에 대한 비판, 형법 확장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는 

속에 현대 형사정책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살펴보면 위험사회론이 형사정책에 의미하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현

대 과학기술사회가 가져올 위험은 전혀 새롭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위험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위험을 예방해 안전을 

확보하는데 형법과 형사제재가 효과적 수단이다. 셋째, 위험을 예방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응할 현대 형법 구축을 위해서는 근대 법치국가적 보장 

완화도 필요하다. 

위험사회론에 근거한 형사정책은 규제기능화, 법익개념 완화, 추상적 위

험범 확대, 상징형법 확대가 특징이다. 즉 위험 예방과 규제 기능이 강화

된다. 환경, 금융, 의료, 제조물, 사이버 등의 영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형사특별법은 형법이 광범위한 예방 도구로 전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회적 유해성에 이르지 아니한 사회적 위험성도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위험예방을 위한 형법의 선제적 투입을 위해 추상적 위험범 규정이 늘어

난다. 일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상징적  수단으

로 변화한다.377)

위험사회론 맥락에서 볼 때 법치국가 원칙은 국가 활동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지, 국가가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내용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 형사정책 프로그램에 대

한 비판의 내용적 근거가 법치국가원칙 논증뿐이라면 대안 없는 이상으

로만 남게 될 수 있다.378) 문제는 범죄와 위험에 정당하고도 효과적으로 

377)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22-23.;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

무변화”, 형사정책 24(2)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112-114.;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아주법학 4(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08-210.;

하태훈, 21세기 한국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143.; 허일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비교형사법연구 5(2)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03): 211.; Winfried

Hassemer, Strafrechtspolitik, 배종대/이상돈 편역, 형법정책, (서울:세창출판사,

1998): 200-202.

378)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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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형사정책, 위험규제를 위한 형법 개입을 기대하는 시민

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형사정책이다. 위험사회 형법모형

에 대한 우려는 많으나 위험사회 경향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법치국가 원칙의 본질은 인간 존엄과 자유

를 지키기 위함이다. 실제 존엄과 자유를 누려야 할 시민이 일상생활에

서 경험하는 내용과 평가를 살펴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형

법 현실 속에서 개인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

구자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는 서로 원칙과 현실을 함께 살피며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2) 안전사회와 형사정책

위험사회에서 새롭게 대규모로 나타나는 위험은 실제 안전현실과 관계없

이 주관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체감하는 두

려움과 불안감에 주목하는 불안사회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다. 이 개념은 

불안감이 해소된 상태를 안전사회로 보도록 만든다.379) 현대과학기술에 

따라 새롭게 등장했거나, 어떻게 실현될지 알 수 없을 재난과 위험이 있

는 한편, 종래의 재난과 위험이 현대생활형태에 따라 가중되거나 예방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한 안전정책은 적극적으로 예방수단에 투자

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기반을 강화하는 정책과, 

형법적 수단으로 위험원 (危險源)을 사전제거 내지 억지하는 정책이 있

다. 실제 위험원의 실현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은 드문 일이지만, 단 한 

번의 사태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신뢰는 증발되고 광범위한 불안이 폭증

한다. 투자와 기반구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시적 효과가 쉽게 드러

나지 않지만, 위험원 내지 위험한 자에 대한 처벌과 격리는 불안감 일시

적 완화에는 보여줄 만한 성과가 된다. 불안감과 안전욕구가 일반적인 

사회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면 더 자주 형법적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이

379) 김재윤,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

연구 7(1), (비교형사법학회, 2005): 33.;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52.;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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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 

하지만 불안사회를 지양하고 안전사회를 지향한다고 해서 위험을 근절하

고 차단한 안전상태가 형사정책 과제가 된다면 그 자체 또 다른 측면의 

위험과 불안을 낳는다. 정작 형법 개입이 약속한 안전은 확보하지 못하

면서,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380) 형법의 과도한 개

입은 시민 자유 축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법치국가 형법 이해의 타당

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다.381) 하물며 안전의 형법적 관리를 주장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유 제한도 감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더

욱 경계해야 마땅하다. 법치국가 형법 전통에서 안전은 형법이 보호할 

법익이라기 보다는 행정법이나 경찰법 영역에서 관리할 문제였다. 안전

은 불안요인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이지, 그 자체 보호법익이기 어렵다는 

뜻이다.382) 안전 가치가 형법을 확장하고, 형법과 경찰법의 경계마저 허

문다. 결과적으로 형법과 경찰법, 행정법이 사회안전 목적아래 통합된 안

전법이 등장하게 된다. 안전법은 형법보다 앞서, 다시 말해 범죄발생 이

전에 잠재적 불안지점까지 국가개입의 길을 열어준다.383)

안전이 강조될수록 종래 시민사회 자율이나 시장원리에 맡겨두었던 영역

까지도 국가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안전법 현상에서 우려할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안전법은 안전에 대한 시민 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은 국가와 시민이 협력해 대처해야할 사회적 과제인데도, 안전 문제

가 개인화될 수 있다. 누군가는 잠재적 위험인물로 배척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한 각자의 법적 책임으로 쪼개지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위험사회의 현실적 반대말은 안전사회가 

380)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46. ;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207.;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29.

381)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70.

382)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75-176.

383) Ulrich Sieber, Komplexe Kriminalität und Strafrecht in der

Weltrisikogesellschaft, 2009, 김한균 외 역, 전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145.;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52.;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

리, 13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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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위험관리사회다.384) 울리히 벡 (Ulrich Beck)에 따르면 현대화 내

용의 불가결한 일부이면서 체계적으로 생산된다면, 위험은 해소보다는 

관리대상이다. 위험관리 과제는 국가와 시민이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감

수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우선 관리할 것인지 대화하여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낼 때 대처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와 합의에 참여하려면 

시민 스스로 사회위험현안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385)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과제는 새로운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한 범죄결과가 실현되기 전단

계 위험까지 예방적으로 예측·관리하는 두 가지 차원이다.386) 그 과제에

는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인과 수용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위

험관리 형사정책에서도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일정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3) 안전욕구의 민주적 실현 

불안감정과 안전욕구의 내용과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

다. 때문에 ‘위험형법’이라 지칭되는 과도한 형법개입의 현실 내용과 결

과는 자의적(恣意的) 개입이거나 효과 없는 개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데 위험형법 효과는 의문 대상이지만, 결과는 비교적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시민 자유를 침해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형

사사법자원을 낭비한다. 물론 시민의 불안감과 안전욕구를 달래 준다는 

상징적 효과를 들어 ‘상징형법’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위무(慰撫)에 동원

되기에는 형법은 그야말로 과도하게 침해적이고 값비싼387) 수단이다.

불안감정과 안전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황은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 가능하다.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이다.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기도 했

384)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Suhrkamp, 1986)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

성을 향하여, (서울:새물결, 1996): 53.

385)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53.

386)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43-44.

387)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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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존 존재하지만 알지 못했던 위험원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 준

다. 새로운 위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위험발

생을 납득할 수 없는 시민은 실재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된다.388)

위험에 대한 소통은 사회적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 확산의 신

속성과 대규모성으로 인해 안전욕구가 높아질수록 불안도 늘어나는 안전

욕구와 불안감정의 자기증식성 악순환에 빠진다.389) 시민이 공적 영역으

로부터 소외되는 현상 또한 중요한 문제다. 중앙집권화된 관료주의 국가

에게 투표 외에는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한 시민은 무력하고 불안하

다.390) 이러한 무력과 불안은 특히 형사정책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과자, 비행청소년, 이주민, 성적 소수자를 배척하는 배제의 형

사정책(exclusive criminal justice policy)이 그것이다. 불안의 원인을 사회

적 약자에 돌리고, 위험을 개인문제화 하면, 위험을 낳고 지속시키는 구

조적 요인은 결과적으로 은폐된다. 위험사회 정치의 특징이다.391) 현대 

사회 불안과 안전욕구 자체가 자유와 안전에 대한 또다른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을 개방하고 확대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민주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위험상황이 과장된 측면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만연된 불안이 허상

일 수 있음을 ‘폭로’해서 범죄와 위험에 대해 국민이 가진 잘못된 관념

을 해체할 수 있다는 주장392)도 나온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관적 

감정이며 과장왜곡에 취약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

을 경우 정치적 호소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폭로하면 해체될 수 있는 

실체 없는 대상만은 아니다.393)

388)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202, 217.

389)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61.;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

전사회, 35.

390) Charles Taylor, The Malaise of Modernity, (Toronto:Stoddart, 1991), 송영

배 역, 불안한 현대사회, (서울:이학사, 2001): 19-20.

391)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90-91,

126.

392)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68.

393) 김한균, “법질서와 안전사회 담론의 법적 고찰”, 학술단체협의회 편, 법질서와

안전사회, (서울:나름북스, 201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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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10년과 2012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 중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이 국가안보와 함께 가장 높은 수

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범죄를 한국사회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 인식

하고 있다.394) 각각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와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한국인 비

율은 25.2% 이른다. 미국 19%, 일본 35%, 독일 30%에 상당하는 수준이

다.395) 실제 범죄발생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396)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미다.397)

게다가 폭로나 해체 주장 역시 시민을 일방 대상화하는데 머문다는 한계

가 있다. 앞서 전문가중심 형사정책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 내용처럼, 위

험이 허상이라는 식의 전문가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보다는 위험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형법과 

형사정책은 민주주의 요소, 즉 의사형성과정에서 소통과 참여가능성의 

개방398)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성찰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대중영합적인 형법과잉 정치의 구실이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

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민

사회가 축적해 온 참여 전통과 민주적 역량을 떠올려 본다면 낙관적 전

망을 해 볼 수 있다. 위험사회를 본격적으로 성찰하게 된 것도 민주화 

진전 덕분이다. 이른바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이 

‘위험인물’로 낙인찍혀 형사사법기관 통제를 받았다.399) 이제는 불안한 

개인으로 흩어지거나, 대중영합 정치에 휘둘리기 보다는 함께 안전한 공

394)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37-38.

395) Jan Van Dijk/John Van Kesteren/Paul Smit/Tilburg

University/UNICRI/UNODC, Criminal Victimis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ey Findings from the 2004-2005 ICVS and EU ICS, (The

Hague: Ministry of Justice, 2007):131; 김지선 외,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

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240.

396) 김한균,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71-72.

397) 김한균, 법질서와 안전사회 담론의 법적 고찰, 91.

398)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0.

399)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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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나설 시민 역량을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

정리하면, 위험사회로 변화과정에서 안전을 내세워 개인 자유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고, 국가가 시민자율 영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시민에게 안전책임을 짊어지워 동원할 수 있다는 비

판적 지적은 한국사회에서도 현실호소력이 있다. 그렇다고 위험형법 내

지 안전법 논의를 비판하고 ‘위험사회에서 과중하게 떠맡았던 임무를 내

려놓고 다시 전통적인 형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400)고 단정해서는 현대 

형법과 형사정책이 할 바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불안감정과 안전욕구 밑바탕에 법치, 질서, 평온과 같은 사

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가치가 엄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신뢰 보장, 더 효과적인 보호는 형법과 형사정책

의 마땅하고도 중요한 임무다. 법이 다스리고, 질서와 평온이 유지된다는 

신뢰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의 하나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범죄 

방지와 피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

해 각 개인은 두려움과 영합대상인 ‘대중’ 속에 흩어져 있지 않고 공동

체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과 함께 모일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시

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모형이다.

(4) 위험관리 형사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현대 위험사회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두 가지 정책적 관점을 살펴

보았다. 위험산정-관리주의 형사정책이나 행정관리 형사정책 관점에서는 

위험요인을 분류, 계량화하고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한다. 새로운 위험원에

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감수할 수 있

는 수준까지의 통제를 모색하는 관점도 있다. 두 관점 모두 현대 사회 

위험을 부인하려 들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인정한다는 점, 위험을 적정수

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낙

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위험을 부인하고 안전을 구실로 형법의 과

400) 김혜경,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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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확장을 막는 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현대사회의 중

요한 변화 국면에서 전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경향으로서 효과성을 지향

하며, 후자는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위험관리(risk-taking) 형사정책으로서의 틀과 방향을 전향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적 통제 강화가 반드시 형

법 남용이나 정치적 이용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위험관리를 위한 유연

한 정책대응을 구실삼은 시장논리가 법치국가를 위협한다고 규정할 일만

도 아니다. 위험관리를 위해서 구금형이 투입되어야 할지, 다른 형사제재

로 충분한지, 궁극적으로 형법이 정당하고도 효과적으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검토를 정부와 전문가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지 까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위험관리의 두 관점이 합일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 있다. 위험관리

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민주적 참여 내지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관리주의 형사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향성과 관련하여 고객 관점 반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민참여

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 형사정책은 위험 평가

와 관리 과정 민주화를 강조한다. 그 핵심내용인 민주적 소통은 시민참

여뿐만 아니라 분립된 전문영역 전문가들 사이의 소통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문화된 개별 영역에 상호폐쇄적인 전문가들로 인한 불

통문제는 위험관리체계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시민의 상식적 

관점,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에 공개된 민주화된 위험관리체계

는 정당성과 효과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401)

살펴보면, 위험이 삶의 일부가 아닌 사회는 없다. 위험을 삶의 필연적인 

구성부분으로 여기고, 위험사회를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해법을 찾아

야 마땅하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형사정책은 과학기술의 예측 어려운 위

험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조직범죄를 비롯해 전통적인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확장되어 

401) Pat O`Malley, Crime and Risk (London:Sage, 2010): 93, 95.; 김한균, 현대과

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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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형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광범위한 불

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형법에 기대하게 된 결과다. 위

험사회 형법 전개는 두 가지 측면의 원인이 있다. 형법 역할이 사후적 

대응에만 머문다면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범죄발생 위험을 넘어 위험 예방과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에 형법이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믿는 사회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402)

위험형법 내지 안전형법론에 따른 추상적 위험범 규정확대나 상징형법적 

입법 현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잉범죄화로 범죄방지 역할은 하지 못하

며, 형사사법기관 집행상 과잉처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

치국가 형법을 훼손한다는 비판403)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도 위험에 대한 만연된 불안 때문에 형벌이라는 확실하면서도 상징적인 

수단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위험형법의 반법치국가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다는데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 형법 전개가 계속된다면 형사정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살펴보면 위험사회 특유의 형법 전개가 사회현실을 일정 반영한 현상임

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위험사회 형법론이 빚어내는 ‘위험’은 직시해야 

한다. 첫째, 자유를 보장하는 형법과 안전을 보장하는 형법이 별개이거나 

대립관계일 수 없다. 그럼에도 시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국가적 보

장원칙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형법의 효과적 실현에 장애물인 것처

럼 왜곡한다는 점이다. 둘째, 위험사회 형법론에 특유한 도구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특성이 법치국가적 보장원칙을 실제로 위협한다는 점이다.404)

402)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변화, 110,124. ;박광민/이성대, “위험

사회의 등장에 따른 형법의 대응” 성균관법학 18(3) (성균관대학교, 2006): 517;

김재윤, “위험사회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12(2)

(비교형사법학회,2010): 256.;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

책의 체계와 원리, 108.

403)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변화, 113-114.; 이용식, “위험사회에

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형사정책 13(1) (형사정책연구원, 2001): 44.;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214-216.; Winfried Hassemer, 형법정책,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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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험사회 형법론의 부정적 효과는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다. 위험사회론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위험의 특징이 모든 사회구성원

들에게 편재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회현실은 빈부격차와 소외

로 균열이 나있거나 높낮이가 심하다. 비유를 들자면 사회경제적으로 불

평등한 상황에서는 편만한 위험의 물결마저도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에 이르러서는 더 깊이 흘러들어 더 깊은 위험의 웅덩이 속에 

잠기게 한다. 마찬가지로 위험사회 형법론에 따른 형법 효과는 균일하게 

확장되지 아니한다. 배척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게로 주로 향한다.405) 위

험을 해소하려는 수단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는 역설406)이다.

또한 생각건대, 위험사회 형법론의 반법치국가적, 자유적대적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검증은 현실적으로 위험관리 

형사정책 구성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위험관리 형사정책은 현대 

사회의 복합적 대규모 위험현상과 사회적 안전욕구를 정책대상으로 삼

고, 효과적 정책수단으로서 형사제재를 투입하거나, 형사제재 대안을 제

시하고, 정책집행에 있어서 형사사법자원 이외 국가, 지역사회, 시민 자

원과 협업 및 연계도 모색한다. 이로써 위험관리 형사정책은 위험형법론

의 법치국가적 위험을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해결하려는 차원을 확보한

다. 특히 지역사회, 시민과의 협업과 연계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구상

은 형사사법의 지위가 변화하는 새로운 국정원리(governmental principl

e)407)라는 의미차원도 가진다. 이처럼 위험관리 형법의 지평은 협치적 형

사정책의 구상과 연결된다.

위험관리 형사정책, 그리고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상은 범죄방지와 피해

회복의 사회안전 맥락을 살피고, 정책수단으로 형사제재 뿐만 아니라 여

타 사회적 수단과 사회자원들을 연결하는 방식까지 고려한다. 이처럼 더 

404)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72.; 이승

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변화, 113-114.;하태훈, 21세기 한국형사법

학의 과제와 전망, 148. 153.

405)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90.

406)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27.

407)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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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시야와 더 유연한 태도는 위험형법이나 안전형법론 문제점을 비판

한다고 해서, 현실 문제의식마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위험

사회 형법론의 허상을 거둬 내고, 여전히 실현 못한 법치국가 형법을 반

성한다고 해도, 당대의 불안과 불신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불안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의 정서다. 마치 손발이 묶인 듯, 범죄를 막고 범죄피

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무

력감이다. 불안사회 정도가 아니라 ‘분노사회’408)에 이를 수도 있다. 

반면 위험관리 형사정책 구상은 낙관적 측면이 있다. 위험을 인식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다양한 국가기관과 시민이 함께 성찰하고 협력하여 대

처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다룬다면 독창적

인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함께 올바로 다룬다

면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09) “과학의 발

전에 따른 불확실성을 자각하는 것은 인간 삶의 새로운 모습이고 좋은 

점도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증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

서 어떻게 성찰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갖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은 제

한되지만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내린 결정의 

위험요소를 수용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근대적 삶의 창조적 힘이 있다

.”410)

정리하면, 범죄문제의 대중정치화, 위험사회 형법 현상과 그에 따른 형사

정책과 제도 변화는 주로 20세기 중후반 영미국가라는 시간적ㆍ장소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도 상당수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이기도하기 때문에, 그 맥락의 차이와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에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408)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46.

409)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45.; 울

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은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위

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낙관적 전

망을 보여준다. (같은 책, 53.) “위험사회가 고통받는 인류에게 가져다 준 불확실

성의 다른 측면은 산업사회의 한계, 근대성이 약속한 평등, 자유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다” (Ulrich Beck, 위험사회, 355.)

410) 대담 울리히 벡, 한상진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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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과 각 국에서 진행

되고 있는 범죄문제의 대중정치화, 위험사회 형법 변화양상을 ‘안전기획’

의 틀로써 분석해 본다. 안전기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모

형의 형사정책이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모

색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와 안전기획

1. 국정과제와 안전기획

2013년 이래 현 정부의 14개 국정추진 전략중 하나는 ‘국민안전’이다. 이

에 상응한 국정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 중 23개에 달한다. 여타 전략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국정과제를 설정한 만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직

전 정부의 국민안전 관련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틀과 비교해 볼 때 안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관련정부기관의 협업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

다.411) 국정과제는 5년 단위로 정부의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 그리

고 관련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대의 ‘안전기획’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국민안전 전략 관련 23개 국정과제와 그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주관하거나 협업하는 9개 과제를 정리한 표다. 

[표] 국민안전 분야 국정과제추진체계 [2013-2016년] 중 형사사법기관 유

관과제 및 추진계획 412)

411)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20개 국정전략 중의 하나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정하고, 5개의 관련 국정과제 (16. 재난관리체계 통합,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

로 낮춤)를 제시하였다.

412) 국무조정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 (국무조정실, 2015) 자료를 기초

로 분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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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주요추진계획 주관부처 협업부처

76.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

회

1.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2.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

계 강화

3,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5.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

자립 지원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문체

부/교육부

77. 가정폭력 방

지 및 피해자 보

호 강화

1.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2.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

화

여성가족부
법무부/경찰

청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

경 조성

1.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

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2.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 및 학

교시설 안전 강화

3. Wee프로젝트413) 확대 및 전문상담

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

화

4.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

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5.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안전처/경찰

청/법무부 

79. 먹을거리 관

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1.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2.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3.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

스템 강화

4. 생산‧제조단계 식품안전관리 강화

5.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6. 급식소 위생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7.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무부/농림

축산부/해양

수산부

80. 아동인권 보

호 및 건강한 성

장･발달 지원

1.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2. 드림스타트센터414)의 전국 확산 및 

통합서비스지원 기능 확대

3.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제

도 운영 내실화

4.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

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법무부/여성

가족부

82. 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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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지원 강

화

원 강화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및 지원시스템 강화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

현

1.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

2.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법집행의 공

정성 제고

3.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4. 사고기업의 철저한 재산환수와 처

벌강화

법무부 교육부

84. 민생치안 역

량강화 기반 조

성

1.경찰 법집행의 책임성․공정성 강화

2. 경찰 인력증원 

3. 보수․수당 현실화 

경찰청 행자부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

진화

1. 버스, 택시 등 안전도 향상

2.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

상자 줄이기 추진

3.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 및 

안전인프라 확충

4.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진국 수준 안전성 확보

5. 차량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안전기술 확산

6. 국가항공안전체계 확립

7.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첨단 

해상안전 시설 구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상당한 분량의 자료임에도 열거·제시한 이유는 안전기획의 범위와 대상

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또한 유관기관의 협업이 다각적으로 필

요한지 예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가 안전기획의 방대한 틀 속에서 

정작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특히 형사정책에 

부여된 기능과 그 위치의 적절성 또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책 기획에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은 안전 내지 국민안전이

라는 표지로 묶인다. 이를 안전문제의 형사정책화라고 볼 단계는 아니다. 

413)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 (https://wee.go.kr)

414)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http://www.dreamsta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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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광범위한 안전문제의 보장수단으로 형사법이나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실이지만, 형사사법이 안전

기획을 우선적으로 주도할 정책 의도나 체계적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안전기획의 큰 틀안에서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

관의 체계적인 협업과 업무분담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안전분야 국정과제 추진체계는 부분체계마다의 중복을 통해 더 

두터운 안전망을 조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복적 정책집행이 낭비라

고만 보기 어렵지만, 부분체계 사이의 빈틈을 고려하거나 필요한 지점에

는 중첩적으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만큼 조정체계를 두고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개별과제마다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주관부처와 협업부처를 복수로 

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관련 ‘Wee프로젝트’, 아동안전 관련 ‘드림스타

트센터’, 그리고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86) 

과제의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415) 구축 계획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한 안

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민안전 정책과제 영역이 점점 더 확

장되고 세분화되면서 중앙정부기관간 협업, 중앙과 지방간 협업, 공공과 

민간부문 협업이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416)

따라서 안전기획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이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결망과 협업에 관한 체계적 관점과 법제

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협치적 형사

정책 구성요소로서 논의한다.

415) 위험으로부터의 지속적ㆍ일상적 보호를 위해 생활주변 곳곳에서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 및 장치,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위험 및 위협에 대해

생명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활동. (김건위,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21-22)

416) 참여 정부(2003-2008년) 100대 국정과제는 특히 12.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26.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28. 중앙-지

방,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등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직접적인 안전

과제보다는 76.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77.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

층 보호지원 강화와 같은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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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정책 기획과 추진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연재해 대처 실패를 포함한 대형사고 등의 인재(人

災) 외에 국민안전 현안 중 정부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문제

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문제가 아닌 때가 없었

고, 최근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악화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 사회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두

려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았다. 그만큼 다시 한

국 사회발전과 안전정책 및 제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지라 할 수 

있다. 현 정부 국민안전 분야 국정과제에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가 중점과제로 제시되어 있

다. 

(1) 성폭력

정부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국정과제 76) 2015년도 추진실적보

고 자료에 따르면, 군, 학교 등 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내

지 성희롱 근절정책 집중추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관리 강화, 아

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피해자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성폭력·성희롱 예

방체계 강화 및 국민인식 개선, 성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성매

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를 주요추진 실적으로 제시

하였다. 성폭력분야 추진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전담조직(검찰청 성

폭력 전담반, 경찰청 성폭력 전담수사팀) 구성을 통한 전문화, T/F조직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T/F, 아동·여성대상범죄 전담검사 T/F) 구성을 

통한 특화, 기관간 협력(전자감독 협의회,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한 협업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을 

강조하되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성문화센터’41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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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현장에서 전문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

년, 학부모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민·관교육플랫폼’의 사례다. 즉 여성가족부-법무부-문

화체육관광부-교육부-경찰청 부처간 협업체계 뿐만 아니라 ‘민관협업’을 

강조한다. 다만 장애인과 노인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민간단

체와 공동 캠페인 개최 등의 실적정도에 불과하여 협업의 체계나 프로그

램이 구체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둘째, 특정 범죄 방지와 단속을 위해 지역 중심의 정책연결망 구축을 추

진한다. 예컨대 성매매 집결지 지역 중심으로 전국 16개 ‘성매매방지 네

트워크’418)를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이 참여하여, 집결지폐쇄 추진전략과 실현방안, 각 

기관간  역할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집결지 폐쇄 공론화를 추진한다. 18

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419)이 성매매집결지 폐

쇄 추진 로드맵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시달하면, 각 

지역 중심으로 ‘성매매방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

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형태다. 기존의 행정조직망을 

통한 정책전달체계의 획일성과 수직성을 벗어나 특정 범죄방지와 피해회

복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기관간, 중앙과 지방기관간,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간 일종의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연결망(network)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가정폭력

정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국정과제 77) 2015년도 추진

4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

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로서, 2016년 10월 현재 전국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http://wesay.or.kr/centre_list. 2016년 10월 4일 검색)

4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mo_newsletter/56096. 2016년 4월

25일 검색)

419)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1_05_03.jsp. 2016년 10월 4일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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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요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가정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

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가정폭력분야 추진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역시 전담조직(경찰청 여성ㆍ청소년 전담수사팀, 가

정폭력전담경찰관) 구성을 통한 전문화, T/F조직(가정폭력솔루션팀) 구성

을 통한 특화, 기관간 협력(가정폭력피해아동 지원실무협의회) 통한 협업

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의 범죄특성상 형사사법기

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특히 강조한다.420) 협업기반 마련

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합동워크숍, 여

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보호단체 및 시설 대표자 

간담회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는 하지만, 법제기반과 구체적 협업프로그

램 없는 회의만으로는 협업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둘째, 경찰과 피해자 상담보호기관간의 민관 협업체계, 형사사법기관과 

가정폭력방지 기관 사이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조한다. 간담회 등 수

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가정폭력 유관기관

과 단체 사이의 상호불신과 소통부재가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정

책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인적교류와 정보공유 만으로도 협업의 

의미는 인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경우 가정폭력전담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상담원, 의사, 변호사 등 민

간전문가와 피해자보호 민간활동가로 구성된다.421) 공동사례회의를 통해 

피해가정에 대해 상담부터 치료와 법률지원, 경제적 구호에 이르는 일관 

종합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고위험군 가

정폭력 가해자·피해자 선정, 회의 주최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구조

금, 이혼상담 등 법률지원 ·피해자 의료지원 · 상담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42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정책 체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2a.jsp?viewfnc1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016년 10월

4일 검색)

42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솔루션팀 운영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정책자

료, 201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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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기초수급 대상자 등급 상향조정 ·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지원을 

맡는다. 특히 공동사례회의는 지역사회 각 기관과 단체마다 폐쇄적으로 

다뤄왔던 정보가 공유되는 기회다.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일관되고 체

계적인 정책지원을 가능케 하는 정책연결망의 발전적 가능성을 보여준

다. 

3. 안전기획의 법제화

최근 한국사회 안전기획에서 부각되는 요소는 예방, 협업, 민관협력, 연

결망이다. 이러한 경향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기획과 예방책무

현행 안전기획 관련법은 범죄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법

적으로 재확인하되, 그 내용에 예방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가정

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아동복지법422)과 장애인복지법423)은 ‘예방’과 ‘방

지’라는 용어를 함께 규정한 경우다. 해당 범죄특성상 범죄유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책은 예방, 재범과 재피해자화에 대한 대책은 방지로 구

분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

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

육 및 홍보’(동조 제2호),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5호)가 포함

된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

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책

무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422)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다룬다. (제3조 7호, 7호의 2).

423)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다룬다.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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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학

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장애

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치의무가 있다.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책무를 진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같은 항 제2호, 제6호)

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 가해자나 피해자

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다. 범죄예방으로서 유해

환경 개선은 이하 제4장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법적 기반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2) 안전기획의 협업과 민관협력 

안전기획관련 입법에서 협업과 민관협력 관련 법규정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협력의 책무를 규정함

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의 당사자가 된다. 범죄피해자보

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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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협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둘째, 국민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협력할 책무를 지므로 협업의 당사자이면서 민관협력의 참여자가 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협력과 협조 수준에서 민관협력을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 즉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시민을 정책 당사자가 아닌 정책수행의 보조역할

에 한정한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

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여기서의 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관점에서 민관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의미를 넘어 시민이 책무의 당사

자로서 참여하는 적극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이자 책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4조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

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와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

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과 민간의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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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할 책무가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또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동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육성·지원할 책무가 있다. 청소

년보호법424)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 등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다.

(3) 안전기획의 정책 연결망

안전기획과 관련하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

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은 해당 형사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

축함에 있어서 정책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하여 협업과 정

책연결망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

자보호위원회를 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424)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학대를 다룬다. (제2조 제3호 내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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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

2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

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

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안전기획 관련 정책 연결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의 구조로 이루

어진다. 각종 위원회 형태의 정책연결망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안전기획 정책연결망의 법

적 기반은 해당 정책연결망의 취지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에 대

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방지정책과 피해자보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지역사

회 현장에서의 정책연결망을 구성, 운영하는데 내용까지 담는데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제3절 안전거버넌스의 발전

2013년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였다.425) 한국사회에서 안전분야 거버넌스 정책모형은 

‘안전관리 민관협력’ 명칭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이어

지면서 ‘정부실패’를 넘어 국가의 부재426)마저 절감하던 시기와 맞물린

다.

위험거버넌스 내지 안전거버넌스는 안전관련 판단과 결정 맥락에 거버넌

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11994호) 제12조의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회], 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426) 김한균,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국가범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본 세

월호참사 대응과제” 민주법학 5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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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핵심원칙을 적용하여 풀어낸 표현이다.427) 안전거버넌스는 안전관

리에서 정부중심 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민관협력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치적 형사정책과 맥락이 통한다. 범죄방지와 공

공안전이 결합된 안전거버넌스의 확대는 형사정책을 그 일부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다만 형사정책의 안전정책화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범죄방지를 통해 안전을 지향하되, 형사제재가 주요 수단이므

로 법치국가적 제약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협치적 형사정책 관

점은 안전거버넌스를 수용하면서도 형사정책의 고유한 영역을 구분한다. 

이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안전공동체, 안전거버넌스의 민주적 차원과 국제

적 차원을 살펴보고, 형사정책을 협치적으로 재구성하는 의미를 비교법

제도적으로 분석해 본다.

I. 안전 거버넌스 정책 발전

1. 정책변화와 한계

재난이 대형화·복합화할수록 대응 및 복구 중심에서 예방 및 대비 중심

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관점

이 변한다. 즉 지시와 통제·감독에서 협력과 지원·연계 방식으로의 변화

다. 재난관리체계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428) 정부주도 재난

관리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의 재

난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정부가 결정 및 통제자로 역할하기 

보다는 관련참여자 협업수행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

다.429)

427) Ortwin Renn,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Earthscan, 2008): 8-9.; Bruna De Marchi, “Public participation and risk

governance” Science & Public Policy 30(3) (2003):171.

428) 원소연,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연구 :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비교 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6.

429) 원소연,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연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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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거버넌스를 ‘재난관리 민관협력’으로 이해하고, 2013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지역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대비한 정부와 민간기관 공동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수습활동 체계적 지원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 국정

감사에 따르면 민관협력위원회의 성과라 볼 결과가 없다. 특히 ‘세월호, 

메르스 등 여러 재난사고에 있어서도 재난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민관협

력체계나 협력적 대응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430)는 평가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에 대해 민관협력위원회 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였고,431) 정부는 민관협력위원회를 분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앙-지역 민관협력 연계 및 협력체계 기

반구축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며, 재난관련 민간자원정보 풀(pool) 

시스템을 구축, 활용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432)

이에 대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이행실적을 국회입법

조사처가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33)

첫째, 민관협력 특성상 단기간 특정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

정하지만, 정부가 민관협력에 대한 지향목표나 체계적 관점 없이 민관협

력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만으로 법제화하는데 그쳤다.434)

둘째, 그 결과 현행 민관협력위원회는 연간 서너 차례 정도 회의를 여는 

협의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자원참여시민을 관리하는 전국 조직도, 안전

관련 자원참여단체 전국연결망도 이미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 다시 중앙

과 지방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운영한다면 민관협력

의 실질보다는 상징적 기능에 불과한 정책사례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

다. 

430)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보고서 9 (국회입법조사처, 2016): 2; 이훈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5.4 (2015): 127-150.

431)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6-7.

432)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7-8.

433) 배재현,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 13-16, 17-20.

434)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현행 안

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서울대학교 법학 56(1)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5): 158-159.



- 154 -

셋째, 민관협력위원회를 실질화한다는 개선취지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민관협력사업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은 민관협력 강화 

대책일 수는 있다. 민간참여 필요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얻으려면 사업 

계획단계부터 참여보장이 중요하다. 다만 조직초기 단계인 민관협력위원

회가 사업계획 검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다. 

사전협의가 실질적이려면 사업집행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계획 

완료된 사업을 민간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간섭 절차만 

늘어난다.

넷째, 민간자원 정보풀 시스템구축은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여 파악한 

자료관리가 실질이다. 참여 민간전문가의 검증과 관리는 정부와 민간협

력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자

원참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그칠 뿐이라면 실제 문제발생시 기능하기

도 어렵다.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는 특히 민간전문가 및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일반 자원참여자 단체 위주다. 민간분

야 전문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공적 영역에 연계하여 정부와 함께 재

난발생시 대응 가능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관협력위원회가 민간전문자원과 자원참여인력을 관리·지원하

는데 필요한 운영방안이나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 기능하기 

어렵다. 민관협력에서 예산의 구체적 의미는 두 가지다. 예산 없는 정책 

없다.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상징적 형식적 수단에 불

과하고 자원낭비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업 및 활동계획, 운영

규정과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국가예산만으로 민관협력

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언제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정책은 

드물다. 민관협력에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은 바로 국가예산 외에도 정부

의 다양한 자원, 사회적 자원을 동원·배분하는데 있다. 민관 정책협력은 

예산확보와 운영·배분을 중심으로 기획과 운영·관리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수고롭고 어려운 작업이다.   

여섯째, 민관협력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가능한데, 문

제발생시에만 지원요청을 한다면 협력도 어렵고 전문역량부족으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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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도 어렵다.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 운영만으로는 지

속적 상호작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기존 민간자원과의 소통 및 협력관계 지속 뿐만 아니라 발굴과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가 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필요성을 지적하며, 이

에 따라 정부가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다시 정책평가기관이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가면서 안

전거버넌스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어떻게 협력하여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정책목표와 방식과 성

과에 대한 체계적 관점 없이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협

치는 정책가치나 정책내용이 아닌 ‘실행이 없는 헛된 말’이 된다. 

2. 안전 거버넌스의 민주적 차원

앞서 위험사회 내지 안전사회 형법 논의가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른바 현대 위험사회에서 변화하고 또 점증하는 국민의 안전욕

구를 수용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다. 안전욕구의 민주적 실현은 사회적 위험 인식과 태도로부터 시

민의 안전의사 내지 안전이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하

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정책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민주적 안전거버넌스’

라 이른다. 본 연구에서 협치적 형사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안전거버넌스

의 일부를 이루며, 협치적 형사정책의 근본지향이 형사사법의 민주화라

는 점에서 민주적 안전거버넌스는 협치적 형사정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다.

(1) 민주적 안전거버넌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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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론을 구상한 계기는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자

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였다. 자연재해 위험대비와 원자력발전소 안

전운영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위험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대형사고를 막

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최고등급 사고로 기록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사

회는 그동안 자신했던 전통적 안전체계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전통적 위험거버넌스가 

근본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435) 전문가 중심 위험관리 및 안전거버넌

스는 과학적 합리성, 기술적 해결가능성, 공식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의사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핵심 지식을 전문가가 독

점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다. 안전거버넌스에서 전문가주의는 기술정치에

서 민주주의 원리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효율성과 확실성을 근거로 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배제한다.436)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당

성 문제제기와 시민의 불신을 가져온다.437)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한국 정부도 국내 원자력발전소 21개소를 대상

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

과 반핵관련 시민단체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서류검토와 원전직원 면접조

사 방식으로 한 달만에 조사를 마친 뒤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운영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정부발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438) 원자력안

전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학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439) 한국의 원

435) 강윤제,“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 91 (비판사

회학회, 2011): 13-14; 임병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시민사

회의 변화,” 한일문화강좌, 103, 한일문화교류기금, 2015.6.24.

436)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0.

437) Les Levidow, “European public participation as risk governance: enhanc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for agbiotech policy?”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1 (Springer,2007): 20.

438)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연차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 :11-12.

4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46호)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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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안전 위험거버넌스가 전문가 중심이며, 정책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는 특

히 위험도가 높은 기술체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험관리를 맡겨야 

타당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에 기반을 둔 ‘심층방어시스템

(defense-in-depth system)’은 다중 안전장치와 백업장치를 갖추고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신뢰성 있는 체계다. 그러나 정작 실제 

사고발생 당시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

다. 또한 전문기술적 체계가 강화될수록 과잉과 중복을 초래하여 체계 

복잡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전문적이고도 심층적이라는 위험방지 체계가 실제로는 예상을 넘

어 피해를 초래하고, 위험관리체계 자체가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은 위험에 대한 전문가 통제의 허상을 보여준다.440)

한국 사회 원전관련 위험관리 정책에서 시민은 홍보 대상일 뿐 정책논의

에 참여할 주체로 대우받지 못한다. 안전정책 연결망은 과학기술부-원자

력안전기술원-원자력발전소-국제원자력기구로 이어져 있고, 시민 참여나 

감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언론을 통한 정보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통제역할 비중은 더 크고, 그만큼 전문가 중심 체계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게 된다. 앞서 협업 사례로 살펴본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역

주민 중심의 부분적 참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열린이

용자포럼’441)은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442)

과학적 사실이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를 이해한다면 전문가 위주 위험관리 거버넌스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시민참여 제

도적 보장을 통한 협업이다. 특히 전문가 지식을 과신하고 ‘지역지식 투

입’을 간과할 경우 위험예측 오류를 피하지 못한다. 정책실패와 안전거

버넌스 실패 결과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고도의 전문

440)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1-24.

441) http://www.kins.re.kr/

442)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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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 역시 지역지식과 같은 시민지식이 전문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기

여를 한다. 전문지식과 시민지식이 위계와 차이가 있어서 시민참여를 제

한하거나 무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443) 따라서 위험거버넌스의 민주화

로서 실질적 시민참여는 전문가 중심 위험관리체계의 편향성과 폐쇄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444)

정리하면, 민주적 위험거버넌스란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중시하며, 전문지식과 시민지식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통

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체계”

다.445) 비교해 보면, 형사정책 역시 매우 전문적 영역으로서 법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전담이 당연시되고, 시민참여를 형식적 수준에 묶어두고 

그 이상의 민주적 요소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

렵다. 원자력발전 분야만큼이나 전문가주의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은 영

역이다. 하지만 현대사회 형사정책이 당면한 정당성과 효과성 문제를 고

려할 때 역시 민주적 안전거버넌스의 문제의식과 대안모색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지역안전공동체

2013년 정부의 ‘4대 사회악(社會惡)’이라는 용어가 국가안전관리 정책의 

표지가 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범죄와 학교폭력의 소년비행과 불량

식품관련 보건감독행정 문제를 생활안전거버넌스의 문제로 통합해서 다

443)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8-29.

444) Les Levidow, European public participation as risk governance: enhanc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for agbiotech policy?, 45-47.;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

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9-30.;이영희,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 104 (2014): 56-80.

445) 강윤제,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29. 여기서 시민참여는 시

민감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참여를 뜻한다. 시민참여를 프로그램화한 공식적 제

도로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숙의적 여론조사), 기획단위(planning

cell), 비공식적 제도로서는 여론조사, 공청회, 지역주민의 자발적 감시활동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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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가지 현상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일한 사회악

이거나, 네 가지 문제 각각이 같은 정도의 사회악이기 때문에 4대 사회

악 표지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지만, 각각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사

회문제임은 틀림없으며, 네 가지 현안이 하나의 안전관리 정책틀에 묶여

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현상이다.

특히 생활안전 문제영역에서 방지의 의미는 사건보다는 상존 위해요인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대응, 위해요인 제거가 아닌 완화, 피해자의 피해발

생원인 제거, 그리고 위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

한 적응(adaptation)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적응이라 함은 일상화된 위험

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한정된 역량만으로도 가능한 

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대응

해서 복구하고 대처하는 능력, 회복력(resilience)을 말한다.446) 따라서 안

전거버넌스는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회복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공동체

를 지향한다. 안전공동체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물리적 예방투자 중심의 

중앙집권화된 위험관리체계로는 이루기 어렵다. 상향식·협치식 방식의 

예방, 대응, 복구를 포괄하는 회복가능성의 관점에서 실현가능하다. 따라

서 정부주도 안전정책 보다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민관 당

사자의 소통에 의해 안전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447)

물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범죄다. 위해요인을 완화하고 피해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할 안전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인 마을과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 속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는 공동체 차원

446) 회복력 개념은 변화와 위협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다. 개인의 스트레스부터 대형재난이나 테러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대한 적극

적 대응에 주목하기 때문에 고위험사회 형사정책 논의에도 수용되고 있다.

(Ann S. Masten, “Risk and resilience in development” Philip David Zelazo 편,

The Oxfor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제2권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63.; Willem de Lint/Nerida Chazal,

“Resilience and criminal justice: Unsafe at low altitude” Critical Criminology

21(2) (2013): 157-176.)

447) 전대욱/최인수,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보 20(2)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53,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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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

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자행되며 피해자에게는 잔혹스러운 

피해를, 지역사회에는 파괴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가져오는 범죄로서 적

발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건에 대응하여 처벌하는 형사정책적 

방식만으로는 사건은 해결될지라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지속

되는 환경, 피해자를 방치하고 더 큰 피해로 몰아가는 환경 속에 시민과 

잠재적 피해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방과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동체

를 만들어가는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이른바 4대악과 관련하여 지역안전공동체 정책은 예방(위해요인완화, 취

약성 제거), 대응 및 사후관리, 그리고 적응으로 구분된다. 적응영역에는 

민관 거버넌스,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448) 이하 

논의할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정책사례와도 연관된다.

II. 안전거버넌스의 국제적 차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거버넌스 논의는 

범죄통제와 안전증진 정책차원을 국가 중심에서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차

원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차원으로 확장된

다.449)

1. 범죄방지와 안전

유엔의 안전거버넌스 논의에서 안전은 정의, 그리고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과 서로 연관된 가치다. 국제사회는 안전을 생명과 신체, 재

산에 대하여 개인상호간, 집단적으로 실질적으로 가해지거나 위협되는 

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로 규정한

다. 안전과 불안은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하는 피해정도와 피해에 대한 

448) 전대욱/최인수,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62.

449)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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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의 정도에 달려있으며, 국가와 시민 모두 폭력을 방지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불안(insecurity)은 정

의에 반한다. 즉 직접적 폭력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

해, 협박, 부패, 자유와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가 자행되는 상태

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inaccessible) 형사사법체계는 정의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불안의 원

인은 법치의 붕괴,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국가안전기관, 높은 범죄율과 

부패다.450) 안전거버넌스가 포괄하는 내용은 폭력감소, 성폭력 근절과 같

은 직접적 형사정책부터 안전환경 강화와 같은 안전정책, 법치 증진, 법

적 보호 기회보장의 확대, 불처벌(impunity) 최소화, 부패방지, 투명성 증

진과 같은 법정책에까지 이른다.451)

안전거버넌스의 핵심원칙은 2002년 유엔 범죄방지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에 명시되어 있다. 범죄방지는 사회개발을 통

한 범죄방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방지, 상황적 범죄방지(situational 

crime prevention)452),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뜻한다.453)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단위에서 효과적이고 사람중심인 범죄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그 실

행 및 평가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범죄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회경제 정

책(고용, 교육, 보건, 주거, 도시계획, 빈곤,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과 프

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되,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가정과 아

동·청소년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원인과 대응에 필요한 

기법과 책임부담의 광범위한 본질을 감안할 때 효과적 범죄방지를 위해

서는 협력(cooperation)이 필수적이다. 정부기간 간, 지역사회 조직, 비정

부기구, 민간기업과 시민개인의 협업(partnership)도 필요하다.454) 정부가 

450) UNODC, Account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Vienna: UNODC, 2013): 6-7.

451) UNODC, Account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4-25.

452)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 II 참고.

453)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2/13 of 24 July 2002,Annex. para.6

454)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para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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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감당하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시민사회 단

위의 적극적 참여는 범죄방지정책의 우선순위 파악, 이행과 평가, 지속가

능한 자원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55)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안전거버넌스

범죄방지정책은 체계구축과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필요로 한다. 정책자원확보와 실행, 평가, 그리고 계획된 성과 달성에 대

한 투명한 공적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456) 즉 범죄방지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457)는 안전

(Safety)과 안보(Security)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인류의 공동목표 

실현의 차원에 연결되는 가치로 이해한다. 따라서  21세기 형사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형사정책 구체적 과제 또한 지속

가능발전목표 실천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45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 목표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를 강조하고, 

다양한 재원과 기술적 이행수단, 국제적 협업(global partnership)을 중시한

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중요한 참여주체가 된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International Report On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Trends and

Perspectives(ICPC,2010):1.

455)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para.16.

456)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para.10.

45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 지속가

능발전목표는 2001-2015년 새천년발전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 이

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발전목표로서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새천년발전목표를 계승하여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2015 발전의제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또는

2030 개발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도 한다.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2/13, annex paras.9, 16.)

458) UNODC, Account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7.;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소식 138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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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9) 특히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제16목표인 ‘평화롭고 포용적

인 사회증진 및 법적 보호의 보장과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사회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에는 사회 평온, 법치와 

함께 거버넌스가 핵심주제다.460)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는 

폭력 및 사망률 감소, 법치주의 실현제도로서 사법 개선, 정책결정 및 집

행과정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 

존엄실현에 부합되는 제도 모색이다.461)

본래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와 환경 분야 의제였는데, 지속가능발전이 목

표로 하는 삶의 질은 안전 없이는 향상될 수 없고, 범죄방지 없이는 안

전의 질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방지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부

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지속가능발전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하

는 것처럼, 범죄방지에 대한 책임도 공유되어야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과 공적 책임성의 전략이 필요하듯이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협

업과 공적 책임성의 전략이 필요하다.462) 실제 지속가능발전사회 개념이 

459)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형사정책, 25.; 유웅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1069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인, “국내 이행 세부목표와 지표설정방향,”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

전목표와 이행전략」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015.10.8.))

460) 제16목표의 10개 세부목표 및 2개 이행수단 목표는 다음과 같다. 16.1 모든 형

태의 폭력과 사망률 감소; 16.2 아동학대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대상 폭력

근절; 16.3 국내적 국제적 법치주의 증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보장; 16.4 2030

년까지 불법자금과 무기유통 감축, 불법자산환수 강화, 모든 형태 조직범죄 대처;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감소;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 발전; 16.7 대응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변적인 의사결정 확보;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강화; 16.9 2030년까지 출

생등록을 비롯한 법적 신분 부여; 16.10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른 기본적 자

유 보호와 공적 정보접근권 보장; 16.a 테러와 범죄 대처와 폭력방지를 위한 모

든 단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유관기관 강

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차별방지법과 정책 집행 및 증진. 지속가능발전목

표의 형사정책 연관성에 관하여는 김한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형사정책, 26-27.

461) 정혜주, “국내 이행과제”,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전

략」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015.10.8)

462) John Glasson/Paul Cozens, “Making communities safer from crime: An

undervalued element in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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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와 연결된 경우가 후술할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463)다. 안전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고, 타인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사회

다.464)

따라서 안전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사회여부를 보여주는 지

표로서, 인간존엄 실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

결을 제도화할 것과 형사정책을 포함한 안전정책의 공적 책임성 및 투명

성을 요청한다.

제4절 형사정책의 협치적 재구성

앞서 안전거버넌스 논의로부터 협치적 형사정책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안

전공동체, 민주적 안전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형사정책을 협치적

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기까지 영

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형사사법개편과 형사정책 변화양상은 범죄의 대

중정치화와 위험사회 형법 현상이 안전기획으로 수렴되고, 그와 관련하

여 예방과 관리, 민관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편과 변화를 도출해 

내는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의 형사사법 개

편전략과 정책은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위험예방과 관리, 민관협력의 진전된 형태로서 시민참여나 민영

화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개념은 ‘거버넌스’로서 국가와 시민사회 및 시장과의 

관계변화, 사회로부터 공동체(지역사회)로의 관점이동, 지역내 위험과 안

전관리에서 개인과 집단책임의 강조, 공공서비스와 정책형성 및 집행에

서의 새로운 관리형태 등장이 특징이다. 형사사법 개혁에서도 중앙집권

적 위계적 구조보다 연결망으로 강조하는 형태로 거버넌스의 특징이 반

Assessment Review 31 (Elsevier, 2011):26-27.

463)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 II.

464)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 Property Management 23(5), (Emerald Publishing,2005):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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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다.465) 따라서 영국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의 협치적 재편 성과

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 이하 현행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변

화양상을 협치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데 참고삼고자 한다.

I. 영국 형사사법체계의 협치적 개편 사례분석

1. 2001년 형사사법 개편전략

2001년 형사사법개편 백서(‘Criminal Justice: The Way Ahead’)는 그 정책

적 배경을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증가로 인해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켰다

는데서 찾는다. 범죄증가의 원인요소들은 복잡하고 광범한 사회변화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점을 직시할 때 범죄문제 대처 과제는 형사사법체계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기관, 지역사회, 학교, 가정 전반에 걸쳐 

조율된 조치를 필요로 한다.466) 2001년 백서에 따르면 형사사법 체계 효

과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둘째, 

범죄와 범죄피해 사안대처 방식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셋째, 범죄피해자

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법적 조치를 형사사법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기관의 결정과 조치를 

평가받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467) 이에 따라 경찰과 지역사회간 협력 

강화, 사회적 관심현안인 범죄에 초점을 맞춘 대응, 개별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일관 체계화에 초점을 맞춘 형사사법개편 전략을 제시하였다.468)

동 전략은 형사사법기관간의 체계적 협업과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지역사

회 협력활동을 강조한다. 경찰, 지방정부, 유관기관, 자원참여단체가 참여

하는 ‘범죄 및 무질서 감소 협업체계’(Crime & Disorder Reduction 

465) Matthew Hall, Victims of Crime in Policy Making: Local Governance, Local

Responsibility? The Howard Journal 48(3) (The Howard League, 2009): 267.

466)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Home Office,2001)

para.1.2.

467)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4.

468)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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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구성이 그 예다. 이는 1998년 범죄및무질서대책법(Crime and 

Disorder Act)상 경찰, 지방정부와 지역 유관기관이 3개년마다 지역범죄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대책 추진을 의무화469)한데 따른 조치다. 협업체계

의 임무는 지역내 범죄 및 무질서 현안에 대한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지역사회 자문제공, 선정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대응방안 구축이다. 협업

체계를 실제 운영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내 활동해온 유관기관 및 단체를 협업체계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협업체계는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지도적 역할을 하

지만, 참여기관중 어느 하나가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하였다. 협업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간의 상호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

으며, 경찰의 지역안전전담관 (Community safety officer)의 역할이 중요하

다. 다만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간 협업체계 운영권한의 차이에 대한 조정

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범죄방지 관련 협업체계의 특성상 민간기업

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업무진행에 초점을 맞춘 

협업체계의 특성상 업무과중과 우선순위 갈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470)

그리고 효과성 실현을 위해 계량화된 형사정책 목표를 책정하는데,471)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회복

하려는 정책의도다. 객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관리와 운

영방식이 재편되어야 하고,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업은 체계 재편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469)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5조 내지 6조.

470)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8-10, 11-15.; Coretta

Phillips et al.,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round one

progress,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151 (Home Office, Policing and

Reducing Crime Unit, 2002): 7-14.

471)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16-18. 2001년백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체계 주요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10만명 이상의 범죄자를 추가로 형사처리한다. 둘째, 차량관련

범죄 30%감소, 주거침입 절·강도 범죄는 2005년까지 25% 감소, 주요 도시내 강

도범죄는 2005년까지 14% 감소시킨다. 셋째, 보호관찰감독처분 대상자 재기소율

의 5%감소, 3만명의 재소자 대상 자격증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매년 20만건의 재

범을 방지한다. 넷째, 구금형 수형자의 자격증 취득율을 50% 늘리고, 출소 후 취

업자 수는 2배 늘린다. (같은 문서, par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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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략은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범죄원인 문제 대상에 협업 

방식으로 대처하고, 시민적 관심현안인 범죄유형에 대해 가시적으로 중

점 대처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472) 2001년 전략의 특징을 평가해 

본다면, 형사사법체계가 일상생활 속 범죄와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

법을 시민의 상식에 묻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데 있

다. 형사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방법을 형사사법기관의 확대나 형

사제재 강화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정책틀과 정책집행방식을 지역중심,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2. 2004-2008년 형사사법 범죄감소전략

2004년 국가형사사법전략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2004-2008’)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

역사회와 시민의 신뢰, 형집행 및 법원명령이행 강화, 유관기관간 연계협

력 체계화를 목표로 제시한다.473) 형사정책 유관기관을 통할하는 형사사

법개혁청(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신설로 이를 뒷받침한다.474)

형사사법개혁청은 전국형사사법위원회(National Criminal Justice Board)475)

와 지역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s)의 형사정책 실현전

반에 걸친 지원역할도 담당한다. 2003년 전국 43개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마다 신설된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정책 실행에서 지역내 유관기관

472)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22-26.

473)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Criminal Justice 2004-2008 (Home Office, 2004): 21-25.

474) 내무성과 법무부, 법무총장실(Attorney General Office)의 형사사법관련업무를

조정하는 부처간조정기구(cross-departmental organisation)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다.

475) 영국 전국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기관간, 지역간 연

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이후부터는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Board)로 명칭이 변경되었으

며, 법무성 장관을 의장으로 내무성장관, 법무총장, 중앙형사법원장, 전국경찰청장

회의 의장, 검찰총장, 지방치안 및 형사사법커미셔너 대표, 교정청장, 보호관찰청

장,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www.gov.uk/government/groups/

criminal-justice-board, 2016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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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업(partnership)과 책임공유를 목표로 한다. 형사정책과 관련한 지역

사회 유관기관 협의체에 검찰과 법원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협업형식이자 지역사회 차원 유일한 포괄적 협의체로서 

의의가 있다.476)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관료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사

회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과 집행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성, 

책임성,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차원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기능

한다. 중앙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

록 전국형사사법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제도적 지원 틀 안에서 활

동한다. 실제 운영은 정기적 회합을 통해 해당 지역내 형사절차의 효율

적 진행, 재범방지, 사회내처분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477)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과 지역사회 현안의 정책반영 강화를 

위해 동 전략이 중점을 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정책 집행개선

을 위해 지역형사사법위원회를 통해 협업을 강화한다. 둘째, 일선 형사사

법공무원에게 전략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케 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케 한

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형사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 넷째,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한다. 다섯째, 개별 형사정책이 연계해서 집행되고 상호효과를 높이

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한다.478)

이후 2007년 정부 백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전략계획은 시민 신뢰도 

향상,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형사사법에 대한 만족도 향상, 현대화ㆍ효율

화 절차를 통한 범죄자 처리 증가, 법원 처분과 형집행 개선 목표를 형

사사법기관 전반에 걸친 협업적 체계를 통해 대부분 실현하였다는 자체

476)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전국형사사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검찰청, 법

원행정청, 교정청, 보호관찰청,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법률구조위

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다. 지역차원에서는

피해자보호단체(Victim Support) 등 지역민간전문단체 대표도 참여한다.

(www.nottinghamshire.pcc.police.uk/Document-Library/Our-Work/Our-Partners/

Nottinghamshire-Criminal-Justice-Board.pdf. 2016년 10월 1일 검색.)

477)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47-48.

478)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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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는다.479) 차량관련범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지역사회 현안

에 초점을 맞춘 협업체계가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받지만, 소년범죄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현실은 형사사법의 효율화 내지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된다.480) 또한 2004-2008년 전략

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관기관간 협

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업체계를 갖추는 단계에 머물렀다. 지

방형사사법위원회의 협업체계 내용 역시 각 유관기관장의 협의체 수준이

다. 

3. 2008-2011년 형사사법 연계협력전략

2008-2011년 국가형사사법전략 (Cutting Crime: A New Partnership 2008–

11)은 형사정책에서 협업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즉 첫째, 정부는 기

존 실무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새로운 범죄문제 

내지 아직 정책실무가 자리 잡지 못한 문제영역에 집중한다. 국가범죄감

소위원회(National Crime Reduction Board)를 신설하여 중앙정부부처간 협

업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

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축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

의 의견과 요구를 더 수용한다. 셋째, 지역사회조직과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범죄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고, 지방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주

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 (Neighourhood Policing)을 모든 지역에 확대실

시한다. 넷째,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참여단체, 민간재단 등 이른바 제3

부문(Third Sector)481)과의 협업을 강화한다.482)

479)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2008-2011(Home Office,2007),para.1.3

480) Enver Solomon, “New Labour and Crime Prevention in England and Wales:

What Worked?” IPC Review 3 (2009): 60-61.

481) 국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제3부문 협업에 관하여는 김용근, “지역사회 경찰활

동에서 제3섹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1) (경찰학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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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2007년 국가형사사법전략백서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2008-2011’)가 제시하는 형사사법 전략계획(2008-2011년)은 경찰, 검찰 법

원, 보호관찰, 교정기관, 소년사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가 범죄감

소와 재범방지, 범죄자소추와 범죄피해자보호 현안대처에 연계 협력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주요내용은 전국형사사법위원회와 지역형사사법위

원회의 협업관계 발전 방안, 피해자지원기관(Victim Support)등 시민단체

와의 협업, 그리고 범죄및무질서대책 협업체계 내지 지역사회안전협업체

계(Crime and Disorder Reduction & Community Safety Partnership) 발전 전

략이다.483)

지역형사사법위원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우선문제에 대한 대처와 형사사

법기관과 시민간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사회 현안에 가시적이

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지역내 범죄실태분석에 바탕을 두고 지역실행계획(local 

delivery plan)을 수립해야 한다.484) 지역실행계획과 지역사회안전협업체계

의 핵심은 지역사회 우선 현안과 관련된 범죄문제 대처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첫째, 지역내 범죄문제 실태조사, 둘째, 지역

사회의 범죄에 대한 관심사와 우선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셋째, 범

죄유형별 형사사법체계의 형사사건 처리성과, 넷째, 지역사회 필요와 현

황 분석으로부터 제기된 범죄와 범죄자 대처방안에 초점을 맞춘다.485)

2008-2011년 전략원칙은 형사사법체계의 협치적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은 형사사법체계 성과에 대해 정

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어야 공정하고 효

과적인 체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

149-154.

482) Home Office, Cutting Crime: A New Partnership 2008–11 (Home Office,

2007): 21

483)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1.1.

484)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2.4.

485)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s.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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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필요성을 형사사법체계의 중심

에 두고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현대적 기법 

활용과 절차의 효율화, 신속화는 형사사법기관으로 하여금 범죄현안 대

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들

은 지역기반 형사사법 협업체계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 관

심사와 필요에 따라 국가전략실행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

다.486)

살펴보면, 2004-2008년 전략에 이어 2008-2011년 전략에서도 지역형사사

법위원회와 지역사회안전협업체계를 강조한다. 지역형사사법위원회의 협

업체계는 지역실행계획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다.487) 다만 지역실행계획 

역시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기획과 원칙 제시에 머문다. 지역사회 범죄방

지정책 협업을 위해 정책연결망을 구축하려면 실태조사와 전략수립과 이

행단계에서 유관기관, 지역사회 조직과 시민의 참여 제도와 프로그램이 

더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전략의 체계를 전국형사사법위원회-지역형사사법위원회-지

역사회안전협업체계로 구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역기관 내지 지역

사회에 범죄방지와 안전보장 책임을 분권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의

제를 여전히 통제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 협업전략에서 중앙집중화

와 지방분권화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지역사회 차원 정책과 예산집행

에 대한 제약도 여전하다.488) 2007년 백서가 지역형사사법위원회에 더욱 

많은 재량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489)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

486)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1.1.2.

487) 예컨대 클리블랜드/더햄 지역실행계획(Cleveland and Durham Criminal Justice

Board Delivery Plan 2015-2016)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과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소통과 자원공유 개선 원칙을 명

시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ㆍ효율적

대처 전략을 또한 제시한다. (http://www.durham-pcc.gov.uk/

Document-Library/Joint-PCCs-work/ LCJB-Delivery-Plan-2015-16.pdf 2016년

10월 1일 검색.)

488) Layla Skinns, “Responsibility, rhetoric and reality: Practitioners’ views on

their responsibility for crime and disorder in the 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British Society of Criminology Conf Proc. 6. (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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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 지역사회참여 형사사법전략

2009년 지역사회참여 형사사법 전략(Engaging Communities in Criminal 

Justice) 녹서(Green Paper)는 형사사법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핵심적 역할

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시한다.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범죄

방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사법체계는 투명성, 대응성과 공적 책

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2009년 녹서가 제시하는 형

사사법전략 주요목표는 형사사법기관과 시민간의 협력을 실질화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 중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협력사법(Community 

Justice)과 문제해결지향 접근방식을 확대하며,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개선을 통해 형사정책의 성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데 있다. 490)

또한 지역사회협력사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과 지역사회 사

이에 의미있는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가 

전달되고 법원은 범죄의 지역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형사

사법기관의 정책에 대한 개선된 정보제공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방

지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체계는 신

속하고 적극적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을 가능케 한다. 넷째, 문제해결지

향적 접근방식은 범죄원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범죄피해 회복과 배상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한다. 여섯째, 범죄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

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결속을 강화한다.491)

2009년 지역사회 형사사법참여전략은 지역사회검찰전략(Community 

Prosecutors), 지역사회영향진술제도(Community Impact Statements), 지역사

회 피해회복(Community Payback),  지역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s)를 포괄한다. 특히 제도적인 지역주민 형사사법 자원참여 

489)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1.7.

490) Home Office, Engaging Communities in Criminal Justice (Home Office,

2009):8.

491) Home Office, Engaging Communities in Criminal Justic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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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volunteering roles with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치안판사

(magistrates), 감독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방범순찰(special 

constables, 소년사법위원회(Youth Offender Panels), 피해자보호단체 

(Victim Support)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492)

지역사회 형사사법 참여전략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간 시

행과 정착이 필요하다. 성과평가 또한 범죄 또는 재범감소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형사사법기관과 유관기관간 협업과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절차진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 빨라졌고,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가 인정된다. 그 신뢰의 내

용은 지역사회 형사사법참여 정책방향이 범죄원인 해소와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인정이다. 493)

5. 2011-2015년 지역사회 참여 형사사법전략

2010년 법무부의 지역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확대 실천계획

(2011-2015년)의 주된 방향은 형사사법정보공개 확대, 지역사회 의견반영 

확대,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다. 실천목표는 세부목표와 계획기간 

및 진척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형사사법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의 경우 범죄유형별 사법통계가 제시되어

야 하되 양형, 재범, 유죄선고율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

록 배경정보까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지역유관기관과 통

계정보제공기관 모두 형사사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형사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명성 증진과 성과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형사사법 협업체계가 지역사회 현안관련 특정 양

형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해당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적 지침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공개정보에는 어

떤 양형이 재범방지와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지 내용도 포함된다. 시민이 

492) Home Office, Engaging Communities in Criminal Justice, 89-90.

493) Darrick Jolliffe/ David Farrington, Initial evaluation of reconviction rates

i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s (Ministry of Justice,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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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관련 형사사법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

존 연구와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 정보 공개의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한

다.494)

또한 내무성, 지역 형사사법기관과 협업참여 지역사회단체와 주민은 지

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

색하고 우수사례를 증진토록 한다. 경찰-주민회합을 비롯한 지역사회 현

안회의에 지역 형사사법기관과 협업참여자의 참석을 권장하여 의견수렴

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지역사회 협업 참여 

조직과 단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갖춘다.495)

지역주민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참여센터(Volunteer Center)496)과 

협력하여 형사사법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회와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강화

한다.497)

2001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도입·시행된 지역사회기반 형사사법 협업체

계는 지역사회와 협업체계에 더 많은 기회와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

향으로 지속적 발전해 왔다. 다만 2015년 정책평가에 따르면, 지역형사사

법 협업체계(Local criminal justice partnerships)의 영향력과 공적 책임성, 

실질적 활동 측면에서 기존 형사사법체계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를 수행한 경찰감사청 (HM Inspector of 

Constabulary), 검찰감사청(HM Inspector of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보호관찰감사청((HM Inspector of the Probation Service)에 따르면 형사사

법 유관기관간 협업은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협업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청된다. 지역 형사사

법협업체계의 구성은 지역사회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특정 기관의 참여는 오히려 전체 협업에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494) Ministry of Justice, Increasing Community Access to Local Criminal

Justice (Ministry of Justice, 2010):3-5.

495) Ministry of Justice, Increasing Community Access to Local Criminal Justice,

6-8.

496) Volunteering England (https://www.ncvo.org.uk/ncvo-volunteering)

497) Ministry of Justice, Increasing Community Access to Local Criminal

Justic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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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우선현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거치지 않고 일부 기관중심

으로 시행될 때 효과가 더 높았다. 범죄방지 관련정책 전반이 지역사회 

협업체계에 의해 관장될 경우 효과성은 오히려 떨어진다.498) 따라서 전

국적 차원의 운영틀(national operating framework)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전국형사사법위원회의 지침과 지원강화를 권고했다.499)

II.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의 협치적 개편

1. 2016년 영국 여성대상폭력 근절전략

영국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근절대책(Elimin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은 형사정책의 약자보호 필요성과 지역사회 협업차원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정책기획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대

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신고

의무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500) 특히 지도원칙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효

과적 보호지원을 위한 협업을 통한 이행을 강조한다.501)

2016년 정부의 전략계획은 여성대상 폭력근절 대책의 예방, 보호지원, 협

업체계, 가해자처우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4개년 전략을 제시하였

다.502) 2020년까지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503) 첫째 교육·홍보·청소년

498) 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Working in step? A joint inspection of

local criminal justice partnerships by HMIC, HMCPSI and HMI

Probation (HMIC, 2015): 11-12, 53.

499) 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Working in step?, 53-54.

500) Home Office,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ction

Plan 2014 (HM Government, 2014): 24-25.

501) Home Office,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34.

502)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2016-2020 (HM Government, 2016):8.

503)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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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관계훈련을 통해 여성폭력을 야기하는 차별적 태도와 행태를 교정

하고 가정폭력의 뿌리 깊은 사회적 원인에 대처함으로써 폭력 피해 여성

과 여아의 수를 상당 수준 줄여나간다. 둘째, 범죄발생 이전단계에서 위

험에 처한 여성을 조기발견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는데 정책 최우선 순

위를 둔다. 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확실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개입한다. 셋째, 피해여성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을 보호지원 내

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호지원은 

강력한 협업체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관할경계와 무관하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내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징후를 발견해 조기개입해

야 한다. 다섯째, 여성대상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지역단위에서 시

민 대표성을 가진 주체가 필요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과 공적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지역주민은 지역선출직 공무

원에게 여성폭력대책관련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범죄의 특성상 2016년 전략 역시 예방

적 개입과 피해자우선 원칙이 핵심이다.504) 특히 지역사회 기반 효과적

인 협업체계 구축, 지역대표의 정책추진 참여, 지역선출직의 주민에 대한 

책임과 같이 협치적 요소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협업에 기반

한 여성폭력 근절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505) 첫째, 지역사

회 다기관협업 운영은 피해자, 아동, 가해자 필요에 따른 개입, 위험감소 

개선, 안전보호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여성대상폭력

근절 협업체계는 지역사회 현안평가와 함께 지역전략수립에 있어서 마약

음주관련 기관,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유관기

관 단체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취약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

록, 더 많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가정폭력 내지 학대, 

스토킹 피해 직원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역사회 기업에게 

504)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15.

505)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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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내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지원

에 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기

개입과 필요한 보호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과 시민단체의 협력증진 정책을 제시한다.506)

2016년 영국 여성폭력근절대책은 기존 다기관협업(multi-agency 

partnership) 대응체계507)를 더욱 강화하고, 종래 정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자원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과 보호지원 제공에 대한 강조도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특히 성인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역사회기반 보호지원을 

제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지원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조사 중요성이 지적된다.508) 여성폭력과 학대, 가정폭

력은 그 원인도 해결책도 지역사회적 조건이 가장 뚜렷한 범죄양상인 점

에서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기반 협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의 현실적 필요성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경우다. 

2. 한국의 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 변화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성대상 폭력,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일

련의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1992년 정부 성폭력문제 종합대책에 따

라 성폭력근절 실무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다. 2008년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아동·여성 보호대

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했고, 이어서 2009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506) HMIC, Everyone’s Business: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s to

Domestic Abuse (HMIC, 2014): 90-97.

507) 다기관협업대응체계의 사례로서 가정폭력위험대응 기관협의회 (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에 관하여는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

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연구소식 117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참조.

508) End Violence Against Women, “Comprehensive and ambitious new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welcomed”

(http://www.endviolenceagainstwomen.org.uk/news/235/comprehensive-and-amb

itious-new-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strategy-welcomed. 2016

년 10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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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20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2012년 아

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시행되는 동안 성폭력범죄자 신

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 및 재범위험자 관리 강화, 성폭력 피해

자 지원 확대 및 아동 돌봄 기능 강화 등 구체적 정책이 발전해 왔다. 

가장 최근의  11개 관계 중앙행정부처 합동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 중

심, 수요자 중심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한계를 분석

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15년에 제시된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은 엄중한 처벌,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예방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509)

살펴보면, 20년에 걸친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현장중심, 수요자중

심 즉 지역사회중심, 피해자 중심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다양

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범죄감소 효과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

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여성안전 정책협업체계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된다.510) 즉 지역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지역사

회 협력체계 확대 및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지역사회 야간대 위험대응

체계 가동, 지역사회 차원 가해자 대상 임시주거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차원에서의 여성안전정책 도입, 즉 ‘여성안전정책 지역화’ 가 필

요하다.511) 여성안전정책 지역화의 필요성을 실현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이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아

동학대의 범죄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기반과 자원을 감안해 기

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III. 유럽 국가 형사정책의 협치적 변화양상  

509) 여성가족부 성폭력근절대책 (http://www.mogef.go.kr/korea/view/

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c.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

wfnc4=0&viewfnc5=0&viewfnc6=0, 2016년 10월 1일 검색.)

510) 장미혜 외,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

511) 장미혜 외,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방안,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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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시기 예방과 관리, 민관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 

개선전략의 비교법제도적 사례로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의 형사

사법개편과 형사정책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형사사법 체계개선

과 변화전략은 비교적 법적 기반과 전국적 기획 하에 지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교분석과 평가대상으로 타당성이 

있다. 영국이 속한 유럽연합 국가의 형사정책 변화에서 협치적 논의동향

과 평가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연합은 사법분야 유럽협약 (Treaty of European Union on Justice 

and Home Affairs)이 유럽연합체계 중심기반의 하나이기 때문에,512) 형사

정책과 형사사법개선에 있어서 개별회원국가 차원을 넘는, 또한 개별국

가 의사의 총합수준을 질적으로 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이 발전하고 있

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유럽 형사정책’에서 거버넌스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513)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의 경우 범죄통제와 예방, 공공

안전 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버넌스 재편이 진행되었

다. 즉 권한균형조정의 명분아래 종래 중앙정부 법무 및 내무부처의 소

관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특정 개별 정책사안별 협약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선출된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

는 근거를 갖는데, 실행 자체도 지방정부의 역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범죄방지와 공공안전정책의 내용과 진전정도에 편차가 발생한

다.514) 이는 영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영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지역경

찰과 지방정부에 범죄방지와 공공안전 정책이 분할되어 있었지만, 1998

년 범죄및무질서대책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따라515) 지역사회 

512) Sergio Carrera/Florian Geyer, “The Reform Treaty & Justice and Home

Affairs-Implications for the Commo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CEPS Policy Brief, 141 (2007)

513)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Theoretical Criminology, 9(3) (2005):346.

514)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2

515) 1998년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내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동법상 지역

사회내 범죄 및 무질서 방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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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범죄방지 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무로 규정되었다.516)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에 정책권한을 부여하되, 범죄방지와 무질서감소를 위한 

지역전략 내용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한다.517)

범죄방지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전략에서 국가와 지방과의 관

계는 재정지원, 정보자원, 형사정책적 연구, 정책 평가와 점검에 좌우된

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1980년대부터 형사사법통계와 형사정책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기획·지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성과 관리역량

을 발전시켜왔다.518) 반면 프랑스 내무성 경우 지역안전협약과 이에 따

른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조치를 관리할 전문성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못했다. 이탈리아 경우도 중앙정부 유관부처의 정책연구 지원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맺은 지역안전협약 이행을 지

원하고 감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정책 방향과 내용이 맡겨져 있

다.519) 유럽에서도 형사정책 연구기반이 미비하고 정부의 정책평가 역량

이 부족할 경우 외국에서 발전한 형사정책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평가520)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유럽 국가에서도 범죄양상 변화와 국가형사사법체계의 대응한계, 형

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 재편

과 협치적 형사정책 발전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영미국가의 고유한 배

경에서 개발된 제도와 정책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516)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9.

517)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2

518) Tim Newburn, “Criminology and Government: Some Reflections on Recent

Developments in England”, Mary Bosworth/Carolyn Hoyle 편, What is

Criminolog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2011): 510-512; 특히 내무성 연

구개발 및 통계국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의 형사정

책연구와 그 성과에 관하여는 http://rds.homeoffice.gov.uk/rds/index.html)

519)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3.

520)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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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에 대한 시사점

첫째, 2001년 영국 형사사법개혁 전략은 범죄방지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관심현안에 범죄방지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방

지정책에서 정부기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가기관과 지역사회 단

체, 시민간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의 관심, 즉 

일상생활경험과 판단에서 형성되는 범죄와 안전문제에 대한 태도와 의사

를 중시하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전략은 특히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협

업,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21세기 초 영국 형사사법의 협치적 재편에서 특히 강조된 협업

(partnership)은 자원공유와 전문가 협력을 일차적으로 의미한다. 범죄 원

인의 복합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 문제설정과 해결을 관료적 체

계보다는 문제해결지향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내지 총괄적(holistic) 접

근방식으로서도 협업이 효과적이라 평가한다.521) 협치적 정책은 좀더 진

전된 관점에서 단순히 정부에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보충

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원공유 또

는 총괄적 접근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와 시민도 협업의 중요한 당사자다. 동원대상 자원이나 국

가기관 활동의 보충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형사정책이 문제에 초점

을 맞추고 문제해결지향적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 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인 지역사회와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셋째, 영국 형사사법전략(2008-2011년)의 핵심은 시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은 형사

사법체계의 성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계에 대한 신뢰가 

521) Louise Geddes/Rory Shand, “Assessing governance and learning les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55(6) (Emerld, 20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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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

의 협치적 재구성은 협치적 형사정책 요소인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

결망,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며, 형사정책의 정당성, 효

과성과 공적 책임성 증진이 목표다. 특히 시민참여 제도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약자 보호 필요성을 형사사법 개선 내지 개편의 중

심에 둘 때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

차의 현실적 중요성 못지 않게 지역협업체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지

속적인 운영도 중장기적으로는 형사정책 효과성을 높여준다.

넷째, 2008-2011년 형사사법 전략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형사정책 정

보 제공, 의견 수렴, 참여보장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관심사와 필요에 따

라 형사사법 전략실행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도 정보공유와 참여보장은 필수적이다. 다만 동 전략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보전달방식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522)가 나온다. 즉 협치적 형사정책

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에 대한 일방적 공보차원이 아닌 정책의제 형성

과 판단 및 결정의 근거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영국 형사사법전략의 지역사회 차원 협업체계 구성과정에서 중

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지역사회 차원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제약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유관기관 협업

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협업

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협업전략 자체도 중앙정부의 기획과 통

제, 특히 예산통제에 좌우된다면 계획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밖

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시

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방

기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재량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 초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 개혁은 현대화

522) Lawrence Singer/S. Cooper, “Improving Public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 Evaluation of a Communication Activity” The Howard

Journal 48(5) (The Howard League, 2009):498-499.



- 183 -

(modernization)라는 표지 아래 형사사법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고, 범죄자 

적발과 통제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며, 형사사법의 재조정(re-balancing)이

라는 명분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대

해서는 현대화나 재조정이라는 명분이 실제 형사사법체계의 효과성 강화

나 시민의 권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23) 효과

성, 효율성을 내세워 시민과의 협력, 시민의 상식을 강조하는 정책은 다

수 행해지고 있지만, 정책협업과 시민참여에 대한 민주적 관점과 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형사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21세기 초 영국의 형사사법 개편과 실천전략이 강조하는 지역사

회와 시민참여는 영국 고유의 지방자치주의(localism) 전통과 관련이 있

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역에서 제도와 예산을 

확보할 여지도 적은 상황에서는 자치라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지키는 사

회(Do-It-Yourself society)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24) 또한 시민 

자원참여 역시 영국사회의 오랜 전통이지만, 자원참여 조직과 활동 역시 

모집과 교육훈련, 전문성확보에 재정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 범죄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민간보안

기업으로 하여금 자원참여 영역을 대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525)

따라서 범죄방지 정책기획과 실행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역할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법제적·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

다.

여덟째, 2009년 지역사회 형사사법참여전략은 제도화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참여의 제도화 가능성

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사회 협업과 참여의 성과는 범죄감소나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기관간, 기관과 주민간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과 의견반영이 

523) John D. Jackson, “Justice for All: Putting Victims at the Heart of Criminal

Justi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0(2) (Oxford: Blackwell, 2003):309,

325-326.

524) David Downes/Rod Morgan, “Overtaking on the Left? The Politics of Law

and Order in the Big Society,” Mike Maguire/Rod Morgan/Robert Reiner,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제5판, (Oxford University Press,2012):

193

525) David Downes/Rod Morgan, Overtaking on the Left?,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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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해진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과 범죄감소 중심의 정

책보다는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에 초

점을 맞추면,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아홉째, 2015년 영국의 지역사회 협업정책 평가에 따르면, 형사사법 유관

기관간 협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점, 지역사회 협업체계 운영에 있어서 특정 기관

의 참여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모든 범죄방지 관련정책에 지

역사회 협업체계가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협업체계가 범죄방지 정책의 효과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 지침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째, 협치적 형사정책의 실천적 의미는 지역사회 중심, 당사자(피해자)

중심 정책입안과 제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현실

적합성과 정책설득력이 있는 영역은 여성 및 아동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이다. 지난 20년간 국가적인 종합대책과 집행체계

가 구축되고 지역사회 단위에 이르는 민관협업체계가 구축된 대표적 경

우이기도 하다.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

라 더 정당하고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는 제4장으로 

이어진다.

제 5 절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요소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며, 연결

망과 협업은 시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연결망과 협업과 시민참

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협업과 참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지평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치적 형사정책

의 구성요소 세 가지는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시민참여형 협업

프로그램이다. 각각 법률과 절차 내지 이행체계, 그리고 정책수단을 요건

으로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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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제 기반

협치적 형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법제기반이 필요하다. 즉 실

질적인 시민참여 조건과 협치적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장해야 

한다.526) 후술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례에서 지적되는 내용 역시 

법제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어야 정책 시행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마다 법령을 정하기보다는 통합적 성격의 법률안에 근

거조항을 둠으로써 중장기 계획과 체계적 관리, 효과적 협업을 용이하게 

하고 집행 성과를 높일 수 있다.527) 이와 관련해서는 이하 범죄예방기본

법안 논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법제 기반 요소의 내용과 특징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요소로서 법제 기반은 범죄방지에서 협업과 시민참

여를 보장할 정책적 필요성을 법적으로 확인한다. 현행 관련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 규정은 이러한 법제 기반

의 기초로 볼 수 있다. 범죄방지 현안에 따라, 대상 정책에 따라, 그리고 

정책의 기획과 구성, 집행과 평가 모든 단계에서 시민참여와 그에 따른 

성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판단과 결정, 감독과 평가와 관련된 권한과 책

임을 부여하는데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가 

협업과 예산 확보 및 지원조치라는 점도 명시한다. 

법적 기반이 없는 정책연결망이나, 법적 근거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지속되거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뚜

526)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12.

527) 김영제, 지역사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지역발전연구 16,

(2007):102.;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3):383.; 김순석, 범죄예방

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2014):

45-46.;이영환/김천권,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아파

트단지에서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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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다. 형사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기관

이나 조직 사이 ‘업무협조’조차 힘들다. 정부와 시민 사이뿐만 아니라 중

앙정부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사이도 일방적인 지시하달이나 ‘공문처리’식 

협조요청만으로는 정책취지와 기대효과가 실현되기 힘들다. 국가 또는 

지방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기관이나 사업의 경우 체계적 법제 

없이는 운영상 제약이 상당하다. 또한 협업하고 참여하려면 정보공유가 

기본인데, 범죄와 범죄피해에 관한 통계적 정보나 사안 정보를 법적 근

거 없이 공유하기도 어렵다. 협업 프로그램을 함께 할 공무원이나 단체

회원, 마을주민을 동원하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지속케 하려

면 먼저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법제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종래 관행적으로 기관과 

조직 사이에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온 협업 체계와 수단, 또는 일종의 지

역문화로서 마을조직과 주민들이 구축해온 자율적인 범죄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모범사례로부터 원칙과 체계를 추출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도

적·재정적으로 협치적 형사정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

다. 또는 형사정책 개선 기획의 하나로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지

역사회 정책연결망이나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종합적 법제를 제시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종합법제 틀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상황과 필요를 감안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단계

로 법적기반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1994년 강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법집행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한다. 둘째, 법집행공무원이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서비스제공 등 기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효과적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범죄방지를 위하여 

주 정부, 지방법집행기관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권장한다. 넷째, 주 정부와 지방법집행기관들

이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으로부터 사전 범죄예방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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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법 개발을 권장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 증원, 

교육훈련 확대,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시행, 새로운 기법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528) 1994년법은 제3장(범죄방지)에서 법집행기관과 지역

사회 협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예를 들어 지역범죄방

지구역지원 프로그램 (Local Crime Prevention Block Grant Program) 관련

해서 각각 지방정부 예산지원, 민간영역 활용, 시민참여 근거규정을 두었

다.529)

1994년법은 구금형 강화 등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교정 등 지역사회기반 형사정책과 인도적 교정처우를 채택하도

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 종합입법으로 평가받는다.530) 인도적 교정처

우와 구금형 제한을 강조하고 지역사회교정 등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을 지원하는 동법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방지 효과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531)

한편 영국의 경우 협치적 형사정책의 기본 법제는 1998년 범죄및무질서 

대책법이다. 동법 제5조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범죄및무질서감소협업체계

를 구축할 공동책임(joint responsibility)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6조에 따르

면 동 협업체계는 3년마다 범죄및무질서 대처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동법 제17조는 모든 지방정부 및 경찰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 범

죄감소활동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15조에 따르면 지방정부, 경찰, 교정기관, 보건기관 등 협업체계 참여

기관은 동법상 지역사회 범죄방지와 안전을 위한 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6년 경찰및사법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은 1998년법을 전면개정

하여, 지역사회 범죄감소협업체계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을 

528)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Sec. 10002.

529)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Sec. 30210, 30204,

30205

530)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과제” 교정연구 11 (한국교정학

회, 2000):239-240.

531) Bill McCollum, “The Struggle for Effective Anti-Crime Legislation-An

Analysis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20 (1994): 561.



- 188 -

포함한 참여기관의 정보공유의무를 강화하였다.532) 또한 지역사회 범죄

감소 협업체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내 범죄유형과 마약범죄 수준에 대

한 평가그룹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지역사회안전계획 제시에도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533) 2006년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유

관기관과 경찰 등 지역사회안전 협업체계 참여기관 활동에 대하여 감독, 

평가, 정책권고 권한을 갖는 지역사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534) 이어

서 2011년 치안 및 사회적 책임법 (Policing &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은 지역사회안전협업체계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전략평

가, 지역사회 범죄감소 실천계획, 범죄감소목표 성과평가 등 지역사회 안

전전략 거버넌스를 관장하도록 하였다.535)

이처럼 영국은 지역사회 범죄문제 실태조사,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사회별 범죄감소전략의 정기적 수립과 시민자문, 지

역사회 범죄방지 계획상 목표와 성과지표 명시 및 공개, 목표 이행과 성

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범죄방지 협업체

계(Community Safety Partnerships)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536)

2. 법제 기반 사례 분석

현행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규정을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기반 요소 관

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

범죄방지에 관하여 국가의 책무, 사회의 책임 또는 국민의 책임을 규정

532) Statutory Instrument 1831 SI 2007/1831

533) Statutory Instrument 1830 SI 2007/1830, SI 2007/1830 (Explanatory

Memorandum)

534) Police and Justice Act 2006, ss.19-21.

535) Crime and Disorde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y)

Regulations (Statutory Instrument 2007 No.1830); Crime and Disorder

(Prescribed Information) Regulations (Statutory Instrument 2007 1831).

536)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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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행 개별 법률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아

동·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

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법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의무와 국민(사회)의 책임 또는 책무

를 함께 규정한다.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은 종합적ㆍ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협력할 책무, 정책적 책무 이행에 필수적인 

예산상 조치노력 의무, 유관기관 지원 의무로 구성된다. 

첫째,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동·청소년성보

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

59조의 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2 제1항 (국가 등의 책임)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을 규정하였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관련 정책 시행에 협력해야 할 책무 

및 필요한 재원조달 의무를 구별하여 부여한 경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가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은 관련 노력과 협력을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무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시행에 협력하도록 의무지운 규정은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상호 정책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협업당사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 밖의 현행법규정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정책협력할 책

무를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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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운영’537)이 국가의 책무상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형사정책 시행에서 상호협력을 제도

화해야 한다. 예컨대 협치적 형사정책의 기본법 제정을 검토한다면 정책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와 연결망 구축을 일반적인 책무 내용으로서 검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자 교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방지 체계 구축, 범죄예방 교

육 및 홍보, 범죄방지 환경개선사업 등 정책실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

요하거니와 한정된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조치 내지 재원조달 의무 명시538)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이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

경 정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예방 및 치료보호 역시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협치적 형사정책의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협력체계구

축과 범죄방지 및 피해회복사업 예산지원조치 의무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경우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책

무상 취해야 할 조치에는 보호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과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가 포함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 한편 국민의 책무는 국

가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정책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 내용

이다. (제6조 후단) 보호지원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교육 등 

프로그램은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일차적 책무가 있지만, 

시민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제4장에서 다룰 범죄예방 환경

설계와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이 그 실증적 사례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방지정책 장려·지원·정착·확산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에 정보제공,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37)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

조 제1항 제4호

53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5조 제2항,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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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

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이에 관련하여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

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청소년보호

법도 민간의 자율적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으며, 민간 건의사항을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법 제5조 제3항) 다만, ‘건의사항’이라는 법적 용어는 협치적 형사정

책 관점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 형사정책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한다 해

도, 단순히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으로는 시민의 정책참여

가 보장되고 민관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의

사항의 시책반영 노력을 넘어 정책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기

획가 집행, 평가 단계에 걸쳐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업하

는 체계가 정책실현의 효과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국민은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대상으로 인

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제2항) 

범죄자에게 치료와 지원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회내 범죄자 

관리와 교정에 협조하는데 있어 시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예다.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볼 때 마약류범죄자 뿐만 아니라 사회내 관리

감독과 치료지원이 필요한 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시민협력을 제도화하는 법적 기반으로서 모범이 되는 규정이다.

(2) 범죄방지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

년보호법상 범죄방지 및 피해회복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는 기본계획수

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설

치·운영 → 정책책임관 지정 내지 범죄예방 실태조사 등 집행지원 단계

로 구성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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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장관,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 아동정책 기

본계획과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각각 대상 범죄방지 및 피해회복 기본계획에는 범죄예

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정책의 개요, 연구·교육·홍보, 범

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범

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 예방, 피해 및 가해학생 치료교육 단체,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 제2항 제5호)이 중장기 기본

계획에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협조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 제2항 제3호)도 포함된다.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중장기 기본계획상 ‘보호·지원정

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구축과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협치적 형사정책 실현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 기관간 상호협조 지원은 정책연결망의 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확대의 근거로서 기본

계획 사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 제3절 범죄방지

기본법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정책 연결망

현행법상 범죄방지 정책연결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원회와 실무협의

체로 구성된다.

첫째,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아동정책조

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모두 국무총리 산

하기구로서 해당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위

원회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관련 정책의 수

립·조정, 유관단체 지원감독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대개의 중앙정부 위원회처럼 관계부처 장관, 담당 고위급 공무원, 

교수, 의사, 판검사 등 전문가, 유관단체 기관 대표자 정도의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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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39)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경우 청소년보호활동 경험 있는 학부모

가 위원에 포함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7조 제3항 제8호) 범죄피해자보호

위원회의 경우 범죄피해자 대표성 있는 민간위원의 포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둘째, 실무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범죄예방 업무 관련 담당자, 범죄예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된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시행령 제15조), 학교폭력예방대책실무위원회 (학

교폭력예방법 제8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11조)가 조

직되어 있다. 특히 실무협의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

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항을 협의하는 업

무를 담당하므로, ‘범죄예방 분야의 학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이나 기업, 일반시민조직 대표의 상식 또한 필요한 바, 실무협의체 구성

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기반 요소 관점에서 볼 때, 정책연결망

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촘촘하

게 짜일 필요가 있다. 이하 살펴볼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사례의 경

우 전국 243개 단위별로 정책협의체를 각각 기관대표자 운영협의체와 실

무담당자 협의체로 조직하였다. 특히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정책연

결망을 관장하는 협의체에는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범

죄방지 정책 당사자로서 시민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는 제4장 제3절 범죄방지기본법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실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법적 기반보다는 지역사회 주민 자치기

반이 더 필요하다. 법적 기반이 필요할 경우는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을 

539)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11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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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요청될 경우다. 후술할 아동여성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시민참여 범죄방지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참여가 

원칙이며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법적 기반 

필요성에 대한 현안 논의가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하

는 자율방범대는 모두 4,344개 조직되어 있으며, 대원은 11만명에 달한

다. 540) 현행 자원참여활동기본법상 ‘자원참여활동’에는 범죄 예방 및 선

도에 관한 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

으며 (동법 제7조 제7호, 제8호) 기본적으로 자원참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동법 

제2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참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다.

현행 자원참여활동기본법은 자원참여활동 진흥 정책 기본방향을 첫째,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셋째,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

계없이 누구든지 자원참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원참여활동진흥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2조) 협치적 형사정책의 시민참여 프로

그램에 대한 현행 법적 기반으로는 가장 구체적 규정이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찰의 지역치안활동 상당부분을 부

담하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

다.541) 현실적으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민참

여사업은 다양하므로 자율방범대 사례만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예

540) 경찰청, 2016년도 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자율방범대 법제화 필요성 제안

(2016년 10월 6일)

541) 경찰청, 2016년도 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자율방범대 법제화 필요성 제안

(201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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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반 

위에 활동하고 있는 사례542)도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와 같은 시민참여형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 기반을 갖춤으로써 해결가능한 문제다.

3.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기반 요소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법제기반 요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방지 정책에서 유관 국가기관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정부와 시민간 협력의 제도화를 명시한다. 제도

화의 내용에는 각 권한과 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방지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업 

체계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셋째,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 기반의 내용은 재정지원이다.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봉사의 취지가 프

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자기부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이 지역사회와 시민차원의 참여와 

협력발전에 기여한다. 다만 지역사회 재단, 기업 등의 지원이나 사회적 

채권543)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지역사회 사정에 따라 활용가능하도록 법

적 정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II.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1.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의 내용과 특징

협치적 형사정책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연결망과 협업을 통해 실현되므로 

542) 동법 제7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지원과 재해보상 규정이다.

543) 이미정, “범죄예방 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 영국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SIB) 모델의 개발 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3): 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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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이 그 두 번째 구성요소가 된다. 정책연결망(policy 

network)은 특정 정책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해 해법을 산출하는 제도적 틀이다. 거버넌스 모형544)으로서 정책 

연결망은 노동, 보건, 안전 등의 정책문제, 서로 연관된 일련의 국가현안

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공동 협력

하거나, 민간부문에 문제해결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구성원 사이의 신뢰, 규범이나 협력과 같은 사회자본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545) 물론 한국은 중앙집권 행정구조가 견고하게 구축되

어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위계에 따른 연결망이 비교적 촘촘하게 효

율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연결망이 대표적 경우다. 

민관협력, 기관간 연계의 필요성 또한 종래 강조되고 제도적으로 수용되

고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는 이를 바탕으

로 범죄방지 효과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연결망 요소의 

핵심이 정보 공유와 소통, 성과의 공동창출, 상호역할 조정(coordination)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협치적 관점에서 정책연결망을 형성하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 사이의 정보와 의사소통은 전통적인 상향식, 하향식 관계, 또는 수

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입체적 관계를 지향한다. 상·하향식이라는 설명은 

계층을 전제하지만, 입체적 관계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상황에 따라, 

가용자원과 특화된 기능에 따라 문제해결지향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

문이다. 또한 연결망이라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면서 내용의 개념이기

도 하다.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계한다는 의미는 절차와 형식을 가리키는

데, 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에 연결망의 절차와 형식을 갖춘다면 문제해

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양한 단위의 기관과 단체, 전문가 개인의 참여

와 기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해법의 내용이 더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정

책 대상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방지와 

544) 시장지향적인 영미국가의 거버넌스 이론에 비해, 북·서유럽 국가의 뉴 거버넌

스이론은 정책네트워크 지향성이 더 특징적이다.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94.)

545)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94-96; 유훈, “정책네트웍의 유형과 변동” 행정논

총 36(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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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조직과 운영은 앞서 살펴본 

법제기반을 전제로, 지역중심, 참여와 연대, 합리적 협의원칙이 핵심이다. 

이하 논의할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실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다.546)

첫째, 지역중심의 원칙은 범죄방지 보장을 위해 당해 지역사회의 안전관

련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가능한 자원을 고려하

여,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범죄방지 정책은 국

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필요와 사회적 자원을 고려해 틀이 잡힌다. 다시 

지역중심원칙은 국가정책 틀 안에서 지역 단위마다 특유한 범죄불안요소

와 예방 필요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정을 고려해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요청한다.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관한 국가정책적 의제는 18개 광역과 23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

니라 행정구역으로 구획하기 어려운 마을마다의 현안을 중심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지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죄방지 필요

를 살피지 못한 채 국가차원의 균일한 정책을 기획하고 획일적으로 하

달·집행한다면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공적 책임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형

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는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중심 원칙은 이상적 목

표라기보다는 현실적 요청이다. 

둘째,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형사사법기관이 지역사회 차원 연결망 틀을 제시하고 그 운

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은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조직 및 운영 과정

에서 지역사회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중시한다

는 의미다. 가장 소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지역 관변단체조직을 지양한다

는 뜻이다. 참여의 적극적 의미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참여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이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 종래 범죄방지 유관기관과 조직을 통합하고 제도화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정책연결망은 차단과 차별의 성격을 갖는

546) 강은영/김한균,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 연구 I (여성가족부,2011): 13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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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47)고 비판받는다. 참여와 연대의 원칙은 이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형사사법기관, 즉 경찰, 검찰, 형사법원과 교정기관이 중앙집중적

으로 지방조직을 통해 전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내지 선

출기관인 외국에서의 지역사회기반 정책협의체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선출을 통한 협의체 구

성도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차원과 시민 참여 제도를 행정적·재정적으

로 뒷받침할 부담 또한 더 크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의 범죄방지 정책현

안과 수요를 정책기획, 집행, 평가에 반영할 지역기반 기관과의 연계와 

지역사회 자원 참여 중요성을 형사사법기관이 인정하고 정책연결망 구축

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이 범죄방지 정책연

결망에서 시작지점(entry-point)과 완결지점을 관장하는 지위는 변함없다. 

연결망을 통해 시행될 정책현안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최종

적인 평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연결망의 시작과 완결 사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 협의원칙에 따라야 한다.  

셋째, 지역중심과 참여 원칙은 협의적 논의절차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실현된다. 하향적인 지시전달이나, 형사사법기관 등 특정기관 또는 단체

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활용가능한 자원을 독점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행정권력과 예산지원권한을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이나 중앙행정부처가 의

사결정구조를 좌우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하

는 취지는 정책연계를 통한 원활하고 효과적 정책수행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 체계가 기획한 학교폭력 방지정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다고 할 때, 정책이 전달되는 경로는 다

양하고 중첩적이다. 학교폭력 대책의 경우 유관 중앙부처만도 교육부, 기

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

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 11개 부처다. 각 부처 산하 

547)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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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관 기관 및 단체 역시 중앙기관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 조

직을 두고 있고, 각 부처 지원·감독 대상 각종 단체들까지 정책전달경로

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가장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각 지역단위 유관기관을 통한 범죄방지회복 정책집행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

폭력 또는 가정폭력 개별 사례관리 문제에서 지역 경찰관서나 지역 성폭

력피해자 보호지원단체가 각자 확보한 정보와 가용한 자원을 독점하고 

형사사법기관이나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 각각의 특성을 고집하면서 주도

권을 다투면 피해자와 가족 보호지원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예산지원과 시설분배의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같

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사이 마저도 갈등이 일어난다. 합리적 협의원칙이 

부재하는데서 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기획된 정책 이행이 지역사회

와 주민에게 전달되려면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을 통해야 하고, 연결

망을 구성하는 기관, 조직, 단체와 시민들은 합리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연계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 개별의사의 

단순한 총합이나 다수결 결정도 협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협의성의 

원칙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조직과 의사결정절

차에서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2. 지역사회 범죄방지 정책연결망 사례 분석

(1) 민간주도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현행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

어야 한다. (제4조 제4항) 이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사업추

행체계는 여성가족부는 집행지침시달, 예산배정, 사업확인과 점검, 사업

평가와 결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사업검토, 예산배정, 사업확인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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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교부, 사업점검, 지원시설은 사업수행, 사업결

과보고 업무배분의 수직적 구조다.548) 법제도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방지

와 피해회복관련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협의하고 실행할 정책연결망

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후술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와 같이 

구체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치적으로 정책연결망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영국의 지역사회 범죄방지 조정관(Neighbourhood Crime and 

Justice Co-ordinator) 제도는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2008년 정부 정책평가 보고서 ‘범죄퇴치를 위

한 지역사회의 참여(Engaging Communities in Fighting Crime)’549)가 지역

사회 차원 범죄방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참여적 범

죄방지 프로그램을 권고한데 따른 제도다. 2008년 평가에 따르면, 범죄와 

무질서 행위는 중요한 시민적 관심사인데도 시민들은 범죄방지정책에 의

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형사사법체계의 역할도 기

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영국 내무성과 

법무부는 60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범죄방지 조정관 제도를 시행했다.550)

지역사회 범죄방지 조정관은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 범죄방지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한다. 지

역사회 정보공유 업무는 지역사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도 증진, 반사회적 행태(질서위반행위와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노력

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범죄예방의 날 제정과 같은 

지역주민 행사 조직, 지역법원 중심의 서비스 개선, 가구 방문홍보, 지역

사회방범조직(Community Crime Fighters)551)과의 공조사업을 담당한다. 지

역사회 차원 범죄방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창구역할, 

548)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

549) L.Casey, Engaging Communities in Fighting Crime (Cabinet Office, 2008)

550) Michelle Charlton/Jane Lawrence/Sarah Morton,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the role of Neighbourhood Crime and Justice co-ordinators, Research

Report 62, (Home Office,2012):1

551) Home Office, Engaging Communities in Criminal Justice, para.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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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의 범죄방지 프로그램 참여증진, 범죄방지 관련 정책결

정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증진, 지역사회 범죄예방 회합 참여 독려, 지역

사회 범죄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 제안 업무를 담당한다. 또 하나

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형사사법기관의 조정과 협력, 지역사회 범죄방

지 협력프로젝트의 지원이다. 지역사회 형사사법기관 조정협력은 지역사

회 유관기관간 연계강화, 지역사회 연계자원 강화, 지역사회 조직화, 지

역주민-유관기관 파트너쉽 중점강화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협력사

업 참여기관 및 단체 사이 의사소통 및 공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합 

참여, 지역사회 연계자원 확보, 관련회합과 문제해결그룹의 조직, 지역사

회 현안관련 연락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범죄방지 협력프로젝

트에 관하여는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 참여기관과 단체지원, 지역사회 범

죄방지 협력을 위한 자원 확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현장지원, 모범사

례 공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552) 정책연결망을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주도하거나 지역담당 공무원을 두지 않더라도 정책연결망 

운영에 민간조정자의 역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다.

다만 2012년 지역사회 범죄방지 조정관 제도 평가에 따르면  현실적인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즉 일부 지역에서는 유관기관의 고른 참여

보다는 특정 단일 기관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 지역사회 범죄방지 프

로그램들간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조정관에 부여된 역할이 해당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점, 많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범죄방지 프로그램 책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이다.553) 이에 

따라 권고된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범죄방지조정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범죄방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552) Crime and Justice Pioneer Areas Launched

(http://www.cjp.org.uk/news/archive/crime-and-justice-pioneer-areas-launched-

04-11-2008/ 2016년 10월 1일 검색.); Camden a pioneer for community safety

(http://www.camden.gov.uk/ccm/content/press/2008/november/camden-a-pioneer

-for-community-safety/ 2016년 10월 1일 검색.)

553) Michelle Charlton/Jane Lawrence/Sarah Morton,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the role of Neighbourhood Crime and Justice co-ordinators,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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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개별화, 구체화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 주민과 유관기

관간의 원할한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하고, 셋째, 정

책우선순위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이 특정 문제에 집중되거나 모

든 문제에 관해 자원이 산술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넷째, 다

양한 기관과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554)

한국보다 지방분권적 제도가 발달한 영국에서도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구성과 역할에는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지역중심의 정책연결망을 구

축하는데 민간 조정관을 선발해서 지역사회 대표성을 가지고 형사사법기

관과의 협의업무를 전담케 한 제도 취지는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지역

중심원칙, 참여와 연대의 원칙에 부합된다. 다만 정부의 지역사회 범죄방

지 조정관 제도 도입 계기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필요성이

었기 때문에 조정관에게 정책연결망을 이끌어갈 만한 구체적 업무와 조

정권한 부여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 협의를 통해 갈등소지를 줄이는 절차를 갖추기에도 부족했다.

(2) 문제중심 다기관 협업체계

가정폭력은 성폭력, 아동학대, 소년비행으로부터 상해, 살인까지 이르는 

다양하고 중한 범죄 및 피해 위험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다. 개인

과 가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인 측면 또한 상당하다. 가정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차원이 어느 경

우보다 절실한 문제다.555) 영국 가정폭력위험대응 기관협의회 (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사회 기반 다기관협

업체계 (local multi-agency partnership)의 전형적 사례다. 

한국의 현행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정책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복

지법 등 기본계획과 추진협의체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국은 별도의 

가정폭력국가대책계획(Domestic Violence National Delivery Plan)을 수립하

554) Michelle Charlton/Jane Lawrence/Sarah Morton,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the role of Neighbourhood Crime and Justice co-ordinators, 17.

555)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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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무성(Home Office)이 관장한다. 가정폭력 유관 기관과 지역사회 협

력적 대응체계인 기관협의회(MARAC)는 대책계획의 핵심내용으로서, 경

찰, 보호관찰소와 지방정부 유관부서 등 기관협의체로서, 각 지역 가정폭

력전문법원(Specialist Domestic Violence Court)556) 프로그램까지 포괄한

다.557)

기관협의회(MARAC)는 가정폭력사안을 위험성평가절차에 따라 가장 위

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특정하고 이에 특화된 다기관협력적 대

응조치를 취한다. 형사사법기관 이외 유관기관도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참여한다.558) 이런 점은 정책연결망으로서 참여와 연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다. 특히 참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기관협력적 체계안에

서 협업한다는 의미는 여성보호지원부서와 같은 피해자지향적 기관은 피

해자의 관점에 따른 정보를,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의 범죄경력과 

위험가중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제공하되, 사안에 따라 정보를 평가

하고 피해자 우선보호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형

사사법기관이 최종결정자가 아니라 참여기관의 협의결정에 따른다는 뜻

이다. 

또한 기관협의회는 지역중심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사회 현실에 따라 조

직하고 운영한다. 대체로 지역경찰 사회안전 담당부서장이 대표를 맡고,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담당 책임자가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정기회합에

서는 가정폭력 위험성 높은 현안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

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역사회 동원가

능한 자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수

립한다.559) 지역사회 다양한 대표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556) 2007년 4월 현재 64개 가정폭력전문법원이 운영된다.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2.6.6.) 2013년 7월 현재 전국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https://www.cps.gov.uk/publications/

equality/vaw/sdvc.html. 2016년 10월 1일 검색.)

557) Inter-Ministerial Group on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National

domestic violence delivery plan, Annual progress report 2007/08, (Home

Office,2008):6.

558)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19.

559) 영국 람베스(Lambeth)시 사례에 따르면, 기관협의회 구성원은 경찰 사회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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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협의회의 절차와 실무운영은 핵심원칙, 즉 피해자 보호우선에 따라 

구성된다. 첫째, 모든 참여기관은 적시에 고위험사안을 확인, 기관협의회

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기관협의회는 명

확하고 투명한 회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가시적 고위

험성, 전문가판정, 위험악화의 잠재적 요인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

다. 셋째, 관련된 법적기관, 가정폭력 보호지원전문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및 자원참여기관들이 적절히 참여해야 한다. 넷째, 기관협이회는 절차내

에서 피해자를 대표하고 지원할 대변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참여기관은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관련정보를 조사 취합하여 

적절한 최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여섯째, 회합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

처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기

관협의체는 안전성,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관협의체 구성과 절차는 해당 지역사

회 주요 유관체계에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560)

기관협의체 회의가 소집되면, 사안을 회부한 기관 담당자가 회부사안 관

련정보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개입할 경우 

위험에 대해 확인한다. 보호전문가는 피해자를 대변하여 관련정보를 제

공한다. 각 참여기관은 당해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해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제시하고, 다른 참여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다. 결정된 관련조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고 합의된 기한내 실행한다. 각 

참여기관은 조치완수여부에 대해 간사에게 통지하며, 보호전문가에게 진

(Community Safety Unit), 보호관찰소, 보건소, 의료보험공단(NHS Foundation

Trust), 가정폭력피해자보호센터(Domestic Violence Centre), 여성보호기관

(Women's Aid), 지역병원과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프로젝트, 범죄피해자보호기관(Victim Support), 시청 아동청소년보호과

(Children's and Young Peoples Service), 시청 교육복지담당관(Education

Welfare Officers), 시청 마약남용대책팀(Substance Misuse Team), 시청 안전과

(Safeguarding Adults), 시청 주택관리과(Housing Services), 시청 학습장애대책

팀(Learning Disability Team), 시청 장애자 및 노인보호팀(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Team)이다.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

대응, 19-20.)

560) CAADA, DV MARAC Implementation Guide (CAADA,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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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561)

기관협의회는 법적 기반을 가진 조직체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피해위험

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 지역상황과 사안에 따라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모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영국 전역에

서 운영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다기관

협력 방식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562)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

이 공유함으로써 지원서비스 효과가 높아지고, 피해자 만족도와 형사사

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사건 신고율이 높

아지고, 기소율과 유죄판결율도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563)  기관협의

회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실무에도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받는다.564)

반면 기관협의체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정책연결망의 합리적 협의

원칙 실현의 한계다. 즉 형사사법기관이 다른 관련기관의 사안회부를 통

제하는 경우, 참여기관들간 회부기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합의가 결여

된 경우, 원활한 회부절차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 회의의제 통지가 지연

되어 회합전 사안조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소속기관 동료직원들의 기

관협의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

공유절차와 기준에 대해 참여기관들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주도적 기관

이 여타 참여기관들을 대신해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위험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 다수가 정보를 준비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참여기관 대표자가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 사안실

무자를 대리참석 시켜 사안을 설명케 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정보공유

를 기대할 수 없다. 참여기관의 역량이 부재한 경우에도 조치를 요구하

는 경우, 조치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회합이후 피해자와 연락조

561) CAADA, The MARAC Representative’s Toolkit (CAADA,2009)

562)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18-19.;

HMIC, Everyone’s business: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abuse,

90-94.

563)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2.6.5.

564)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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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담당할 기관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들이 여타 아동

보호 및 피해성인보호절차와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조

치 이행이 어렵게 된다.565)

비교법제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에서도 가정폭력과 같이 위험관리를 

포함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이 필요한 정책 사안은 지역단위에서 형사사

법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연결망을 통해 예방적이고 체계

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566)

첫째,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유형임을 고려할 때, 가해와 피해위험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체계와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체계는 정책연결망의 성

과를 좌우할 시작점인데, 특정기관이 독점하기 보다는 연결망 일부가 되

어야 한다. 둘째, 기관협력체계는 특정 형사사법기관의 주도보다는 피해

자지향적 기관의 참여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 및 대응조치에 

피해자의 의사와 필요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관간 정보공유

는 사안해결과 위험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와 국가기관, 형사사법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력은 구체

적 조치계획과 사후관리를 통해 체계화되어야 한다.

(3) 형사사법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제도화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전국 43개 지역단위별 형사사법 정책연결

망으로서 지역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s)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형사사법기관장의 협의체로 출발했지만, 범죄방지정

책 협업과 민관협력 체계로 확대발전해왔다. 지역형사사법위원회중 가장 

큰 규모인 런던형사사법 협업체계(London Criminal Justice Partnership)는 

런던내 형사사법기관과 기타 유관기관협의체로서 2003년 설립되었다. 

2010년 런던형사사법위원회 (London Criminal Justice Board)라는 기존 명

565)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20-22.

566)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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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변경한 조치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

이다. 지역협업체계는 범죄적발부터 재범방지대책에 이르기까지 형사정

책과 절차 전반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지역단위 형사사법그룹(local 

criminal justice group)도 지원한다. 우선 목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

사사법서비스의 제공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를 줄이는데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사회의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필요

에 부응하며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형사사법 서비스이용자, 즉 시민이 더 효

과적인 형사정책 성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시민의 필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형사사법기관의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

고 해결한다.567)

이에 따라 런던 형사사법협업체계 전략목표는 정책 효과성 향상, 재범 

감소, 시민의 신뢰향상이다. 첫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

대해 신뢰를 높이고, 피해자의 필요를 중심에 둔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

램에 지역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둘째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범죄와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역사

회의 필요는 지역사회 체계중심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로써 형사사법기

관 전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568) 평가에 따르면, 지역

사회 안전협업체계를 통해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면서 형사사

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569)

정부의 중장기 형사사법 전략은 지역차원 협업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본 사례를 통해 범죄방지 정책의 지역사회 단

위 실행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지역사

회 범죄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전문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태조사도 가능하다. 지역사회 자문

567)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1.1.

568)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1.1.

569) Nerissa Steel/Liz Ward/Alana Diamond, Information sharing aimed at

reducing violent crime: A survey of 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Research Report 45 (Home Office, 2010):15-16.



- 208 -

을 통해 형사정책 현안을 확인하고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지역기관과 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정책 성

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와 신뢰가 가능하려면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도 

공개, 공유될 필요도 있다. 이하 제4장에서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이다.  

(4) 형사사법기관 주도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 대책이 필요한 범죄현안

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형태,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있

다. 미국의 지역사회검찰전략(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은 지역사

회 안전을 목표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업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570) 형사사법기관 주도 정책연결망 사례다.  

지역사회 검찰전략은 ‘범죄와 삶의 질 문제 및 해법을 확인하고 찾는데 

있어서 검찰과 지역주민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관점’571)이다. 단순

히 기존 형사사법기관의 민관협력 활동의 일부가 아니다. 형사사법기관

으로서 지역사회단위에 초점을 맞춘 범죄통제전략(community-focused 

crime strategies)과 지역사회 치안활동, 지역사회 기반 회복적 사법 프로

그램과 같은 지역사회차원 형사정책 변화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검사의 역할, 그리고 검찰청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

제의식에 기해 기획되었기 때문이다.572)

미국 검찰제도 역시 지역단위 조직을 두고 한국과 달리 지방검사장 주민

선출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검찰 정책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직

접적 연관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방법원관할사건의 기소업

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둘 뿐,  지역사회 범죄문제 현안은 검찰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지역사회검찰전략 기획은 지

570) 김한균, 범죄통제에 있어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형사정책연구소식 93,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6):8.

571)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After Two Decades, Still New

Frontiers, Journal of Legal Profession, 32(199) (2008): 199

572) 김한균, 범죄통제에 있어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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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서 본격화된 형사사법체계와 지역

사회의 정책협력 기획이 검찰단계에까지 확대된 결과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검찰전략은 경찰

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범죄와 치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

되어 왔다.573)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요성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부각되었는데, 1980년대까지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 프로그램이 교정정책 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다. 1980-90년대 형

사사법 체계개혁에서 주된 초점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었다. 1980-1990

년대 문제해결지향적, 지역경찰프로그램(community-policing initiatives)의 

발전과 함께 범죄통제에 관한 지역사회적 관심사가 경찰의 활동에 전면

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574) 1990년대 초반부터는 마약치료법원(drug 

court)이 도입되면서 법원에서도 지역사회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었다. 575) 이처럼 형사사법기관 주도의 지역사회 기반 정책 발전이 검찰

의 지역사회전략의 배경이다.576)

특히 미국의 경우 1980-1990년대 마약범죄에 대한 강경한 형사법적 대처

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의 부담이 과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요청되

었고,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의 검찰청은 지역사회검찰전략을 지역현실

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지역사

회내 마약거래범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거래상에 대

한 기소만으로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범죄감소 효과가 체감되지 못한

다. 지역사회 범죄요인이 해소되지 못하는 한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수 

573)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2003): 5-6.

574)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1967); US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1970)

575) 1993년 미드타운(Midtown)시 지역사회법원(community court)의 경우 형사법원

이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을 구축하고, 한 지역사회지향적 형사사법기획

(community-oriented justice initiatives)을 수행한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

(M.Sviridoff et al, Dispensing Justice Locally: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the Midtown Community Court, Psychology Press,2000)

576)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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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범죄와 범죄피해는 변함없는 지역현실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577)   

1994년 강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은 재정적 지원규정578)을 두고 지역사

회 검찰전략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검찰전략은 지역개발계획부터 공공장소 청결유지, 불법

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민사제재수단을 활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범

죄방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 바로 지역사회검찰

전략의 특징인 정책연결망이 등장한다. 즉 기존 형사사법기관 이외의 유

관정부기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예를 들어 소년범죄문

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기관, 소년사법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들과, 또한 

도심지역치안문제해결을 위해 가로조명시설, 주류판매규제, 주택문제, 공

원 및 유흥장소 청소, 마약치료, 정신보건시설, 아동보호시설, 가족보호시

설 관리기관과의 정책연결망을 조직한다.579) 검찰청내 지역협력부서

(Community Affairs Unit)와 지역사회 담당검사가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업무를 전담한다.580)

지역사회 검찰전략상 정책연결망은 지역중심원칙에 따라 각 지역적 특수

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 시행되는데, 특히 상업지역

과 도시 및 시외지역의 특정 지역적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의 일부

다.581) 따라서 대상문제(target problem)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따라, 검찰의 정책연결망 내용이 구성된다. 대체로 민생범죄가 정책

대상이 되며, 지역사회 공간적 특성과 지역사회 참여방식이 지역사회 검

577) B.Boland, “Community Prosecution: Portland's Experience”, D.R.Karp편,

Community Justice : An Emerging Field, (Rowman & Littlefield,1998):

243-254.

578) Sec. 31701. 연방법무장관은 지역사회기반 사법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대를 지

원하기 위해 각 주와 지방검찰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79)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6-7.; 1985년 뉴욕주

맨하튼 (Manhattan) 지방검찰은 뉴욕시의 합성코카인(crack cocaine)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 검찰청내 지역협력부서(Community Affairs Unit)를 통해 각 지역에

마약전문 검찰직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파견직원들은 마약범

죄의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정보수집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문서, 10.)

580)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33-34.

581)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19.



- 211 -

찰 정책연결망 조직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사회의 역할 방식이다. 정책연결망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조

직과 주민은 지역사회 범죄방지와 문제해결 대책 기획과 집행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582)

미국의 지역사회검찰전략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이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내는 지역사회 사법기획(community justice initiative)

이 다양하게 실현되어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583) 지역사회검찰전

략의 다양한 적용형태에서 공통적인 정책관점은 검찰의 지역사회기반 정

책연결망 적극 참여와 활용이 지역사회 범죄방지 정책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 대

한 신뢰가 높아지면 범죄방지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질 것이다.584)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검찰전략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다.585) 미국에서 지역사회 검찰전략은 종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 차별적인 발전양상과 성과를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지

역관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검사를 배정하는 방식에 그쳤다. 그 

배경에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586) 관점에 대한 고려

로부터, 지역사회 범죄원인 예방에 초점을 맞춘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인식했기 때문이다.587) 초기 지역사회 활동에 투입된 검사들이 현장경험

582) L.Kurki, Restorative and Community Justice in the US, M.Tonry 편, Crime

and Justice, 27, (2000): 257.;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36.; 김한균, 범죄통제에 있어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12-13.

583)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103.

584) J.S.Goldkamp et al, Community Prosecution Strategies, 7.

585) 검찰의 지역사회 전략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미국검찰연구원(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이 설립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평가가 축적되고

있다. (www.ndaa.org/apri/index.html);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199-200.

586) Bernard E. Harcourt, “Reflecting on the subject: A critique of the social

influence conception of deterrence, the broken windows theory, and

order-maintenance policing New York style” Michigan Law Review 97(2)

(1998): 291-389.

587) 조선호, “지역사회 중심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5 (한

국경찰학회, 2002):159.



- 212 -

으로부터 인식한 중요한 내용은 지역주민이 실제 두려움을 경험하는 일

상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문제보다는 교통법규위반, 길거리 마

약판매,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유해환경으

로부터 지역사회를 파괴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유발된다는 이해를 바탕

으로 검찰은 전통적인 형사소추 업무로부터 지역사회 범죄방지 현안대응

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되었다.588) 범죄발생 사후대응으로부터 선제적 범

죄방지로의 정책관점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검찰의 지역사회전략은 범용프로그램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범죄

방지 효과를 지역사회 배경으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략방식이다.589) 미국검찰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지역사회 삶

의 질 향상과 중범죄 유발요인 해결에 적극 관여하는 검찰기관은 전략구

성과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서 지역사회 조직과 시민을 지원하며, 교육프

로그램을 도입하고 피해자 단체와 협업하며 지역사회 법정도 활용한다.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검찰전략의 핵심요소들을 가려보면, 다기관협력, 

다양한 집행기법, 지역사회 참여, 문제해결전략, 초점지역규정, 예방적 조

치와 사후대응적 조치의 통합이다.590)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검찰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검찰담당부서는 

범죄방지정책 관련 지역현안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

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을 협업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

계개선은 전통적 검찰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성과로 평

가된다.591) 반면 회의적 관점도 있다. 검사장 선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 자체도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전반적 범죄감소율

을 볼 때 실질적 영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점과도 연관된다. 지

역사회 검찰전략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시행된 

588)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200.

589)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201.

590)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201-202.

591) M.Elaine Nugent et al, The Changing Nature of Prosecution: Community

Prosecution v Traditional Prosecution Approaches (2004)

(http://www.ndaa.org/pdf/changingnatureofprosecu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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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마찬가지로 범죄율 전반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범죄율 감소목표

보다는 검찰의 자원부족이 실제 도입한 이유였고, 반대로 지역사회 활동

으로 검찰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592)

반면 미국검찰연구원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

의 49%인 2,800개 지방검찰기관이 지역사회전략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

다. 지역별 해당전략시행과 범죄감소율 상관관계와 같은 경험적 자료는 

뒷받침되기 어렵지만, 검찰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성 회복과 형사

사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그리고 재범방지에 기여효과가 있다고 평

가하고 있다.593)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검찰전략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하나는 지역사회활동 전담검사가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해결방식의 개발과 실행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사손해배상 방식의 문제해결을 지원함으로써 형

사소추의 자원부담도 줄이고 지역사회 민생에도 기여한다. 또한 경찰이 

기획한 지역사회 전략보다 현실영향력이 더 크다. 검찰의 지역관할이 더 

넓고 법원과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594)

한국에서도 1997년 ‘자녀학교안심하고보내기 운동’ 등 검찰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 사례가 없지 않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검찰활동은 1999년 자녀안

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현재는 국민재단을 중

심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 민간중심 운동으

로 전환된 사례다. 현재 국민재단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

한 예방·감시활동, 우범·불우 청소년의 선도 및 지원, 청소년 범죄의 실

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전국 20만명의 자

원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다.595) 또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정책에 있어

592) Russ Freyman, D.A.s in the Streets, Governing Magazine,(1998): 28.; Salley

B.Donnelly, D.A.s Walk the Beat, TIME (1999년 7월 19일자): 67

593) Paula Park, D.A.s Still Getting Out on Street: After 10 years Community

Prosecution is Growing, A.B.A.Journal (2001):26.

594) Kelly B.Gray, Community Prosecution, 203-204.

595)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64&order=bcCode%20desc&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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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유

도하며,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민간 자원참여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

키는 방향으로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 계획을 밝히고 있다.596)

현실적으로 한국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업무에 한정된 형사사법기관중

의 하나이기 보다는, 지역사회 범죄방지 현안에서 국가기관과 민간부문

을 아울러 정책연결망을 조직해낼 수 있는 막강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단기적 행사적 조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검찰개혁’의 차원

에서 검사와 시민, 검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을 성찰해보는데 미국

의 지역사회검찰전략은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597)

또한 검찰이 시민을 형사사법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 인식하고 가해자-

피해자 조정, 시민대상 법교육 등의 상생적, 참여적 사법 프로그램을 추

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598) 협치적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사회 검찰전략은 검찰기관의 대민협력과 공보 확대를 통한 기관지위 강

화대책의 하나로 단순히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지방검찰

청의 지역사회내 권력기관으로서 지위는 이미 충분히 높다. 다만 지역사

회 범죄방지 현안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과 조직한 관계 속에서 구체

적인 정책내용을 정하고 실천하며, 성과를 평가받는데 있어 얼마나 중심

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지역사회 범죄방지 현안에 

맞게 정책연결망을 조직하는데 참여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단체, 지

역주민조직과의 업무연계와 정책협의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적 역할을 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시되는 

‘개혁’보다 더 실질적인 개혁내용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459&SELF=TRUE&vc=33704 (2016년

10월28일 검색)

596) 검찰주요활동:범죄피해자지원 (http://www.spo.go.kr/spo/major/

victim/victim01.jsp. 2016년 10월28일 검색)

597) 김한균, 범죄통제에 있어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력,18.

598) 김현, “형사사법에서의 회복 참여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14(2)

(2009):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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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치적 형사정책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는 지역현안과 실정에 따

라 참여와 연대의 틀안에서 합리적 협의를 거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

고 평가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여줄 수 있

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은 지역사회 범죄방지 관련 특성과 수요를 파

악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기획하고 운영해

야 한다.

둘째, 따라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은 실질적인 조직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셋째, 지역중심과 참여 원칙은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협의적 논의절차

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실현된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이 구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고, 범죄방지 영역에서는 경찰과 검

찰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 주도의 지역사회 정책

연결망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원과 역량의 전문성과 우월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한 정책연결망 형태이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대상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방지 목적의 정책연결망이 국가의 침해

적 개입을 앞당기고 확장하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는 종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민간단체가 형사사법기관과 함께 정책연결망 참여를 고려할 때 고민

하는 지점이다. 정책연결망의 구성과 운영절차에서 참여와 연대 원칙, 합

리적 협의 원칙이 공유되어야 비로소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이 협치적 형

사정책의 실질적 요건이 될 것이다.  

III.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1.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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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 정책에서 협업은 형사사법기관과 시민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형사사법기관과 유관행정기관, 형사사법

기관과 민간조직 또는 기업,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이에 여러 가지 형

태로 구성된다. 다원적 협업관계는 정책연결망을 통해 실현되고, 또한 다

양한 협업프로그램이 협치적 형사정책의 내용 내지 수단으로 실행된다.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이 형식적

으로 참가하는 정책집행 대상이 아니라, 협업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정책

이라는 의미다. 

(1)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의 의미

형사정책에서의 시민참여는 종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정책에 고유한 내용이다.599) 경찰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범죄방지활동의 

일부로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을 활용하는 의미다. ‘치안서비스의 공동생

산(co-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공동생산 주체가 되

는 셈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의 치안서비스 전달담당자와 시민이 상

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치안서비스 생산이라는 관점에

서는 민간경비업도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600) 이에 비해 협치적 형사

정책 관점에서 시민 참여는 시민을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당사자로 위

치지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방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실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 조건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는 국제사회의 현안이자 요청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의제이기도 하다. 다수의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기

599) 최인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44-48.;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Boston: Pearson, 2003): 13-14.;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45.

600) 양문승,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보 5,

(한국경찰학회, 2002): 93.; 조병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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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규범은 형사정책에서 시민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601)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 강화에 관한 유엔 가이드

라인의 발전은 각 국과 형사사법 참여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시민참여 확대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되, 국민 안

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시민보호 책임

은 분명히 한다.602)

2010년 제12차 유엔 범죄방지 형사사법 총회(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선언문, ‘변화하는 세계에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전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종합 전략’ (Salvador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Global Challenge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ir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603)에 따르면 범죄방지정책 발전과 결정, 그리고 정책 점

검과 평가는 일차적으로 국가 책임이되 책임이행을 위한 전국가적 노력

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604) 이어서 2015년 제13차 총회에서도 ‘범죄방지와 형사사법 강화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의제에 포함되었다. 제13차 총

601) 범죄방지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제9절; 범죄방지

및형사사법 분야에서 여성대상폭력근절을 위한 모범전략 및 실천수단(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제22절; 범죄방

지및형사사법 분야에서 아동대상폭력근절을 위한 모범전략 및 실천수단(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제13(c)절 및

제16절; 수형자처우에 관한 최소규칙기준(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79절 내지 제81절;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및처벌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itional Organized Crime) 제9조 제 2절 내지 제3절, 유

엔반부패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제13조

602)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10.

60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230, annex.

604)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Working paper prepared by the Secretariat,

Thirteenth 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CONF.222/9. 2015. par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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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논의에 따르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의 여부는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신뢰 향상, 범죄대처자원

의 효과적 활용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참여적, 시민의견 

수렴적, 증거기반적 요소605)를 형사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606)

을 확인한 바 있다.

(2)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구성

시민참여가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의 책무

와 참여 강조가 법적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연결망에 지역주민

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협치적 형사정책 요건으

로서 시민참여는 구체적 협업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기존 지역사회 범죄방지 체계에서는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이 독

자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효과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607) 지역사회 

범죄방지 기본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은 전략 및 

605) 증거기반(evidence-based) 형사정책에 따르면 형사정책의 효과성 문제는 단순

히 형사사법기관의 치안활동이나 개인의 범죄방지 노력을 넘어 지역사회, 주거환

경, 학교, 노동시장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아야 한다. 형사정책에서는 일회성

증거나 즉흥적 관심,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책의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효과적인 정책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Lawrence Sherman et al,

Evidence-Based Crime Prevention (London:Routledge, 2002):xi-xiii.)

606)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3.

607)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의 일반적인 개념틀은 다음과 같다. (최인섭/진수명, 지

역사회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36)

문제 전략 매개요인 단기효과 장기효과

- 범죄발생과
유형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지역사회
약화
- 무규범, 사
회통제 결여

- 이웃감시
- 환경설계
- 경찰과 지
역사회 협력
- 특정지역
집중감시
- 청소년 활
동
- 피해자와
약자보호
- 교육

- 지역사회적
특징(공동체의
식, 지역규모)
- 주거상태
- 형사사법기
관의 대응
- 종래 범죄
방지활동
- 전략수행
조직의 특성

- 주민참여
증가
- 주민인식
증가
- 경찰, 지방
자치단체와 지
역사회 협력
및 상호작용증
가

- 범죄감소
- 범죄에 대
한 두려움 감
소
- 주거환경
향상
- 비공식적
사회통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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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행단계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정폭력 정책실행체계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 성

폭력방지정책 추진전략 체계 및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은 중앙과 지역단위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지역사회 중심 예방교육, 성폭력예방 매체홍보 

및 캠페인, 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기관지원 등이 내용인데, 시민은 교육

과 홍보 대상일 뿐 참여주체로 자리매김된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

다.608) 가정폭력방지정책 추진전략체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은 예

방교육과 캠페인의 대상에 머문다.609) 이하 제4장에서 다룰 아동여성안

전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은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협치적 형사정책을 일반적인 지역사회 범죄방지활동 내지 지역사

회 치안활동과 구별지워 주는 지점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시민의 참

여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결합하는 협업 프로그램 요소다. 시민참여 협업

프로그램의 특징은 문제해결 협업관계(problem-solving partnership)610) 맥

락 속에서 규정할 수 있다. 종래 국가기관 입장에서 수행한 민관협력은 

일종의 캠페인이지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렵다. 협력관계에 참여하는 당

사자가 수용하는 책임의 정도가 높지 않다. 반면 특정 문제에 지향되고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한 협업관계는 형사사법기관 측면에서는 예산 

등 책임을 지고 관리·지원하며, 지역주민 측면에서도 더 책임 있게 참여

하므로 실효성 있는 진행이 보장될 수 있다.

협업프로그램의 구성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범죄현안에 대

608)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b.jsp?viewfnc1=0&vi

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016년 10월 1일

검색)

609)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b.jsp?viewfnc1=0&vi

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016년 10월 1일

검색

610)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151.;

Dennis P. Rosenbaum, “Evaluating multi-agency anti-crime partnerships:

Theory, design, and measurement issues” Crime prevention studies 14

(2002):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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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태진단이다. 진단대상은 범죄위험공간, 범죄피해 취약집단,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이다. 둘째, 진단결과는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을 통해 주민과 각 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

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지역사회내 참여 기관과 조직마다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행에 옮긴다. 넷째, 프로그램 수행 진행과정과 결

과, 주민참여의 질을 점검하고 평가한다.611)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민

참여 협업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수단이 아닌 협업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지역범죄 문제진단은 전문가 진단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수행될 때 더 현실적인 진단이 

나올 수 있다. 현실적인 진단이 현실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문

제해결 전략 수립 자체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물론 점검과 평가, 그

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개선방안과 실행프로그램은 다시 시민참여 프로

그램을 구성한다.

2.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사례 분석

(1) 주민자치적 범죄방지 프로그램

이웃지키기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은 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의 대표적 사례다. 일정 가구 단위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관심현안을 논의하고, 낯선 방문자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

하도록 한다. 초기 활동은 ‘감시’의 확대 의미가 없지 않았지만, 형사사

법기관 특히 경찰의 확장된 ‘눈’을 의도한 정책은 아니었다.612) 지역주민

이 지역사회 범죄방지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취지를 교육하고 자치

적으로 범죄방지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시보다는 서

로에게, 또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켜주는 가운데 지

역사회 안전과 안전감이 회복되고 공동체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데서 

611)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152-153.

612) R.E.Wilson/T.H.Brown, “Preventing Neighborhood Crime: Geography

Matters”, NIJ Journal 263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2009):30.



- 221 -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전국사법경찰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에 

의해 주거침입절도나 공공기물파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 형사사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구하고, 각종 재

난 대응에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도입되었다.613) 영국에서는 

1982년 가정지키기 프로그램(Home Watch)으로 시작되었다.614) 이후 구역

지키기(block watch), 지역사회 지키기(community watch) 등 다양한 형태

로 확산되어 갔으며,615) 대부분 공적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주민 자원

참여 중심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웃지키기 프로그램은 마을단위 자조적 

모임에서 출발하여 전국적 협의체의 틀을 갖추고 중앙정부와 경찰의 지

원을 받는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정책으로 발전했다. 특히 그 실천적 

의의는 주민자치적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형태

의 범죄방지 협업프로그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있다.

2008년 미국 연방법무부 평가에 따르면, 2000년도 기준 인구 전체 40%

가 이웃지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전국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

다. 영국의 경우 이웃지키기 프로그램에는 2014년도 기준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38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17만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범죄방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는다.616) 1977년부터 1994년 기간중 미국, 영국, 캐나다의 이웃지키기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의 평가에 따르면 범죄율 26%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90%가 해당프로그램의 범죄감

613) R.E.Wilson/T.H.Brown, Preventing Neighborhood Crimes, 31.

614) Neighbourhood Watch (www.ourwatch.org.uk/about-us/);최인섭/진수명, 지역

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75.

615) R.E.Wilson/T.H.Brown, Preventing Neighborhood Crime, 31.; 최인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66.

616) www.ourwatch.org.uk/knowledge/strategic-plan-template. 2016년 10월 1일 검

색.; Katy Holloway/T.Benett/D.P.Farrington, Does Neighborhood Watch

Reduce Crime?, Crime Prevention Research Review No.3.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2008):6.;최인

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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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617)

해당 프로그램과 범죄감소 성과의 연관관계는 분명치 않거나 범죄두려움 

감소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평가결과도 상당하지만618), 분명한 점은 

시민참여도와 지역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업정도에 따라 범죄방지와 형사

사법기관 활동의 효과성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다만 지역주민과 경찰

의 협력, 지역주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협력

을 명분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

우 유명무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619) 지역사회조직과 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지원체계도 필요하다.620)

특히 현실적으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이미 만연된 지역

사회 환경에서는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이 어려울 수 밖

에 없다. 정작 이웃지키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가 절실한 지역사회

에서는 이웃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지역주민 회합에 대한 참석이 

저조한 반면,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에서는 참여문제를 떠나 범죄나 범죄

에 대한 두려움 문제가 지역관심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한계가 있

다.621)

범죄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와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 재난을 함께 겪

으면서 공동체가 회복 계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해체위기

를 재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순찰강화나 CCTV증설, 주민대

상 범죄방지교육과 같은 정부기관 중심의 대책과 함께 이웃이 서로 관심

617) Katy Holloway/T.Benett/D.P.Farrington, Does Neighborhood Watch Reduce

Crime?, 19; www.ourwatch.org.uk/knowledge/strategic-plan-template/. 2016년

10월 1일 검색

618) Katy Holloway/T.Benett/D.P.Farrington, Does Neighborhood Watch Reduce

Crime?,28.;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51.;최인섭/진수

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79.

619)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이웃지키기프로그램 회원이 37% 감소했다.

(Neighbourhood Watch, The Way Ahead For Neighbourhood Watch:

Summary & Evaluation Report, 2015)

620) R.E.Wilson/T.H.Brown, Preventing Neighborhood Crime, 34.

621) Katy Holloway/T.Benett/D.P.Farrington, Does Neighborhood Watch Reduce

Crime?,30.; 최인섭/진수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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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지역사회 범죄예방 역량이 크

게 강화되고, 안전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이 지역사회 범

죄방지를 위해 자체 자원 투입과 정책을 시행하는 노력에 못지않게 시민

참여 협업프로그램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 또는 지역단체가 경찰의 범죄방지활동을 지원하

는 자원참여나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로 자원, 지원, 민관협력 등 정책 형태와 제도화 수

준도 각각이다. 형사사법기관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일정 업무영역의 민간이관을 통해 범죄방지 성과를 도모하려는 목적과 

대민관계 개선 또는 지역정보 수집의 목적에 따라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주민 측면에서는 자경(自警)의 의미부터 적극적인 지역 생활정치 참여까

지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영국의 경찰활동 시민참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된다.622) 시

민경찰관(special constables)623)은 일정시간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함께 근

무하면서 방범업무를 보조한다. 특별한 경우 수사와 경비에도 동원되며, 

차량순찰, 방범, 긴급출동, 영장집행, 행사 경비, 교통사고 처리, 청소년 

비행단속, 범죄방지 활동에도 참여한다. 활동범위내에서 정규경찰과 동일

한 권한이 부여된다.624) 2002년 도입된 치안보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제도는 범죄빈발지역에서 경범죄 단속, 도로검문, 음주단

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625) 역시 2002년 도입된 공인지역안전관

622) www.police.uk/volunteering/

623) 영국의 주민순찰보조활동은 183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가 있다.

(www.gov.uk/government/news/police-volunteers-to-be-given-powers-without

-taking-on-role-of-special-constable. 2016년 1월 20일 검색.)

624) https://policerecruitment.homeoffice.gov.uk/special-constables (2016년 1월 20

일 검색)

625)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PCSOs) and special constables

(www.gov.uk/police-community-support-officers-what-they-are. 2016년 10월 1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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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ed Community Safety Officer)은 전국 43개 지역경찰청이 공인하

는 자치단체 방범대원, 쇼핑센터 민간경비원, 경기시설 보안요원에게 반

사회적 경범죄 행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626) 자원보조경찰 (Police 

Support Volunteers)은 정규경찰의 행정업무 보조를 통해 경찰자원이 치안

업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신고센터(Crime Stoppers)는 

민간단체로서 상시운영 신고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

와 신고를 접수한다.627) 지역사회 과속단속 프로그램(Community 

Speedwatch)은 지역내 차량과속 단속과 과속방지 캠페인에 참여한다. 시

민구금시설감독원(Independent Custody Visitors)은 자원참여시민이 불시에 

경찰구금시설을 방문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경찰의 투명성과 공적책임성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628)

미국의 경찰활동 시민참여 프로그램(Volunteers in police service) 또한 경

찰기관의 대응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제공과 정보수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해 경찰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

법수용의 기회로 활용된다. 다만 시민자원참여는 경찰인력의 대체보다는 

보완의 성격을 유지한다.629)

미국의 경찰활동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전국적이고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630) 예컨대 뉴욕주 자원참여 보조경찰(Auxiliary Police)은 

시민자원참여자로서 주거 및 상업지역, 공원, 지하철 순찰과 교통통제를 

보조한다.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며 특히 여

성의 참여를 권장한다.631) 기본적인 형태의 시민참여 경찰활동 사례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로사 (Santa Rosa) 경찰청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626) Home Office,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Powers(Home

Office,2015):1-7.; 조병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75-76.

627) www.crimestoppers-uk.org

628) www.icva.org.uk

629)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Volunteers Model Policy:

Concepts and Issues Pap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2004):1-5.

630) Volunteers In Police Service (www.iacp.org/VIPSResources. 2016년 10월 1

일 검색)

631) www.nyc.gov/html/nypd/html/careers/auxiliary_police.shtml (2016년 10월 1일

검색); 조병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50.



- 225 -

지역내 이웃지키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순찰, 과속단속, 학교폭력

예방, 경비업무, 경찰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안전현안에 관한 정

보수집 역할을 담당한다.632) 시민참여가 가장 폭넓게 수용되는 사례다. 

특히 미국에서 경찰활동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9/11 테러 이후 

2002년 조직된 자유봉사단(USA Freedom Corps)과의 연관성은 주목할 만

하다. 자유봉사단은 정부가 주도하여 구성633)한 지역사회안전, 재난대비

를 위한 시민자원참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참여 범죄방지 프로그

램까지 포괄한다. 핵심조직은 시민봉사단(Citizen Corps)다. 634) 자유봉사

단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비상사태 대처를 지원하

는 시민봉사단위원회(Citizen Corps Council), 시민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지

역사회비상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의료봉사단 

(Medical Reserve Corps), 시민참여경찰활동, 시민 테러정보 신고체계인 

테러정보방지체계(Terrorism Information & Prevention System), 공공안전 

자원참여를 지원하는 미국봉사단(AmeriCorps) 등이 시행되고 있다.635)

살펴보면, 영미국가에서 지역주민의 경찰활동 자원참여는 방범순찰 또는 

민간특별경찰 형태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형사사법기관의 관점

에서 업무경감과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의 정책관점이 도입되면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조

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발전

될 경우 지역사회 안전확보와 시민의 신뢰도 향상성과가 인정된다.636)

하지만 시민중심이 아닌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 중심, 시민을 협업의 상

대방이 아닌 정책 동원대상으로 대할 경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

대 한국에서 2000년 시행한 ‘시민경찰학교’는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의 

632) https://ci.santa-rosa.ca.us/departments/police/aboutus/Pages/VIPS.aspx (2016

년 10월 1일 검색)

633) Executive Order 13254 (2002년 1월 29일)

634) www.iacp.org/VIPS; Jeffrey L. Brudney/Beth Gazley, “The USA Freedom

Corps and the Role of the State” The Journal of State Government

(2002):34.

635) Jeffrey L. Brudney/Beth Gazley, The USA Freedom Corps and the Role of

the State, 35.

636) 조병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55-57,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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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 운영과 제도 미비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다. 637)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시기, 남북한 이념적 대치상황

에서 ‘이웃감시’와 ‘신고’ 의미는 미국, 영국 등지의 지역주민 참여 프로

그램 의미와 차이가 있다. 정책사례로 소개된 외국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해당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획 하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된 협치

적 정책프로그램인지, 경찰의 대민활동이나 자원참여활동에 불과한 사례

인지 형사사법기관과 지방자치제 맥락 차이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찰을 관할하고, 지역검찰의 검사장을 주민이 선

출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치안활동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평가가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주민선출을 통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민참여와 협업은 당연한 제도적 귀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도, 반대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시민참여가 구두선에 그치는

지, 협치적 형사정책의 프로그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적 제도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참여시민을 경찰의 확장된 ‘눈과 귀’로 

본다면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시민의 

의미는 형사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현실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

게 해 주는 눈이며, 지역주민의 필요와 의견을 듣게 해주는 귀다. 한국사

회에서 협치적 형사정책으로서 시민협업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

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협치적 형사정책의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요소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시민의 일상현실 속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는 범죄방지 정책 실현에 자원참여하는 시민에게 정책당사자, 협업당사

637) 조병인,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연구,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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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위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협치적 형사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방범 순찰활동에서 주민 참여는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 의미가 없

을 수 없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메꾸기 위한 민간자원 동원 그 이

상이어야 한다. 대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반상회에 다름없는 지역주민 

회의 역시 협치적 형사정책 프로그램이라 하기 어렵다. 부족한 경찰인력

과 정부예산을 시민참여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형사사법 인력과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 즉 협치

적 형사정책 관점은 시민이 형사사법기관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이 형사사법기관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요소는 지역현안 진

단부터 문제해결 전략수립과 대책 구성과 실행, 성과 점검과 평가 작업 

모두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정당성, 효과

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여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뉴욕주 시민자원경찰

활동의 사례처럼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범죄방지 필요성이 높은 

당사자를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단순히 경찰업무를 보조하기 보다는 형

사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협업활동 과정에서 여성주민의 관심과 의견을 이

해할 수 있고,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정책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기관

와 자원참여 시민의 협업 프로그램의 정책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안전문제와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형사사법체계와 행정기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안전문제 현안을 지역사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시하고 이를 지역 행정·사법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책의 실현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

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자원참여를 활용하

고, 그 성과와 개선책에 대해서도 시민의 평가와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

가 필요하다. 시민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배제와 불안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생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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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IV.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

1. 협치 관점과 형사정책 모형의 구성

협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

양한 행위주체 사이의 협업을 지향하는 정책관점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협치적 형사정책(‘governance criminology’)은 현

대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설명함으로써 범죄방지 정책 개선 방향을 보

여준다. 

앞서 제2장에서 ‘협치’를 거버넌스의 번역용어로 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현대 형사정책 변화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개념의 형식적·절차적 측면을 수용한다. 둘째, 거버넌스 모형중에서도 특

히 정책협업과 시민참여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는다. 협치

적 형사정책 모형(‘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은 형사정

책에서 예방과 재범방지 중요성, 범죄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을 인식하고,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조직 협업 방향으로 나가는 범죄방지 법제와 행

정전달체계 전개 상황에 주목한다. 따라서 현대 범죄방지 정책 동향을 

효과적으로 설명·분석하고, 또한 그 목적하는 바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

사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실익이 있는 범위에서 거버넌스 논의 주

요 관점과 개념을 수용한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법제 기반(근거), 지역사회기반 정책연결망(형식

/절차),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내용/수단)으로 구성된다.

협치적 형사정책의 목표는 형사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정책적 효과성, 공

적 책임성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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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체 구성 요소 내용과 요건

국회, 지방의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근거]

법제기반

· 범죄방지 종합입법

· 책무와 권한 배분

· 지역사회 범죄방지 지원

경찰, 검찰, 형사법원, 교

도소, 보호관찰소,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피해자보호전문기

관, 병원, 학교

[형식/절차]

지역사회기반 

정책연결망

· 정보공유

· 수평적 협의와 조정 기제

· 문제해결 지향적 의사결정

· 성과의 공동창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

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보호관찰소, 지역사회기

업, 폭력피해자 상담기관, 

피해자보호시설, 지역학

교, 주민자원참여조직

[내용/수단]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 문제진단과 실태조사

· 환경개선 

· 아동여성 안전조치

· 피해자 보호지원

· 재범방지 지원 

· 정책 점검과 평가

협치적 형사정책의 정책주체는 중앙 및 지방 형사사법기관, 지방자치단

체,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전문기관과 단

체, 지역주민 협의체와 지역전문가, 교육기관, 의료기관과 지역 기업이다.

[표] 협치적 형사정책모형의 구성

다만 형사정책 모형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

야 한다. 첫째, ‘더 작은 정부’론 맥락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이념성638)은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

라고 강조할지언정 효율성을 위해 ‘더 작은 경찰’을 목표로 내세우는 정

부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공공서비스 축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정책 수단이 증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인

력과 규모가 늘어나기 쉽다. 따라서 형사사법 기능 일부를 민간자원조직

638)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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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유관기관 협업 및 민-관 의사결

정기구를 구성해 이행하고, 복지서비스 체계와 통폐합 정비할 경우 더 

작은 형사사법제도라기 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형사사법제도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639) 사실 더 작은 형법(less criminal 

law)은 근대형법의 이상이라 하겠으나, 형사사법의 문제는 역할과 규모 

축소나 확대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제도 여부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

은 형사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주목한다.   

둘째, 거버넌스 논의에 쓰이는 용어를 형사정책 논의에 활용할 때는 정

치적 수사 남용만큼이나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제도주의 경제

학이 제시하는 경쟁증진, 시민 역량 부여, 성과 평가, 사명, 소비자 선택

권, 참여적 관리 등 어느 정도 대중적 호소력 있는 용어는 원칙과 관점

에 따라 정책적 의미가 달라진다. 범죄방지 문제를 국가기관과 정부자원

에 한정된 과제보다는 공동체 문제로서 공공, 민간, 시민조직 부문이 협

력해 풀어나갈 과제로 보는 관점은 형사정책적으로 검토 타당성이 있다. 

형사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궁극적으로는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

는 한에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으로 포섭·수용할 수 있다.

셋째, 공적안전의 민영화640), 안전의 상품화641), 치안서비스 민영화,642)

교정시설 민영화643)논의를 형사정책 거버넌스 맥락에서 본다면 양면성이 

639) 물론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권한과 기능 일부의 사회집단에 대한 이양은 법치

국가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대상이다. 갈등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말에는 ‘사회’

라는 개념 안에 여러 집단사이 대립된 이해관계 현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

에, 비-국가기관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언제나 효과적이라 볼 수는 없다.

(Ulfried Neumann/Ulrich Schroth, Neuere Theorien von Kriminalität und

Strafe, (Darmstadt: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0). 배종대 역, 형사

정책의 새로운 이론 (서울:홍문사, 1994): 120-121.) 생각건대 형사정책에서 국가

와 시민사회의 역할분담 내지 조정은 이념적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 자유

증진과 효과적 사회문제 해결 결과에 이르도록 원칙과 틀을 정립하는 문제다.

640)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03.

641)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04.

642) 현재 보안 기업은 민간 경비와 순찰, 보안 컨설팅뿐만 아니라 수형자 이송, 민

영교도소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보안기업인 G4S는 직원 62만

명의 다국적 기업으로 2012년 기준 120억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http://www.g4s.com/ 2016년 10월 1일 검색)

643) 교정시설 민영화 성과와 한계, 정책적 찬반 논의에 관하여는 김한균, 민영소년

원 도입절차 및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법무부,2014): 1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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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민영화는 영리추구와 민간 참여 두 의미가 있다. 다시 영리

추구는 효율성제고의 긍정적 측면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라는 부정

적 측면이 있다.644) 민간참여 역시 정책효과 제고의 긍정적 측면과 책임

성, 전문성 부족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물론 형사정책에서 민영화는 국가권력 이양이 아니라 특정 현안과 업무

에 대해 국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를 시행하며, 국가가 제시한 틀 안

에서 민간행위자가 독자성을 가지고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다. 범죄

통제 권력과 권한행사의 새로운 조율형태라 평가받는다.645) 거버넌스 논

의는 본래 공공성 축소나 대체가 아니라 공공성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민간기업 기법을 활용하거나, 정부 독점이 비효과적인 분야는 다른 분야

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사회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서 시민참여, 또는 기업의 

사회기여라면 긍정적 의미가 담겨있지만, 형사정책의 민영화는 민주주의

와 공공성 부인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넷째, 현대 사회과학 논의에서 거버넌스 논의는 단순히 정부가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이행 도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군-관-민 협력’을 운

운하던 시대에서 ‘민-관협력’이 유행인 시대가 되었다 해서 정부가 통치

하는 권력에서 국민상대 서비스 제공자로 탈바꿈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관점은 시민이 연결망 참여를 통해 연결망 사용자(user)이자 관

리자(manager)가 된다고 본다. 다만 거버넌스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즉 민주적인 공적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646)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문제를 특정 제도, 특히 관료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고 

실제 정책단위별로 여러 제도와 조직이 기여하고 책임도 나눠 져야 한다

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비해 시민은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

644) 영리추구 민간기업의 역할이 공공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미국연방수사국과 애플사의 대립이 그 사례

다. (Kalev Leetaru, “Why The Apple Versus FBI Debate Matters In A

Globalized World” Forbes, 2016년 3월2일자 참조)

(http://www.forbes.com/sites/kalevleetaru/2016/03/02/why-the-apple-versus-fbi-de

bate-matters-in-a-globalized-world/#4aa4dcb42639)

645)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06-107.

646) R.A.W.Rhodes, The New Governance, 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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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결망 안에서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연결망 협업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공익의 보장자로

서 연결망 안에서도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지, 범죄방지 현안

과 정책수요에 따라 정당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결망으로서 거버넌스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협치적 형사정책 모

형은 새로운 행정관리형식의 하나에 불과한 논의가 아니다. 범죄 문제 

해결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전통적인 지위와 권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형

사제재의 내용과 집행형식에 이르기까지 재구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화두

가 될 수 있다.

2. 형사사법기관 중심 형사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종래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은 수직적·위계적 정부행정 쪽에 더 

가깝고, 시장과 지역사회 요소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한 공적 영역

에 해당한다. 형사사법기관이 권위적으로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타 유관기관은 협조대상이고, 지역사회와 시민은 정

책시행 대상으로 보는 구도에서는 정책효과성과 공적 책임성의 실현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반면 협치적 형사정책 구도는 형사사법기관이 

유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민조직, 지역주민과 권한과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책판단과 실현에서의 협업을 지향한다. 특히 앞서 

제1장에서 제기했던 형사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정책적 효과성, 공적 책

임성이 실재하는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이며, 실제 평

가는 시민에게 받아야 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형사정책의 효과성은 

범죄율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체감도, 지역안전프로그램 

참여도를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안전체감이나 참여도는 시민참여와 

협업과정에서 확인되며, 현장에서의 정책평가와 의견은 정책연결망을 통

해 정책판단과 정책개선으로 환류 된다.

[표] 형사사법기관중심 형사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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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 중심 

형사정책
협치적 형사정책

목표 정당성, 효과성 정당성, 공적책임성, 효과성

제도기반 법령 법령,자치법규, 지역사회 제도

정책목표
범죄방지, 치안질서유지, 형사

사법행정 관리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지역사

회 안전

조직 중앙집중과 행정위계
지역사회 문제중심 조직, 정

책연결망

지역사회와

의 관계
민·관협력과 홍보 협업당사자로서의 지역사회

전략
형사법제 및 자원 확대, 형사

사법 기관 역량강화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 시민

참여 협업프로그램 구축

성과지표 범죄발생율, 검거율
지역주민 안전체감도, 안전프

로그램 참여도

이제까지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을 법제 기반,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협치

적 형사정책 관점에서의 형사사법 제도개선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사회 

현실과 연결 지어 협치적 형사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즉 지역

사회기반 범죄방지 정책, 사회내 범죄자 관리 정책으로서 각각 도입·실

행중인 정책들을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으로 묶어 설명해 보고, 그 재구

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34 -

제 4 장  협치적 형사정책에 따른 범죄방지정책 

재구성

제4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관련 정책과 사

회내 범죄자관리 관련 정책을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라 해석한다. 

현행 정책들이 일관된 정책적 관점과 체계적 기획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로 묶어서 협치적 형사정책모

형 구성요소에 따라 재구성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별 성과와 한계를 일

관되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개별 관련 정책과 제도 자체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 보다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의 일관된 설명이 본 

장의 목적이다. 체계적 설명시도 과정에서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지역

사회내 범죄자관리 및 재범방지정책 개선의 방향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제1절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정책의 협치적 재구성

본 절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현행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 

정책의 재해석 내지 구성을 시도한다. 지역사회 협력사법(community 

justice) 관련 이론과 정책은 연구 분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다룬다. 분

석 대상은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과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두 정책은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과 시민

참여 협업프로그램을 갖추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종래 민관협력 

정책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고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는 발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대상이다. 

I. 지역사회 기반 사법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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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지 공동체(community)는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변화를 규

정짓는 주요 개념으로서,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역사회 치안활동

(community policing),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지역사회내 제재(punishments in the community) 등 정책적 논

의와 활용의 폭이 넓다. 영미 이외 유럽국가에서는 외부자, 소수자에 대

해 배제적 의미를 의심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용어보다 시민사회 내지 

시민 개념을 선호하지만 형사정책에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수용하는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은 마찬가지다.647) 형사정책에

서 다양하게 변용되는 지역사회 개념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연결관계, 그리고 상호성이 특징이다. 그 자체 보수

와 진보 정치적 입장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념으로서 범죄통제 권한과 

책임 분배에 관한 정치적, 정책적 논의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648)

특히 협치적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는 사적 공간(개인)과 공적 공간(국

가) 사이의 공공영역으로 규정된다. 이는 범죄방지 형사정책이 공적 공

간이 독점하거나 사적 공간에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영역에

서의 협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서는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구성과 실행에

서 현안파악, 책임과 권한분배, 자원 확보, 성과평가가 지역사회 단위에

서 실현되고 지역사회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 형사사법과 지역사회 기반

최근 형사사법 개선에서 지역사회와 형사사법체계의 협력이 주요한 관심

사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범죄양상과 국가

647)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7-8, 14.;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44-45.

648) Gordon Hughes/A. Edwards 편, Crime Control and Community: the new

politics of public safety (Cullpton:Willan, 2002):5.; William Lyons, The

Politics of Community Policing: Rearranging the Power to Pun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2002):26.;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73.;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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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 역할,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재설성이 있다. 안전 사회는 궁

극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뒷받침으로써 가능할 것인데, 한정된 국가자원

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체계보다는 사회보장체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차원적이고 개별적인 사회문제를 범죄문제

화하여 형사사법체계가 일일이 손을 뻗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확대강화

된 형사사법체계는 한편에서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시민의 자유침해 위험 때문에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사사법 개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에서 지역사

회역량 활용이 바람직하고도 현실적인 기획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더 많

은 법과 질서를 요구하면서도 더 적은 정부를 주장하는 모순된 보수정치

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는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 되

고, 범죄통제의 강화가 시민의 자유의 약화를 결과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범죄현실에 대한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진보정치의 입장에서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침 융통성 있는 ‘지역사회’ ‘시민참여’ 같은 표지는 정책변경과 

실험에 활용하기 편한 측면도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모형은 지역사회나 

시민참여 표지가 현대 형사정책과 결합할 때 그 구조적 내용을 연결망과 

협업으로 실체화하여, 형사정책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끌어 가려는 시도다.

살펴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범죄문제를 설정하고 그 대응에 시민이 참

여하고 협력하는 과제는 형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형사사법체계가 시

민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 검찰, 형사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소년사법기관 등 복잡한 형사사법 연결망에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협력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실현과정이 보다 투명하

고, 상호협의적이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형사정책의 

정당성, 효과성과 공적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 범죄방지나 지역사회 치안활동은 지역사회에 특유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하여 지역주민 필요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하려는 시도649)라는 측면에서 중앙집권적 형사사법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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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분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 어떻게 질서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립된

다. 여러 가지 치안 질서와 여러 모습의 안전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650)

가 현대 안전사회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협력사법 모형에 따른 

다양한 정책 도입과 이행은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기반 위에서 범죄방지

정책의 정당성, 효과성, 공적 책임성을 높여가는 협치적 형사정책으로 구

조화될 수 있다.

2. 지역사회협력사법과 협치적 형사정책

지역사회협력사법(community justice)은 사법체계의 목적을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과 평온 유지에 두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 사회통제의 한

계를 인정하고 학교, 종교단체, 시민단체, 가정 등 지역사회 비공식 사회

통제영역과 지역사회 안전의 책임을 나누어 진다.651)

지역사회협력사법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현안과 범죄문제에 대응한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사회자원과 결속을 강화하는데 있

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범죄방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되려면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범죄통제 지역거버넌스가 형

성되어야 한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핵심요소는 지역주민 참여, 지역사

회 책임성, 지역사회 유대강화와 협업이다.652) 아울러 효과적 범죄방지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문화, 범죄와 폭력과 범죄피해의 지역

사회적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중시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형사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은 피해자 조사, 지역사회 안전점검을 비롯한 실태

649)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14-15.;

Mary Morash/J.Kevin Ford,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278-279.

650)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06.

651) Todd R. Clear/David R.Karp, “Toward the Ideal of Community Justice”, NIJ

Journal (October 2000): 21.; David R.Karp/Todd R. Clear, “Community Justice:

A Conceptual Framework”, Boundaries changes in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2 (2000):324.

652)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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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범죄문제 및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야 지역사회 차원의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다.653)

특히 지역사회협력사법으로서 범죄방지 전략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은 범죄통제의 효과적 전략으로서 주민 의견과 필요

에 초점을 맞춘 업무수행, 문제해결방식으로 범죄방지와 범죄에 대한 두

려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지역사회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654) 지역사회 경찰활동655)의 특징인 문제

해결방식(problem solving)과 지역사회지향성(community orientation)이 곧 

지역사회협력사법 정책모형의 핵심요소다.656) 따라서 문제해결방식의 도

입은 경찰 조직과 활동 변화와 개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협업이 필수다.657) 여기서 협

업이 의미하는 바는 경찰과 시민자원인력의 공동순찰활동, 지역사회내 

경찰거점, 지역사회 경찰 안전자문 회의체,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캠페

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사회 경찰활동 협업프로그램이 현실 성

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경찰관과 지역조직이나 주민과의 단순 공동활

653)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4.

654) Mary Morash/J.Kevin Ford,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278.;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36.

655) 한국에서 지역경찰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범죄방지활동, 각종 봉사활

동 및 지역의 안전 활동 등 외근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자치경찰

제가 시행되고 있는 영미국가에서 지역사회경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역경

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지역경찰의 임무를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

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

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용훈/문유석,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2007):196)

656) Todd R. Clear/David R.Karp, Toward the Ideal of Community Justice, 21.;

증거기반 형사정책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계획과 평가가능한 효과로써 정책의 정

당성을 확보한다. 경찰의 성과평가는 범죄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효과

가 대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범죄감소 성과를 거두

는 문제해결방식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김한균,

“증거기반 치안정책과 경찰기능의 발전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119,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1):2.)

657) Mary Morash/J.Kevin Ford,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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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그치기 때문이다. 협업프로그램의 필요성 확인과 내용구성,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비로소 

협업의 실질이 도모될 수 있다.658) 지역사회 범죄와 안전 현안에 대처하

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 연결망은 범죄방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

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감독하는 시민협업의 매개가 된다.659)

또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아동과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

다.660) 예컨대 여성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경찰 담당부서와 경찰거점의 

설치, 여성경찰관의 일선배치 역시 여성대상 폭력방지와 여성의 법적 보

호를 받을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다.661) 뿐만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업

과의 협업도 범죄방지로부터 전과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 피해회복에 이

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662) 이와 관련해서는 이하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아동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사례에서 논의한다.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상호관계는 지역사회 어

떤 현안에 형사사법자원을 먼저 투입할 것인지, 지역사회 누구의 안전수

요에 먼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이 관건이다. 관계구성이 단지 경

찰전략의 재편성이라면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향하기

보다 주민의 불안 내지 불만을 관리하고, 경찰작용의 권한과 범위를 지

역사회로 확대하는 전략이 될 뿐이다.663)

이러한 비판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지역사회 경찰활동 정책이 형사사

법기관과 전문가 입장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고, 도보순찰 등 지역사회 접촉확대나 지역주민의 보조 활동에 초점

658) Mary Morash/J.Kevin Ford,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283-284.

659)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41.

660)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38.

661)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39.

662) Mary Morash/J.Kevin Ford, The Move to Community Policing, 278.;

UNODC, National approaches to public participation in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ara.42.

663)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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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21세기 발전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자문

수렴보다는 협업, 지역사회 자체역량강화 지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제

도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664) 근본적으로 지

역사회 경찰활동 필요성이 경찰의 권한남용, 정책효과성 부족, 시민의 신

뢰도 저하를 포함한 정당성 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665)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발전양상이다.

정리하면, 지역사회협력사법은 지역사회안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향하

는 범죄방지 체계 개선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666) 다만 지역사회 경

찰활동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가 경찰조직 개선전략의 측면에서 광범

위한 활동을 포괄해 가리키는 용어가 되면서667), 지역사회협력사법의 지

향성을 분명히 설정해 주지 못한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법제기반-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체계를 통해 지역사

회협력사법 프로그램이 민주주의증진 방향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삶의 질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II.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방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시키는 일은 삶의 일상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절실한 문제다. 범죄방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책무이되, 민간영역과의 안전연계망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주민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시민 참여가 필수적

이다. 최근 지역주민 참여를 전제로 지역사회 내 범죄취약 지역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으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주목

받고 있다.668) 2015년 현재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법무부, 국

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

664)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12.

665)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47.

666) William Lyons, The Politics of Community Policing, xv, 184-185.

667) Adam Crawford, The Local Governance of Crime, 44,46.

668)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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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250여개에 이른다.669)

1.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협치적 형사정책

(1)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발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범죄감소 및 범죄피해 두려움 완화를 위한 범죄방지

전략이다.670)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인공환경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발생 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671) 종합적 기획이다. 또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잠재

적 범죄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지

역사회 공동공간을 활성화하며 상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뜻한다.672) 범죄요소를 법규, 범죄행위자, 범죄대상, 범죄발생요소

로 이해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장소기반 범죄방지전략 (place-based 

crime prevention strategy)로서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핵심요소 역시 공간

성(territoriality), 공식적/비공식적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인식유지(image maintenance), 활동프로그램지원(activity program 

support), 취약대상 방지효과강화(target hardening)로 정리된다. 1990년대 

이후 북미와 영국 등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범죄방지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평가는 긍정적이다.673)

669)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 (법무부, 2015):18.

670) CPTED 이론의 시초는 클라렌스 제프리(Clarence R. Jeffrey)의 연구,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Sage, 1971)’이며,

이를 범죄방지이론과 정책으로 발전시킨 연구는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연구 ‘Defensible space (New York: Macmillan, 1972)’와 ‘Creating Defensible

Space, (Washington DC: Institute for Community Design Analysis, Offic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Research,1996)’ 이다.

671) Timothy D. Crow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제2판(Oxford: Butterworth-Heinemann,2000):46.

672)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국토교통부·법무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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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범죄방지를 폭넓게 보는 정책관점에 따

라 광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정책 모형이다. 의미를 좁혀보면 인공환

경 설계 및 정비를 통해 일차적으로 범죄위험요인을 물리적으로 해소하

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범죄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기획

이다. 이하 설명할 제1세대 범죄방지 환경설계에서 제2세대로의 발전, 그

리고 협치적 형사정책과의 연결성 모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상황적 범죄방지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정책의 구체적 형태라는 점과도 연관된다. 상황적 범죄방지 정책의 특징

은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직접적으로 관리, 설계함으로써 범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범죄기회

와 기대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있다.674) 이처럼 환경-상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범죄방지에 기여하는 중요요소로 본다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쳐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정책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범죄발생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면, 단순히 건축설계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정책

으로 나아가게 된다.675) 결국 가해자 관점에서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최

소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고려하

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상황과 피해자 중심으로의 관점전환은 지역사회 

중심, 시민참여적 형사정책, 즉 협치적 형사정책과의 내용적 연관성을 보

673)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329-330.

674) Ronald V. Clarke 편,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제2판, (Albany: Harrow & Heston, 1997):4.;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33-34.; 이현지/정성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 물리적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1), (대한건축학회,

2012): 218.

675) 김영제, 지역사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90, 101.; 박영주/윤우석,

“CPTED 인식이 여성의 위험인지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구지역

거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104, (2014):83.;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

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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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무엇보다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획은 물리적 정비 자체만으로 범죄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한다. 다른 형사정책수단과 함께 운용

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범죄방지 정책방안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범죄방

지는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확보되기 어렵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지

역사회 기반위에서 협력하는 협치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676) 특히 범죄방지정책으로서 범죄예방 환

경설계는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방지 필요와 효과를 고려하여, 범죄자 

입장에서는 범죄실행 비용, 즉 적발위험성을 높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지

역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을 취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공동활

동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를 활발히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차단한다. 이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의식

을 높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지역사회 환경이 주민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게 된다.677)

정리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극적 의미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방지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체 내 의

사소통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안전문제에 능동적 관심과 참

여가 고유의 지역문화가 될 때 비로소 ‘범죄예방환경’이 실현된다는데 

있다. 바로 여기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협치적 형사정책으로서의 의미

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범죄방지 문제를 ‘거번먼트’로부터 ‘거버넌스’ 

문제틀로 전환한 가장 현실적 사례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의 

제2세대 발전은 ‘안전사회’ 개념이 현실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준

다. 안전사회는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공간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기관 범죄방지 업무수행이나 방범설비 설치만으로 확

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는 공간도 지역사회다. 따라서 제2세대 범

죄예방 환경설계 발전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문화로 자리 잡

고 제도적으로도 보장될 때 안전의 실체가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

을 반영하고 있다. 

676)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3.

677)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21, 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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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 정책과 범죄방지 환경설계

범죄발생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와 주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지역사회 안전확보 노력의 사실상 성패가 달려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범죄방지 정책이 지역주민에게까지 이르는 경로

는 멀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을 위협하는 공간을 중앙정

부-광역-기초행정단위로 수직체계화된 행정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구조로

써 안전정책을 시행하는데 빈틈이 없을 수 없다.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정책은 전통적인 국가, 중앙, 형사사법기관 중심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미

치기 힘든 공백을 메꾼다.  

제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감시설비 강화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조직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요소, 즉 지역사회기

반 정책연결망과 주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지역주민간 교

류, 거주자 참여 활동, 공동체 형성활동은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의 역량

을 향상시켜 준다.678) 지속가능한 공동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기본

관점으로 건축물 등 물리적 환경조성 기반위에서 지역사회 문화와 비공

식적 사회통제 영역까지 고려한 총체적 안전기획을 지향한다.679)

제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의 핵심은 적극적 지역사회 참여(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이며, 사회적 유대, 연계, 지역사회문화, 지역역량

을 강조한다.680) 사회적 유대는 지역사회 행사와 조직 참여, 지역주민 대

상 갈등해결 교육, 지역주민간 우호적 관계 확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공공기관, 유관기관, 외부조직과 접근 및 교류통로가 활성화되면 연계성

이 강화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제시하는 감시와 관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나 기관의 감시보다는 주민의 눈을 통한 감시다. 자신만

678)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148-149.

679) 박영주/윤우석, CPTED 인식이 여성의 위험인지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86.;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10-11, 150.

680)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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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함께 고

민하고 걱정하는 공동체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나온다. 여기서 지역

문화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성평등과 약자보호의 프로그램

이 포함되어야 한다.681)

다만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제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논의에서 지역주

민 참여와 책임은 정부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

원이 선행된 후에 강조될 부분이다. 예산자원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먼

저 뒷받침되고 이를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유효하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의사결정과 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단장된 관제 계도와 

주민동원에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협치적 형사정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정책의 특징

한국사회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으로서 ‘서울시 범죄예방디

자인’ 사례를 협치적 형사정책 틀에 따라 분석해 본다.

2012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생활 속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

움, 타인으로부터 도움에 대한 기대, 주거 환경에서 범죄취약 요인에 대

한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오원춘 사건’ 등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이 사회적 현상인 시기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통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려면 범죄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시민의 요청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사후조치보

다는 사전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신개발보다는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주민에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시설개선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 공동체 회복과 주민관계 활성화는 여성과 아동 

등 취약층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바탕이 된다.682)

681) 박영주/윤우석, CPTED 인식이 여성의 위험인지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86-87.;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10-11.

682)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273-274.;이현지/정성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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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기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법제기반은 근거와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구축된

다. 2014년 개정 건축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범죄를 예

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기준을 정하여 고시683)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의 3에 따른 건축물은 동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제

49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정비와 시민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법적 기반이다. 한편 2007년 개정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법률에 신설된 제4조의2에 따르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CCTV관련 규제 기반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기반은 199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만든 ‘방범

설계를 위한 지침’이 시초다. 본격적인 정책시행은 2005년 경찰청의 ‘범

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계획과 2005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신도시 범죄예방설계지침’부터다. 이후 경찰청 지

침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표준을 제시했

다. 2005년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설계지침,’ 2009년 서울시 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2009년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범죄예방 환

경설계 지침’, 2013년 교육부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2013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2015년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

축기준’ 이 그것이다.684)

예컨대 2009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수립하였다. 동 지침

의 물리적 도시환경 영향요인 분석, 226.

683) 2015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684)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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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 대

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

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

합적인 범죄예방전략’을 뜻한다. 서울시 조례는 지방조례에 범죄예방 환

경설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서, 이후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울

산시, 세종시 등에서도 각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

다.685)

2016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서울특별

시조례 제6156호)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

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

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조치로 정의한다. (제2조)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첫째,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다는데 있다. 둘째,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

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

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제3조)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및 활동성 강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고유원리가 내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자치

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

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고(제4조 제2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685)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지침, 시행규칙, 조례 제정현황에 관하여는

강규진/이경훈, “범죄예방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

구-서울시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1(2), (대한건축

학회, 2015):134.;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36-37.;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37-42.; 하혜영/권

용훈,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158 (국회입법조사처,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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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제5조 제2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

청,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정책연

결망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제2세대 범죄

예방환경설계의 취지까지 반영하는데는 이르지 못했다.

법제기반으로서 지방조례의 경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정기

적으로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제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

한 규정을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

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 예산 및 인력 투입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법제기반을 마련하

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는 지적686)도 타당성이 있다. 

(2)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시행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중 마포구 염리동 시범사업이다. 사업시행 전 시범대상 지역주민의 

범죄방지 환경정비에 대한 인식수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증설 

정도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향식 사업의 반복이나 주민참여

형 프로그램 직접 도입 모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일차적으로 경찰청이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추천하였으며, 당장은 지역사회 역할이 작더라도 범죄예방 환

경설계 사업을 계기로 지역주민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증진

되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

지역을 선정하였다.687)

686) 하혜영/권용훈,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4.;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46-47.

687)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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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대상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당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 물리

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

움이 특히 많은 여성에 중점을 두었다. 응답한 주민들이 범죄의 두려움

을 느끼는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두려움 지도’를 제작하고 취약지점과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해당사자 의견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 지

구대, 통장, 직능단체장, 사회복지공무원이 모여 종래 진행되고 있는 관

련 프로그램, 문제상황과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업내용 확

정 과정에서는 다시 지역 이해당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국내외 사례와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로서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동 위원회에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학자, 건축디자인 전문

가, 지역사회활동가,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

하여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시행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협력 업

무를 맡았다. 최종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염리동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

였다. 염리동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자원이 존

재하고, 후술하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마을안전지도 사업

경험이 있다는 점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688)

시범사업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 설치도 협업을 통해 진행

되었다. 기본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고,  지역주

민 거점공간 마련과 마을벽화 작업등에 기업의 현물기부, 지역 예술인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범사업지역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손상

된 채 방치된 벽이나 계단문제가 위험요인이었다. 지역사회 활동전문가

들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단순히 벽화 채색과 같은 환경미화보다는 

시설 보수문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

한 소통과정은 서로 교류가 없었던 주민 사이의 소통과 협력까지 되살려

구”, 378-379.;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

트” 사례연구; 과정, 결과 그리고 과제” 형사정책연구소식 126,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2013):35.

688)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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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언론 또한 사업시행 이전 지역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대한 인식, 관

청과 전문가와 주민이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 사업시행 이후 변화된 지

역사회와 주민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공

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archiving)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서 

사업 시행이후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민설문, 전문

가자문을 거쳐 범죄발생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객

관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689)

우선 효과분석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범죄방지 효과 인식과 만족도는 사

업시행 이전보다 향상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하락하였다. 연간 

범죄발생율 또한 의미 있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환경정비 시설작업

은 단기간이었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에 지역사회가 참여했고, 자기집앞 담장칠하기, 지역주민대상 교육프로그

램 참여 등을 통해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지

켜볼 수 있었으며,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함께 범죄두려움이 감소한 것

이다. 나아가 환경정비와 주민참여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잘 관리되

고 있고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지역주민은 물론 잠재적 범

죄자에 대해서 보내줌으로써 범죄방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

다.690)

이처럼 서울시 사례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성과를 통해 지역사회 연

결망과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

체, 형사사법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연구기관,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

역주민이 대상지 선정과 분석, 지역수요와 이해관계 조사, 주민참여 안전

프로그램, 디자인 개발, 평가와 확산에 이르기까지 협업 하에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을 구축하였다.691) 따라서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689)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275-277, 279-284.;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 379-381.

690)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278, 285-286.;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37.;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 383.; 하혜영/권용훈, 범죄

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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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범죄방지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의 핵심요소가 확인된다. 

즉 정보의 공유, 성과의 공동창출, 상호역할 조정이 그것이다.

(3)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

서울시 염리동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취약환경요인으로 지적된 좁고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지역사회 활동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공동활동

장소 기능과 상시적 감시기능을 함께 갖춘 거점공간을 구축했다. 지역주

민 참여 자율방범 활동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

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는 ‘지킴이집’을 지정하여 비상벨, 안전표지판, IP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출동전에

도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골목길에는 상점 등 공간이 

전혀 없어 이웃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킴이집 주민은 

경찰에게 사전 교육받은 행동대처 요령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로 

동네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킴이집은 사업설명회 등 과정에서 자원해서 

선정되었다. 지킴이집 앞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가 촬영

하는 현장영상은 마을거점공간에 상시적으로 송출되어 자연감시기능을 

할 수 있다. 과거 동네사랑방 역할을 되살린 경우다. 거점공간은 마을내

빈 공공건물을 재활용하여 만들었고, 맞벌이 저소득 가정 아동대상 방과

후 교육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안

전위원회를 결성하여 골목길 순찰까지 담당하고 있다. 담벼락 도색과 벽

화작업 역시 지역사회 예술가의 지도를 받아 지역주민이 자원참여하여 

직접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지역주민들이 자

율방범활동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인근 학교 학부모들은 종래 등하교길 

순찰활동을 염리동 취약지구 거주 학생 등하교길 보호로 확대했고, 지역 

교회는 골목길 산책하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역 경찰서 역시 평소 순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골목길 도보순찰을 지역주민의 협력을 받아 

강화하였다.692)

691)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

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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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의 진전된 또하나의 형태는 사회적 기업693)과의 

협업이다. 예컨대 서울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

업 ‘월메이드(Wallmade)’의 경우 공공예술을 통해 ‘살고 싶고, 걷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일이 전문사업영역이다. 특히 월메이드는 일회성 작업

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공

동체 의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마을’을 지향한다. 즉 사업중심으로 전문

가가 모여 단기간에 벽화작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을 되살리는 과정에 주

민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 동네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둔

다.694)

정리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주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가장 실천적

인 의미는 수동적인 사업대상이 되기보다는 주민이 함께 일하는 기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마을을 더 안전하고 살기 좋게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주민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동체 공간이 창출된다는데 있다. 공동벽화 제작작업으로부터 시작해 

주변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데 나서는 등 마을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

적 기업 월메이드 사례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실천과정에서 시민참

여형 협업프로그램의 개방성, 창의성을 비롯한 발전가능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695)

692)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282-284.;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

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36.

69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을 뜻한다.

694) http:s//wallmade.kr/cpted/; “서대문구는 홍은8주택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대표, 사회복지단체 ‘함께하는 사랑밭’, 사회적기업 ‘월메이드’와 업무 협

약을 맺는다. ... 협약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사랑밭’과 ‘월메이드’는 후원단체, 자

원참여자와 연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행복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펼친

다. 특히 마을재생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홍은8구역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또 사업 종료 후

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국제뉴스 2014

년 3월9일자)

695)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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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개선방안

(1) 협치적 형사정책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래 사회적 범죄방지 관점은 빈곤, 실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 해결을 통

해 범죄문제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직접적 체감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상황적 범죄방지 

관점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생활공간에서 범죄기회를 줄일 수 있

도록 접근통제나 감시강화를 주된 원리로 삼았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이 

두 관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참여형 범죄방지프로그램을 통해 범

죄원인, 범죄피해원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감소시키는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보면, 범죄방지에서 물

리적 환경연관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도시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지역규모

에 따라 필요와 용도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형사사법과 사

회복지 관련 공공기관간 협업을 촉진한다는 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결속을 강화하여 개별 수단이나 개

인적 실행보다는 협력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

화시킨다는 점이다.696)

살피건대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잠재적 기대 효과는 중앙 정부, 형사사법기관 위주의 범죄방지

대책이 법률과 ‘국가계획’의 크고 넓은 틀에서 지역사회 생활공간으로 

내려와 실제 현실적으로 작동케 한다는 점, 중앙정부내 부처간, 중앙정부

비스 제공과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의 목적으로 2011년까지 411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재정·경영·홍보마케팅 지원을 제공하였다. 조달호 외, 서울형 사

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31-36.

696) 김영제, 지역사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105.;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49.;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

경설계 가이드북,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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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단계에서 공공기관

과 민간조직, 지역주민 사이에서 각 소관업무와 관할이 장벽이 되지 아

니하고 협업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후

술하는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 정책에서도 마찬가

지로 나타난다.   

(2) 한국사회 범죄방지 환경설계 정책 성과와 전망

법무부 평가에 따르면, 지역맞춤형 종합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사

업대상지역 성폭력범죄 및 절도범죄의 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만족

도 조사를 통해 안전감, 보행환경 및 방치공간관리 만족도 등 지역환경 

안전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697) 특히 서울시의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방지 정책주체로서 적극적 관

심을 실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공동체 복원과 함께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까지 고려한 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한 제2

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발전사례로서도 의미가 인정된다.698) 나아가 지

역사회 현장에 정책연결망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창출과 

지역사회 자체 역량강화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의 협치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종래 범죄방지 환경설계에 대한 주된 비판은 상당한 예산과 지역사

회 자원을 소비했지만, 목표했던 내용과 효과실현에 실패했다는 점이

다.699)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문제평가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즉 범죄와 안전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여

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제평가(problem assessment) 단계를 생략하기 쉽

다. 그 결과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이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사업에 필

요한 자원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버리거나, 문제해결 방안으로 해당 문제

697)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20.

698)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

구,38.

699) 박준휘, “최근 셉테드 (CPTED) 동향과 과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을 바라며”, 형사정책연구소식 1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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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방안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끄는 방안을 선호하게 된다.700) 마

을벽화 그리기 사업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서701)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뒤따라 도입했다가 시일이 흐르면서 지역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훼손된 벽화가 오히려 취약환경이 되어 버

리는 사례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범죄방지 환경설계 정책 실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

회 기반 자체평가(self-assessment)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 공공

기관 정책결정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범죄 및 안전문제 

대응현황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확인하며, 

개발 내지 강화가 필요한 주민과 조직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자체평가

의 선결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 개인이 협업하는 상황에

서 파악된 현실과 정책필요사항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평가에 따라 해당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

야 참여자의 역할분담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

역사회  범죄방지관련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재정지원의 근거도 

더 확실해 진다.702)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방지의 목표

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와 진단

(monitoring)에 이르는 단계에서의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이야말로 정책

성과와 협치적 형사정책으로서의 발전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703)   

700)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과 실무 I, 303.;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19.

701) 한국사회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전국적 유행과 사업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변화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성과를 확산시키거나, 회의적 평가를

파급시키는 양면성이 있다.

702) 김영제, 지역사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106.; 박준휘 외, 셉테드 이론

과 실무 I, 303-305.;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72-77.;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표준 매뉴얼, 195-199.; 박준휘, 최근 셉테

드 (CPTED) 동향과 과제, 15.

703)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44.;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준비단계에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후보지 선정과정, 추진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시민 아이디어공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주민홍보 및 교육, 도시재생활동가 육성지원체계 구축, 협

치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지

역과 나, 1, (20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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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1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사회공학적 성격은 제2세대로 발전하

면서 사회변화 내용을 담은 관점으로 전환된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뒷받

침되지 않으면 물리적 환경 개선정비만으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긍정

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도 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가장 의미

있는 비판은 지역사회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취약요인 제

거와 방지강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와 주

민에게 폐쇄적 정서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다. 이를 요새적 정서(fortress 

mentality)라 한다.704) 감시카메라와 방범설비를 곳곳에 설치하고 자기 마

을과 집 바깥으로 방벽을 쌓아올린다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바, 즉 주민들이 마을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력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안전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형사정책 전략으로서의 실천적 의미는 

지속가능발전 사회개념과 연결된다705)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실

제로 안전하고, 스스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고, 타인으로부터도 안전하

다고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게 안전한 공동체다.

(3) 한국사회 범죄예빙 환경설계 정책 발전 방안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한계는 그 기본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범

죄자의 일정한 행동양식을 전제하고 환경설계를 통해서 감시를 쉽게 하

고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범죄기회를 박탈한다는 전략은 합리적 행위자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 비합리적 충동적 범죄행위자에게는 ‘설계’를 통

해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706)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

회를 제거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범

704)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342.; 조선호, “지역사회중심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

찰학회보 5 (한국경찰학회, 2003):158.

705)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343.

706) Paul M.Cozens/Greg Sarille/David Hillier, CPTED: a review and modern

bibliography,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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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시민교육,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또한 관련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부서나 조직, 지

역이기주의로 인해 서로 업무관할을 따지고 이해관계충돌을 풀지 못한다

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시행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마련과 실무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

관, 연구기관, 민간기업간의 협업도 필수적이다.7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동기도 없고 대상도 가리지 않는 유형의 

범죄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느 범죄방지 대책과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한계도 뚜렷하다.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해 모든 

지역 환경에서 효과적인 범죄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생활공간과 주민의 형편에 따라 

구체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연결망

을 통한 협업과 지역주민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사회 현장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점은 사업지속성 유지와 정책연결망에서의 책임공백이다. 지

속적 사업을 위해서는 관리 및 책임주체, 정책연결망 참여자의 책임분담

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제 기반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708) 또한 물

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실제 범죄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반성709)을 계

기로 제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 안전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역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710) 물론 가장 

707) 유광흠 외,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26-27.; 박준휘, 최근

셉테드 (CPTED) 동향과 과제, 15.

708)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

구,39.

709) 강규진/이경훈, 범죄예방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연

구, 132.; 김영제, 지역사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 88.; 박준휘 외, 셉테

드 이론과 실무 I, 150.; CCTV 와 같은 기계적 감시 자체의 범죄방지 효과 내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실증적 평가가 필요하다.(이영환/

김천권,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169.)

710)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48.; 이영환/김천

권, 도시범죄의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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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주민교육과 문화형성은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환구

조다. 제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결국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 안에서,  

즉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1. 협치적 형사정책과 지역사회 안전망

아동 대상 성폭력과 학대, 여성 대상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고 강화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아동과 여성은 당대 사회의 취약 지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폭력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피해아동과 여성

이 처해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 삶의 경로, 2차 피해를 보면 한국 사회

의 잔혹한 폭력과 차별과 무관심 방관의 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많은 이들이 아동과 여성 대상 폭력범죄사건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의 취약성과 폭력성을 극적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집단적 충격에 빠진다. 

비극적이고 참혹한 일회적 사건만으로도 전국적 현안으로 등장하는 이유

다. 

현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소관부처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까지 대책마

련에 나선다. 국민적으로 공감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적 관

심과 국가적 노력은 범죄방지 정책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과 노력은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지원제도, 범죄예방교

육 확대 대책 마련 정도에 그친다. 범죄율을 낮추거나, 두려움을 누그러

뜨리거나, 혹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기는 어

렵다. 효과적인 범죄방지 대책을 찾으려면 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와 피

해자가 주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아동·여성에 대한 범죄방지와 안전확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동·여성 대

상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는 지역사회의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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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전국적 공감이나 관심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역사회 유대와 교

류의 기초가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신이 견고히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

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의미는 있을지라도 사

회로 복귀한 범죄자 재범을 막아야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이다. 사회복귀

한 전과자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지역사회다. 형사사법기관의 관찰감

독과 치료보호 조치만으로는 재범방지가 어렵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

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예방교육은 범죄

피해방지를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

은 아동과 여성 주변 사람들이 먼저다.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비로소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이 현실적

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교육

하고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

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컨대 마을 안 범죄나 

안전에 취약한 지점들을 실제 돌아보면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위험요인

을 줄이기 위해 마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고, 학생 야간귀갓

길에 동행해 주거나 요보호아동 가정을 돌봐주는 자원참여에 참여하며, 

마을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계획 주민회의에 참여하는 활동을 조직한

다면 효과적인 지역사회 단위 안전망(safety network)이 구축될 수 있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역사회내 지자체 아동 및 여성업무 관련 

부서, 여성·아동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관련 기관(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 청소년상담 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경찰 및 형사

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교육기관,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민

관협력체계다.711) 목적은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711)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6 (여성가족부,20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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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듯이712), 

아동·여성 안전망의 뜻하는 바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

과 학대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아동·여성 대상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 직장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현안이 되며, 또한 안전망이 펼쳐

질 공간은 지역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을 보호·지

원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713) 나아가 안전망이 견고하고 빈

틈없어야 폭력위험과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된다. 동 안전망이 대응하는 범죄현안

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폭력으로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가정폭

력, 아동학대다. 지역상황에 따라 성인 성매매, 학교폭력, 아동유괴도 지

역연대 활동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2008년 정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20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되었던 ‘여성폭

력방지 지역협의체’를 확대하여 2010년 1월 전국 244개 지자체 아동·여

성안전 지역연대 구축을 시작했으며, 2016년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

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전국 총 243개가 운영되고 있다.714)

(2) 아동·여성 지역사회 안전망 조직과 구성 기본원리

아동·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은 지역중심, 참여와 

연대, 합리적 협의원칙에 따라 조직·구성된다.715) 민관협의체로서 지역사

71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

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713) 조윤오, “공중보건모델을 활용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고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5(1), (한국형사정책학회,2013):205

714)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https://safenet.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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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협의체 구성원리도 유사하다. 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조직 기본원칙으로 제시한다.716)

첫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지역중심성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지역

중심은 곧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 안전 관련특성과 필요(needs)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

적 자원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가 본질적 요건이

다. 중앙정부가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조직의 틀과 계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취지실현은 전적으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달려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의 경우 정책연결망으로서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참여자 자발성이 우

선이다. 또 하나의 이른바 관변단체에 그치지 않고, 본래 취지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지역내 유관기관과 주민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가 필요하다. 지역연대 운영에서 참여는 지역사회 대표성의 확보를 뜻한

다.

셋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경우 지역중심성과 참여의 원칙은 협의

적 조직구조와 의사결정을 통해 실현된다. 하향적인 지시전달이나, 특정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방적 주도, 또는 기관단체들 개별의사의 단순한 총

합이어서는 안된다. 협의성의 원칙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연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기능과 역할

아동여성 지역사회 안전망의 주요기능은 협력체계 구축, 안전사업, 예방

사업, 사례개입과 관리다.717)

715) 강은영/김한균, 지역연대운영 표준모델개발 연구 I, 137-139.

71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07): 62.

717)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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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지역내 아동·

여성안전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및 점

검한다.

둘째, 안전진단 및 안전보호서비스제공,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등 지역사회 특화된 안전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셋째,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조사 등 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넷째,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사례개입 및 사례관리 업무는 지

역연대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아동·여성대상 폭력피해의 특성

상 긴급한 개입 필요성과 개입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개입과 관리에는 형사사법기관, 특히 지역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

며, 피해자보호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정책연결망이 해당 지역사회에 어

떻게 조직, 운영되는가에 따라 위기개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2. 협치적 형사정책과 아동·여성 대상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의 특징

(1) 법제기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근거법인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

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

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동법 제3조)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의 구체적 실현으로

서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718) 2010년 제정된 



- 263 -

‘강원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

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

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

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 (제3조) 또한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년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

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

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도 있다.(제12조)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아동·여성관련 안전대책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협

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201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

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한다. (제3조) 특히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

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이러한 협력체계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협력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지역연대의 목적에 관하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필요 충족이

718) 조례제정현황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http://safenet.mogef.go.kr/new/obbs/bbs_list.php?sbtp=31. 2016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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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였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하여는 아동·여성폭력 예

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

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

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

를 위한 순찰예방 활동, 주민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연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

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제12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13조)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적 기반으로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자치법규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보제공의 책무규정

과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정책계획화 규정이다. 정책연결망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민홍보 및 캠페인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지만, 지역연대 관련 안전프로그램의 발전에 따라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지역사회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통제하고 범죄를 방지하

며,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안 및 복지행정과 

전문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간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연결해 주는 체계

가 필수적이다. 위험요인과 피해자 필요가 복합적인만큼719)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내 여성과 아동의 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자원, 특히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기존의 자원을 

7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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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및 정보교류 연결망이 필요하며, 아

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720) 여기서 ‘민간자

원’이라 함은 아동·여성정책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참여시민을 뜻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연대에는 참여기관 및 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광역 지역안전망 구축, 폭력피

해 예방교육 및 홍보기획 지원,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교

류 및 협력체계 구축, 기초지역연대 관련사업 업무협의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실무사례협의회는 참여기관·단체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721)

전라북도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는 도청,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경찰

청, 전북교육청,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센터를 비롯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현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쉽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실무자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의료 및 정신건강치료, 피해자가족 대상 상담, 피해자 

가정 지원,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아동안전예방교육과 피해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광역지역내 정책협력뿐만 아니라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등 기초지역연대의 실무협의까지 지원한다. 해체위기가정 회복지

원과 같은 지속적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2016년 도서벽지 지역 성폭력위

험 현안에 대처하는 긴급 실무사례협의 대응도 실무사례협의회를 매개로 

이루어진다.722)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도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기초 

지역안전망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실행,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근거조례에 규정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역할, 즉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과 점검,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

720) 강은영/김한균, 지역연대운영 표준모델개발 연구 I, 135-136.

721)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2016, 56-57.

722) 여성가족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 (여성가족부,

20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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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

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 점검한다. 실무사례협의

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 운영위원회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사례관리담당 실무팀이 요청한 협력필요사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723)

경기도 안산지역 ‘아동·여성 안전안산을 위한 전문기관 옹기종기’의 경우 

지역내 결혼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기관과 조

직이 긴급피해지원에 협력이 필요할 경우 기관간 연계를 원활히 하도록 

실무협의회를 조직·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

응하는데 있어서 개별 기관차원의 사례개입이 한계가 있거나, 범죄피해 

특성상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청되는 경우 지역연대 정책연결망에 속한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안산시 지역연대는 아

동·여성 피해사례를 총괄관리하면서 지역내 범죄방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매월 진행하고, 협의회 결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

검한다. 실무협의회에는 관내 경찰서 아동·여성계, 지역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관내 경찰성폭력전담

수사팀,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현 해바라기센터) 등 지역내 공공·

민간 유관기관 참여가 확보되어 있다.724) 이 정책연결망은 아동·여성 폭

력피해 사건발생시 긴급비상연락망 체계가 작동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실행한다. 사건 이후

에도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예를 들어 성

폭력 피해의심 또는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복합적 폭력피해 경험자에 대한 가정방문상담과 환경개선, 

가정폭력·아동학대 복합피해 모자가정에 대한 경찰, 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연계돌봄서비스와 피해상황 수시확인이 이루어진다.725) 이처럼 지역

723) 강은영/김한균, 지역연대운영 표준모델개발 연구 I, 143-144.

724) 여성가족부,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여성가족부, 2014):

18-19; 여성가족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17.

725) 여성가족부,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 23-24.; 여성가족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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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여성 피해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특정 취약대상에 지속적이

고 복합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단체, 공공기관

과 민간기관, 지역사회 단체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이

다.

(3)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

2016년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 단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기획·

수행하고 있는 범죄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

램726)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프로그램 유형은 주로 지역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심귀가 서비스, 자

율순찰 등 안전서비스사업, 아동안전지도제작과 범죄예방 교육 등 교육

사업, 지역현황 및 주민의식 등 조사사업이 대부분이되, 프로그램 명칭부

터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주민이 결정한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동네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안심골목프로젝트’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시설정비가 취지다. 수년간 지속된 프

로그램 운영경험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주변환경개선이나 시설물설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시민참여 형태의 진행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한다. 즉 안전개념을 확대

해 시설개선을 넘어 안전인식개선과 공동체 형성이 안전마을의 근본토대

라는 점을 알리고, 노후화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벽화와 시설물 설치, 유

해환경개선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726) 여성 안심 행복마을 만들기(서울), 우하하 마을지기(부산),“마음껏 미소 짓게 손

잡고 동행”(대구), 안심드림 마을 조성사업(인천), 안심 골목 프로젝트(광주), ‘호

루라기 지킴이’(대전), 젊음의 One-two거리 조성(울산),“Green Seed, Green

Smile”(세종),‘바라지’(경기),“행복한 여성! 즐거운 아이!”(강원),안심귀갓길 만들기

(충북),GREEN ZONE + 엄마 MOM(충남),여성·아동 안전골목 디자이너(전북),활

기·매력·온정으로 뭉치Go!(전남),경북 반딧불 프로젝트(경북),2016 응답하라 서포

터즈(경남),공공화장실내 안심비상벨 설치(제주) (http://safenet.mogef.go.kr. 2016

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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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며, 여성친화마을 등 지역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보조

를 맞추고, 민관 협력체계와 연결망을 통해 아동지킴이, 여성친화서포터

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지역안전협

의체를 통해 운영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마을자원

조사, 교육욕구조사, 사업지선정을 위한 골목투어, 주민성과보고회, 환경

개선지역 주민동의 절차를 거쳤다. 프로그램 운영결과 환경개선활동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지고, 비어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마을커뮤

니티 센터를 만들고, 경로당과 어머니모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727)

또한 부산광역시 ‘마을지기 여성·아동 안전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여성

아동안심벨 사업을 추진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지역 긴급구조체계를 

갖추어 왔다. 부산에서 시작된 정책이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이

후 부산시 안심벨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부산시 지역

안전프로그램은 시설설치사업에 그치지 아니한다. 시민참여형 협업프로

그램은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주관하여 취약골목길 마을을 선정하고 참여

한 마을지기들이 골목 모니터링과 여성주의 지도제작을 통해 안전프로그

램의 내용과 추진방식을 정한다.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마을안전실태조

사를 통해 마을안전체감지수를 평가하고 안전환경과 위험장소를 실제 확

인하게 한다. 이러한 참여형 안전실태점검 과정에서 활동내용이 공유되

고 개선필요지역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특성상 

여학생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 실시간 현장조사를 하고 지역주

민과 함께 안전캠페인, 안전지도 배포, 성과보고회, 환경개선 제안까지 

프로그램이 지속된다.728) 취약지역 안전문제에 대해 기관중심보다  지역

사회 관심을 높이는 내용으로 주민참여 안전사업을 활성화하는 주민참여

형 안전마을 조성 프로그램은 부산형 지역안전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범을 보여준다.  

727)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안전프로그램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여성가족부,

2016):134-140.

728)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안전프로그램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 42-47.;여성가족

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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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서울 양천구의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만

들기’사업도 모범적 사례다. 해당 지역은 철거이주민 지역, 주택재개발정

비지역, 항공소음피해대책 지역이면서, 장기간 거주세대가 많아 마을공동

체에 관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마을

단위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즉 양천구의 

지역사회 안전사업의 경우 유관기관협업 단위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

업, 침입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와 같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한 한편, 지역연대가 주민단위 모임구성을 지원하여 지역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부터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골목길 벽화그리기 등 개선작

업,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의 성과를 거두었다.729) 특히 참여한 주

민 자체평가에 따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관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안전사업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조직 외에도 ‘마을지킴이’와 같은 주민활동가를 길러냈으며, 마을주

민이 여성폭력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

람안전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730)

3. 평가와 개선방안

지역연대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이 지역사회 단위 안전,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종래 주민참여형 사업과 차별되

는 점은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지원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자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단위 프로그램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

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지역내 단체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 

교육을 통해 참여시민을 길러내고 프로그램 수행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있다.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한 성과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기획으로 수용될만큼 효과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

참여도와 신뢰도 또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731) 지역사회 특성

729) 여성가족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104-107.

730) 여성가족부, 2016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우수사례집,108.

731) 여성가족부, 2015년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심사 및 아동안전지도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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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듯이 지역사회안전망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적용된다. 이러한 복합적·다층적 안전망의 그물이 지역마다 짜

이고 펼쳐질 때 전국적인 안전망이 조성될 것이다.

정리하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조직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활동의 지속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협치적 형사정책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으로서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자치법규에서는 지역연대 관련 안전프로그램의 주민주도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 관련 역할기능 및 지원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정책적·제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수요

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마다 지역단위 협의체가 늘어나고 있

다.73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장 지

역주민 관심도 높은 정책영역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한정된 지역자원으로 관련 정책연결망들의 중복적 운영이 부담이 되고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지역사

회 인적 자원은 더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가중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733) 이는 지역연대 또한 중앙정부의 여성가족

부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가 지시하고 평가하는 사업으

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아동·여성대상 폭력의 특성상 범죄방지와 피

해회복에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래 지방행정

기관과 형사사법기관, 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은 행정절차적 제약과 기관

간 장벽 때문에 효과적이고 기동성 있게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지역연대

가 주관하는안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성과를 거두는 사례는 대부

분 지역연대 협의체 구축을 계기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필요성에 공감

한 참여기관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개선된 경우

분석 결과보고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 2015): 25-26

732)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건복지부/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지역돌봄협의체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

733) 조윤오, 공중보건모델을 활용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고찰,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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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이다.734)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추진 절차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

산 지원에 수반되는 통일된 행정처리방식이 요구되는데, 사업운영의 지

역현안 대응성과 지역행정자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예산과 인력부족은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의 문제다. 무엇보

다 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 지역사회 인력동원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

로 대응한다면 또 하나의 중앙관리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게 

될 뿐이다. 지역연대의 정책연결망과 주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이 기초적 

수준에서부터 활용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 내고, 협업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주민을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전

문가로 육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연대의 주민참여 안전프로그램 명목으로 수행되는 사례들은 

기존 관변조직, 방범순찰대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 시행 초기 기존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지역사회 주민자원을 이

름만 달리하는 지역협의체와 안전사업에 중복 동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

니라, 지역연대가 기존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포괄하면서 기존 관변조직

의 수동성, 비연계성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지역연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의 협치적 형사정책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절 지역사회기반 범죄자 재범방지정책의 협치적 개선

사회내 범죄자 관리감독과 재범방지 정책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뿐만 아니

라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실험되고 도입·운영되고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범

죄자 관리감독 및 재범방지 정책의 종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적 

734) 조윤오, 공중보건모델을 활용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고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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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능성을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전향적 방향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자 신

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가 그 대상이다. 

I. 지역사회기반 재범방지와 협치적 형사정책

1. 지역사회 교정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 교정정책(community-based correction)은 교정시설내 처우의 재사

회화 효과 한계와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735) 지역사회내에서 

범죄경력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 정책을 의미하여, 구금형 대안으로서의 

사회내처분과 출소자 대상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사회내 관리감독 제도

를 포함한다. 다이버전(diversion), 배상명령(restitution), 사회봉사처분, 보

호관찰, 집중감독(intensive supervision), 가택구금(house arrest), 전자감독, 

병영식 교육훈련(boot camp), 가석방, 통근교정센터(residential center) 등 

다양한 구금형 대안이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736)

지역사회 교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 재범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주민 보호다. 범죄자의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 구금형 대안확대 및 행

형 비용절감 또한 목표다.737) 지역사회 교정정책에서 ‘지역사회’는 정책

실행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 교정정책의 기반이 된다. 즉 

735)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 과제” 교정연구 11 (한국교정

학회, 2000):223-224.

736)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 과제, 225.; Christopher Trotter,

“The impact of different supervision practices in community corrections: Cause

for optimism”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9(1)

(1996): 1-19.; Paul Gendreau/Claire Goggin/Mario Paparozzi, “Principles of

effective assessment for community corrections” Federal Probation 60(3)

(1996): 64-70.; Joan Petersilia, “A crime control rationale for reinvesting in

community corrections” The Prison Journal 75(4) (1995): 479-496.

737) Richard Lawrence, “Reexamining community corrections models” Crime &

Delinquency 37(4) (1991): 4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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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이 범죄자 재사회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 안에 의미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 범죄자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재사회화에 유효한 환경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상담 등 지원이 지역사회내 조직화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지역사회기반’ 교정정책이 실현된다.738)

미국의 경우 1994년 강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739)이 인도적 행형과 교정

처우의 필요성에 근거해 지역사회 교정정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교정정책 도입을 통해 의도했던 교정시설 과밀수

용 문제해결이나 행형 비용절감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된다. 구금

형 대상자에 대해 대안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본래부터 사회내처분 대

상자에 주로 적용되었으며,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에 따라 오히려 형사

사법기관의 관리감독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구금비용은 감소하

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단지 비용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 통제망확대(net-widening)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다.740)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지역사회 재범방지 정책을 형사사법기관 중심 관

점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기관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내 

재범위험성 내지 범죄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기 위한 통

제기법의 확대라고만 본다면, 지역사회 협력과 시민참여를 지역사회 안

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전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교정

정책의 본래 의미는 범죄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범죄문제의 해법도 찾

는다는데 있다. 형사사법기관과 범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역

시 지역사회내 재범방지 정책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2006년 영국의 재범방지정책 백서(‘A Five Year Strategy for Protecting the 

Public and Reducing Re-offending’)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하

738)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 과제, 230-231.

739) Sec. 20409. Appropriate Remedies For Prison Overcrowding (§ 3626.

Appropriate remedies with respect to prison crowding)

740)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 과제, 237-23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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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보건, 교육, 직업, 가족관계회복, 주거, 중독치료, 사회복지지원 

등 다양한 영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유관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지역사회단체와 시민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사회연합

(Civil Society Alliance), 지역기업 연합(Corporate Alliance), 종교·지역사회 

자원참여연합(Faith,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Alliance)을 조직한

다.741) 2007년 형사사법 전략백서도 이러한 재범감소연합(Reducing 

Re-offending Alliances)에 대하여 공공,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협업체로

서 재범방지 정책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742) 구체적으로 지역형

사사법위원회와 재범방지 지역연합체는 지역사회 범죄현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우선현안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는 

현안은 마약과 상습범죄자다. 이에 따라 마약문제개입프로그램(Drug 

Intervention Program)과 상습및우선대응범죄자프로그램(Prolific and Other 

Priority Offender program)을 통해 지역사회내 상습적 범죄자, 우선관리대

상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 및 개입문제에 다기관협

력적으로 대응한다.743)

영국의 지역사회 재범방지 정책에서 지역형사사법위원회와 재범방지협업

체는 단지 중앙정부나 형사사법기관이 분장한 경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

기 보다는, 지역사회 관심현안인 중한 상습범죄자 재범방지 문제에 지역

사회 범죄방지 역량을 집중투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지역사회 교정정책의 지역사회 기반은 지역사회 조직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741) Home Office, A Five Year Strategy for Protecting the Public and

Reducing Re-offending (Home Office, 2006) para.4.9.

742)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2.6.26.

743)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 The Prolific and other Priority

Offender Programme and the Drug Interventions Programme (Home

Office, 2007):9-10.;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para.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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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치적 모형의 지역사회 재범방지 정책

영국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정책은 범죄방지 거버넌

스에서의 민간참여가 자본투자 형태로 형사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까

지 나아간 혁신적 정책실험이다. 사회혁신채권은 재범방지, 청소년비행예

방, 노숙자 재활 등 정부기관에서 다루기 어렵고 많은 비용부담을 져야 

하는 사회문제를 정부와 사회적 기업, 민간투자자본, 지역주민 당사자 참

여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이다.744) 범죄문제 해결을 민간

참여에 개방하는 방식이 민간투자를 활용한 정책자원 조달과 정책성과평

가에 따른 보상제공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협업과 연결망의 협치적 형사

정책모형에서 정책적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그 현실 활

용의 폭넓은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2009년 영국 범죄자처우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정책보

고서 ‘사회적 기업745) 활용 재범방지정책’(‘Reducing Reoffending through 

Social Enterprise’)에 따르면 재범방지 정책 효과성을 혁신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서는 민간과 지역사회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746) 기

존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방지정책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요구가 있다는 점, 더 중요하게는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조직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747) 즉 형사사법체계

744)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영국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 모

델의 개발 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13): 214, 216.

745)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기업의 요소는 사회적 목표 내지 사명, 사회목

표실현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기업내 민주적 거

버넌스, 독립지위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다. (Faye Cosgrove/Maggie

O’Neill,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 on Reducing Re-offending

(Durham University, 2011):8)

746)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Reducing Re-offending Through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s working with prisons and probation

services - a mapping exercise for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09): 25.

747) 민간단체의 전문적 재범방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혁신채권 정책은 시민사

회의 참여 기회가 그간 충분히 주어져 왔고, 그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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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산과 인력 통제가 강화되고 정책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재정적 

보상(incentive) 제도를 시도했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위험감수와 보상이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재범감소정책으로서 지역

사회내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한 형사사법기관은 재범실패에 따른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반면 재범방지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효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결정보다는 조직안정적인 결정 수준에 머물기 마련이다. 그

래서 형사사법 보상을 지역사회 재범방지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단체

에 연계하여 재범방지성과에 대한 책임과 형사사법 자원절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다.748)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은 공적 문제 해

결에 필요한 자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확보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원리를 

적용한 민·관 거버넌스, 즉 ‘협업’ 프로그램의 혁신적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범방지 효과와 책임을 보상체계와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실정에 

적합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협업전략 추진도 가능해 진다.749) 재범방지 사회혁신채권은 정부-중

간지원관리기관(intermediary)-민간투자자-지역사회조직의 유기적 협업프로

그램이다. 먼저 정부가 중간지원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 위탁받은 중간지원관리기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한다. 이 자원을 활용해 재범방지에 전문성이 인정된 민간조

직에 프로그램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민간조직은 다양한 재범방지 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성과를 평가받는다. 목표한 성과가 확인되면 정부는 중

간지원관리기관에 계약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간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750)

축적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28.)

748)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17-218, 220-221.

749)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16-218,220. 미국에서는 ‘채권’

보다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협업’이

라는 용어를 쓴다. (같은 논문, 216.); Emily Bolton, Social Impact Bonds:

Unlocking investment in rehabilitation (Social Finance, 2010): 1-2.

750)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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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2010년 3월 도입된 영국 피터버러 재범감소 사회혁신채권

(Peterborough Social Impact Bond)의 경우 12개월 미만 단기구금 출소자 

중 지원자 3천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에 따른 재

범율 성과를 측정한다. 재범율 평균 7.5% 감소의 성과가 달성되면 투자

자에게 일정 성과급을 지급한다. 중간지원관리기관인 ‘Social Finance’751)

는 법무부와 복권기금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사회혁신채권을 발행하여 

10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재활치료전문기관, 수형자,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YMCA, SOV

A752) 등 민간지원기관 컨소시엄에 지원한다. 성과는 재범여부가 아닌 재

범횟수를 근거로 측정한다. 재범여부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재

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소자를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

성도 있기 때문이다.753) 2014년도 성과보고에 따르면 재범율 감소 8.4%

로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협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총괄담당자의 역량이

다.754)

영국의 실험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 수형자 재범방지 처우 비용을 절감

하고 재범감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반면, 형사정책분야

에 시장원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함으로써 시장기제의 장점을 살리

기 보다는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재범의 근본

적 요인해결보다는 재범율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755) 이러한 비판은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판과 맥락이 비슷하다. 즉 민영교도소의 효과성에 대한 가시적 

751) www.socialfinance.org.uk

752)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원참여단체 Supporting

Others through Volunteer Action은 1975년 설립 이래 800명의 자원참여자가 년

간 5천명 이상의 출소자들을 지원하고 있다.(www.sova.org.uk)

753)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22-225.; Emily Bolton, Social

Impact Bonds, 5-7.

754) Emma Disley et al, The payment by results Social Impact Bond pilot at

HMP Peterborough: final process evaluation report (Ministry of Justice,

2015):3,7.

755)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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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애초부터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단기위험요인 대처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는 비판이다.756)

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 협치를 통한 범죄방지 정책실현에 있어서 근본

적인 원인문제 해결, 다양한 사회부문과 조직의 참여, 정책집행방식의 효

율성 기제, 정책실행 및 평가의 투명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혁신적 시도

의 가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목적 자원의 새로운 확보방식

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757)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만하다.758) 공공

기능의 시장원리화, 민영화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I. 협치적 형사정책과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1. 제도의 취지와 한계

현행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일반적 목

적759)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현재 성

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서 법무부·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에 등록, 공개된 자는 전국에서 총 4388명이다. 경기도 1027명, 서울 732

756) 김한균,민영소년원 도입절차 및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17-18.

757)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230-231.

758) 2012년 제정 및 2015년 개정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4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사회·환경·문

화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지원에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3년 서울시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사회혁신채

권 사업을 국내 첫 도입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입금,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동 조례 제3조) 민간투자

의 형식은 아니지만, 수행민간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에서 지

원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성과보상제를 도입

하였다. (이미정, 범죄예방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방안,226)

75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로부터 보호하고” (동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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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전체 40%에 달한다.760)

동법 제55조가 공개정보 악용을 금지하면서, 제1항에 “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

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보통신망

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동법 제49조 제1항), 고지대상자 거주 지역 일정 

주민761)에게 고지하는 방법 (동법 제50조 제5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공개 및 고지의 상대방인 지역사회 시민으로 하여금 성범죄자 전과자의 

신상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

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전력자로 하여금 재범으로 나아가지 못하도

록 억지하는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1996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내 모든 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각 주법에 근거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공개, 제한적 공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

로 공개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상 일반공개 방식을 

택한 주는 12%에 불과했다.762) 2005년 전국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부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763)가 구축되고 연방제도화하면서 

인터넷상 일반적 공개가 일반화되었다.

미국에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 취지는 첫째, 법집행기관간 

연계강화, 둘째, 법집행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성폭력예방

교육 기회확대,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 참여의 간접적 

동기부여, 넷째, 시민의 자발적인 범죄방지 노력 증진으로 제시된다.764)

760) http://www.sexoffender.go.kr/m3s3.nsc (2016년 11월1일 접속)

761)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762) Lyn Hinds/Kathleen Daly, The war on sex offenders, 264-265.

763) https://www.fbi.gov/scams-and-safety/sex-offender-registry; 2006년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NSOPW) 로 개칭되었다.

(https://www.nsopw.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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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취지실현을 통해 정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범죄피해 방지

와 재범억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효과다. 반면 재범방지 효과에 

관하여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 

전과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치심을 주어서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살

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

다.765)

본래 미국에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내지 고지제도는 지역사회협

력사법의 맥락에서 도입되었다.766)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된 목표가 지

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범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범죄방지활동에 힘을 실어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

공유나 지역사회 차원대책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범죄자의 재범위험을 

과장하여 배제하고, 시민참여 형태 또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향으로 동원될 뿐이며, 모색된 문제해결 방식 역시 격리와 배제로 나

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징벌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767) 뿐만 아니라 신

상정보공개의 위헌성 여부,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문제, 

신상정보 문제와 관련된 경찰과 유관기관간의 협업문제가 논란 대상이었

다.768) 따라서 신상정보공개제도로부터 긍정적 가능성을 실현할 것인지, 

764) Lyn Hinds/Kathleen Daly, "The war on sex offenders: Community

notification in perspectiv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4.3 (2001): 267.

765) 김한균,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체계와 원리, 157.; 그

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

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

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

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

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641-647)

766) Lois Presser/Elaine Gunnison, “Strange Bedfellows: Is Sex Offender

Notification a Form of Community Justice?” Crime & Delinquency 45(3)

(Sage,1999):299-300.

767) Lois Presser/Elaine Gunnison, Strange Bedfellows: Is Sex Offender

Notification a Form of Community Justice?, 303-310.

768)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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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어떠한 관점과 체계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달려있다.

2.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검토

앞서 현대사회 안전기획의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 안전을 확

보하는 방법은 위험한 자를 분별하여 배제하는 정책과 위험에 취약한 자

를 주목하여 포용하는 정책이 있다. 형사정책에서 배제와 격리는 부분적

으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미국 일부 지역의 사례처럼 신상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 집과 자동차에 일정 표시까지 달게 하

는769) 방식이 시민의 정당한 안전요구에 따른 제도라 보기 어렵다. 다양

한 차이를 인정하는 현대사회라 할지라도 차이가 아닌 위험에 근거해 낙

인찍고 배제한다면 안전보다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회가 된다.770) 낙인

과 배제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 먼저 신상공개정책을 도입 

시행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정책취지는 형사사법기관이 관리활용하

는 범죄자정보의 일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취지다. 하지만 여

타 행정적 정보공개의 취지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여느 정보공개처럼 형사사법 행정의 투명성과는 무관하

다. 개인 정보로서 오히려 보호되어야 마땅할 대상이다. 다만 해당 범죄

자 재범방지를 위한 예외적인 정책 수단이다. 실제 신상정보공개 제도 

연원에는 ‘망신주기’771)의 측면도 있다. 망신주기가 일종의 사회적 제재

769)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92.

770)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87.; Young, Jock, The Exclusive

Society, (London: Sage, 1999):28.

771) Carol Ronken/Robyn Lincoln. “Deborah's law: The effects of naming and

shaming on sex offenders in Australia”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4(3) (2001): 235-255.; Anne-Marie McAlinden, “The use of

‘shame’with sexual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5(3) (2005):

373-394.; 유사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와 달리 밀집된 공동주거형태가

대부분인 한국사회에서 신상정보공개대상자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는 ‘망신주기’의 취지를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개대상자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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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재범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억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상정보공

개 제도를 도입하라는 시민적 요구 측면이다. 경찰과 검찰이 성범죄자 

정보를 관리하고 정작 지역주민들은 일상 생활공간에 성범죄자가 생활하

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주장이다. 정보가 있어야 자

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다른 위험 정보와는 달리 재범위험성 높은 성폭력범죄자 정보다. 

경찰만 알고 자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불안이, 이제는 자신이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오는 불안으로 바뀔 뿐인 측면도 있다.

셋째, 신상정보공개 제도시행을 결정한 정부정책의 측면이다. 범죄자정보

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고지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경

찰과 보호관찰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감시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

고, 주민 스스로 방지노력을 함으로써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로 

보인다. 

살펴보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 도입과 시행 전후 상당기간 제도와 

관련된 시민의 정책의견과 수요, 정책결정자의 목표설정, 정책평가자의 

효과판정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제도 도입배경에는 형사사법

제도가 범죄자 정보를 독점하면서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감시해

서 국민을 지켜주어야 마땅한데, 범죄도 재범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

면 국민 스스로 범죄피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정보라도 제공하라는 요구

가 있다. 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태라면 범죄자 스스로 

재범억지 행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감시가 어려운 범죄자를 지역주민의 일상적 감

시의 눈길 가운데 둠으로써 감시효과가 높아진다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종종 재범으로 

나가는데 인터넷 검색과 우편고지 수준의 정보노출이 범죄자 심리에 어

느 정도까지 억지효과를 발휘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성범죄자 존재를 알지 못해서 오는 막연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

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또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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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한 어린이를 해치

는 낯선 흉악한 성폭력범죄자라는 대중정서영합적인 전형’772)이라거나,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방지 역할을 시민의 자기책임으로 전가하는 신자유

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773)은 피상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

지제도의 정책적 효과성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제도 취지가 

사회에 복귀한 성범죄자를 가족과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키려는데 있지 

않다. 성범죄자정보를 지역사회에 유통시켜 시민을 더욱 불안케 하고 공

동생활로부터 격리되게 하는데 있지도 않다. 지역사회 보호효과를 높이

기 위한 제도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서 앞서 시행된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평가774)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긴 했지만 동시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기도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 이후 인식된 위험에 대처할 

수단을 지역사회에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공개된 정보에 따른 

경각심은 양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 방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반대로 자신과 가족

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지역공동체가 

약화될 수 있다.  

현행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역시 공개 또는 고

지를 통해 성폭력범죄자가 지역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

신과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지역내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집단보다는 

공개 또는 고지를 통해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집단

이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775) 하지만 정보가 없는 

772) Lyn Hinds/Kathleen Daly, The war on sex offenders, 268.

773) Patrick F. Parnaby,“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Discourses of Risk, Social Control, and a Neo-liberal Context”,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8(1), (2006):5-6.

774) Lyn Hinds/Kathleen Daly, The war on sex offenders, 267-268.

775) 김지선 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신상공개제도

의 효과성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10-316, 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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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의 안전감이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불안감보다 낫다는 결론일

리는 없다.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방지 행동이 

강화되고 지역사회보호 효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개 또는 고지된 범죄관련정보가 성폭력범죄에 대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신상정보공개 인터넷매체 

접속 경험자의 49.2%, 우편고지 수령자의 61.2%에 달한다.776) 또한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웃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거주지역의 

무질서 문제를 인식할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범죄방

지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77)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

와 함께 어떠한 범죄방지 행동을 취해야 효과적인지, 나아가 거주지역의 

범죄 및 안전 현안이 무엇인지, 이웃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범죄방지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의미 있는 정책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편고지 수령 이후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별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성폭력범

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즉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범죄방지 활동 참

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778)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인터넷 매체779)의 경

우 단순히 신상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정보’와 ‘안전귀가 지원서비

스’ 등 현행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전반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성범죄와 성범죄자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780)도 있다.

또한 실제 지역주민에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고지서781)를 보

면, 신상정보 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안전서비

스와 범죄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일반적인 범죄방지 캠

776) 김지선 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271.

777) 김지선 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339.

778) 김지선 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272.

779)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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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이나 홍보물 배포보다는 신상정보고지와 결합된 범죄방지 정보는 질

적으로 효과가 다를 것이다. 즉 고지를 수령한 개별 가구의 불안도를 오

히려 높이기만 하는 개별정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보’가 된

다. 공동체 정보는 지역주민 모임을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과 경험

780) 김지선 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211.

781) 고지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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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양하게 나누는 바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형사사법

기관, 주민단체와의 협업과 참여방식을 고안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신상정

보고지제도는 하향식으로 작동했지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상향식의 범죄

방지 정책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는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구축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구성의 기본이 

되는 정보공유다.782) 현행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정책으로서의 ‘공개’ 내

지 ‘고지’ 방식은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그 내용과 방식, 그리고 효과에 대한 협치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는 카운티 단위 경찰에 성폭력범죄자 신상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결정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은 

지역주민대상 고지회합(community notification meeting)을 통해 공개제도

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한다.783) 실제 지역주민 대상 회합 통지문 (도표) 

내용을 보면, 회합의 목적을 성범죄관련법 일반 안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범죄관련 정보제공, 공개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경찰의 대응방안 

안내, 여성 및 아동주민 대상 성범죄예방교육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회합 

내용은 경찰의 일반적 제도소개, 교정기관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관련법 내용과 성폭력전과자 전자위치추적제도 설명, 보호관찰기관의 공

개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의 성범죄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표] 지역사회 성범죄자 고지회합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 시 경찰

국, 2016년 5월 3일) 784)

782) 회복적 사법관점에 따라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신

상정보공개가 범죄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

는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Lois Presser/Elaine Gunnison, Strange Bedfellows: Is

Sex Offender Notification a Form of Community Justice?, 303.)

783) Dennis J.Stevens, Applied Community Policing in the 21st Century,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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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법무부가 신상정보등록을,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를 각각 관장하는 현행 체계와, 각 주 및 지역형사사법기관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운영의 재량권이 주어진 미국의 경우와 거리가 있지만, 

미국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

거나, 고지대상 범죄자가 전출입할 경우 거주지역내 아동보호 가구에 우

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은 ‘망신주기’나 지역주민 개인책임 하에 주의하도

록 확인시켜주는 의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 물론 고지정보서(도표)에 

관련법제도와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이 함께 실려 있지만 일방적 전달만으

로는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개인과 그 가족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 더 조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역사회내 성폭력범죄자의 전입을 계기로 지역주민이 모여서 자신의 자

녀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자녀들을 함께 지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

784) https://www.cityofmadison.com/police/blog/documents/

Community%20Notification%20Meeting%20Agenda(1).pdf (2016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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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사회내 형사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범죄자 관리감독과 

재범방지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협업과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

색하는 계기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성폭력범죄자 

관리와 성폭력범죄방지 정책 수행에 책임 있는 형사사법기관이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의문에 

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공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회합이 지역사회 성폭력범죄 방지와 시민의 형사사법에 대

한 신뢰도와 안전감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 이같은 지역회합이 가능하려

면 지역사회내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민간조직의 정책연결망이 형성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연결망을 통해서 지역회합이 운영되는 과

정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성폭력범죄자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성폭력

범죄방지를 위해서 안심귀가, 방과후아동보호, 지역내 학교대상 성폭력예

방교육 등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또한 공개 및 고지대상 성폭력범죄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기반 정

책연결망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

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대상자를 중점관리 대

상자 또는 첩보수집대상자로 관리한다. 성폭력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

록자 1:1 담당경찰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우범자관리는 강력범죄 일반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자 관리에 특화

되어 있지 못하다.785) 더구나 법적 근거 없는 관리제도이기 때문에 대상

자의 반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형식적 

관리에 그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786)

따라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을 통해 경찰이 유관기관 및 상담 등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체

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785) 김상훈/조현민,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2011): 277-279.; 김지선 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218.

786) 김상훈/조현민,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280-281.; 송근석/노성호, “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8(2) (경찰학연구소,2013):

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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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개 및 고지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는 개인과 가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책임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에 머물

기 보다는, 지역사회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와 관리감독에 필요한 정

책연결망 구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형자 

사회복귀 정책이 지역사회 기반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국가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범죄자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 현대 교정정책에서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점787)을 고려할 때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성

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지역사회내 재범방지 정책의 

협치적 개선의 관점에서 보게 해 준다.

III. 협치적 형사정책과 성폭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제도 

1. 성폭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제도와 재범방지

2006년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제도로서 도입788)된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구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또

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56조)789) 성폭력범죄자 

787) 박선영,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연구, 107.

78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 제28조 내지 제30조. 제도도입의

배경은 유치원, 학교, 학원, 아파트,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

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여성가족부,2013):7.

789)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예외없이 대상자가 재

범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 학원취업을 10년간 금

지하고 있는 법규정에 대하여 범죄행위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정도가 가볍고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동안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 (2015헌마359, 헌법재판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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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는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공개·고

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전과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취지인데 비해, 취업제한제도는 직접적으로 범죄전과자의 활동을 제

약해서 재범을 방지하려는 정책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2006년 약자보호법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제3조에 따르면, 제한대상자 (Barred persons)로 지정된 자는 아동 및 취

약한 성인(장애인, 소수민족 등)과 관련하여 본 법에 규정된 활동이 금지

된다. 제한대상자가 금지된 활동을 시도, 권유,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7조) 교육기관(Educational 

establishments) 임용자의 제한대상자 여부를 점검확인할 책임있는 자가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한다. (동법 제13조) 동법에 따라 

아동을 위한 보건, 보호와 치료에 관련한 모든 영리 및 비영리활동으로

서 제한대상자가 30일중 2일 이상 혹은 빈번하게 아동의 보건기록에 접

근하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접촉할 수 있는 모든 기회(Controlled activity 

relating to children)가 제한된다. (동법 제21조) 또한 2009년 설립된 영국

의 안전감독위원회(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 아동 및 취약한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취업 또는 자원봉사자 중 부적격자를 점검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해 형사정보관리청

(Criminal Record Bureau)에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관련 전과, 행정처분, 경

찰정보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점검한다. 이를 거쳐 안전감독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자에 한하여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고용과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취업제한자임을 알면서 고용하거나, 취업

제한자이면서 제한대상업무에 취업한 자는 형사처벌대상이다.790) 이러한 

영국의 사전점검 및 취업제한제도 (vetting and barring system)는 유럽에

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타 유럽국가에의 도입이 

권고되는 모델이다. 즉 유럽 평의회 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는 성범

결 2016.7.28.)

790) 현재 안전감독위원회와 형사정보관리청은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관리청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DBS)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isclosure-and-barring-service/a

bout#what-we-do. 2016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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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전과자가 아동 및 취약한 성인과 함께 일하도록 방치하는 각국 및 유

럽연합내 법체계의 미비점을 문제시하는바, 각국 정부가 교육, 행형, 보

건, 보육 서비스분야에서 성범죄전과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사전조회 

및 취업제한제도를 둘 것을 권고한다.791) 미국의 경우 앨라배마 주, 알칸

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켄터키 주, 미시간 주, 

미시시피 주, 몬태나 주, 뉴욕 주 등은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종

신으로 규정하고 있다.792)

살펴보면, 재범억지 효과성을 별론으로 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성폭

력범죄 수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는 사회복귀와 정착

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다.793) 아

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동법 제1

조) 동법상 취업제한제도는 범죄자 관리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가 범죄자 

사회복귀에 우선한다는 취지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취업

791)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733, 2010. para.6.;

James B. Jacobs/Dimitra Blitsa, “US, EU & UK Employment Vetting as

Strategy for Preventing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Gaining Access to

Children” New York University Public Law and Legal Theory Working

Papers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2): 9-15.

792) ALA. CODE § 15-20-26; A.C.A.§ 5-14-128;CAL. PENAL § 290.95;FL. ST. 

§ 943.04351 ;GA. ST. § § 42-1-15;KY. REV. STAT. ANN. § 17.165; 

M.C.L.A. §§ 28.733 & 27.734; M.C.A. § 46-18-255; NY CORRECT §168-v

793)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상의 취업제한 대상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교습, 개인과

외교습, 청소년 보호법상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

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상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

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

육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으로서 아

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

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아동·청소

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

려되는 시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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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이외 취업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이 아주 없지는 않을지라도, 

성폭력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일차적 목적인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의 가

장 유효한 수단인 안정적 취업에 상당한 제한이 됨은 부인하기 어렵

다.794)

2. 협치적 형사정책과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폭력범죄자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에서 안정적 취업의 

필요성과 취업제한의 필요성 사이 빈틈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사회내범죄

자관리 기관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협업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역사회기반 범죄자 지원프로

그램과 함께 운영될 때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자 재사회

화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잠재적 

피해자로부터의 격리도 필요하지만, 안정적 취업을 통해 사회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포함한 지역

사회 정착기회를 배려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 대상 지역사회 교정정책은 지역사회내 성폭력 범죄자에 대

한 형사사법기관의 통제, 감시와 격리, 강제적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지

역사회 보호 모형과, 사후적·공식적 대응보다는 사전적·비공식적 개입을 

강조하는 예방 중심의 교정모델 공공보건 모형(Public Health Model)로 나

뉜다.795) 특히 고위험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공보건 모형의 지역

사회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기반 위에서 실현가능하다.796)

794) Joseph L. Lester, “Off to Elba-The Legitimacy of Sex Offender Residence

and Employment Restrictions” Akron Law Review 40 (2007): 339.; Kevein

Brown/Jon Spencer/Jo Deakin, “The reintegration of sex offenders: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6(1) (2007): 32-42.;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11(2)

(2013): 75-77.

795)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교정연구 47 (한국교

정학회, 2010):90-91, 94-98.

796) 주희종, 지역사회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 과제, 228.; 조윤오,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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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지원

과 책임 동아리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의 경우 교정기관, 

지역주민, 종교단체가 협업하는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훈련된 자원참여자를 배정하

여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치료, 고용, 주택 지원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지역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외

부전문가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1994년부터 고위험성 성범죄자 대상으로 전문가자원자들을 활용한 지역

사회내 지원관리동아리를 활용하고 있다. 형기종료후 사회에 복귀한 상

습적 성범죄자의 재범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차원의 프로그램

으로 시작되어, 현재 캐나다 전역에 100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미국 위스콘신에서도 캐나다모델을 따른 시범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797) 캐나다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율이 70-80% 까지 

감소함으로써, 그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798)

캐나다 제도의 경우 4-7명의 훈련된 자원참여자와 고위험성범죄로 지원

과 책임동아리를 구성한다. 자원참여자와 성범죄자는 일종의 협약관계이

며, 해당 성범죄자가 동아리의 ‘핵심구성원(core member)’이 된다. 동아리 

목적은 첫째 재범방지, 둘째 고위험성범죄자의 지역사회내 재통합이다. 

이는 적절한 직업, 주거와 여가,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자원에의 접근성

확보, 재범예방계획의 준수지원, 애로사항의 경청, 위기시 개입지원을 통

해 실행된다. 자원참여자는 최소 1년 동아리에 참여해야 한다. 이상적으

로 보자면 자원참여자는 감독관리자나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성범죄위험에 대처하며, 자기존중감과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구성원의 노력에 ‘동행 (walk with)’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원참여자

797) http://www.csc-scc.gc.ca/publications/005007-3006-eng.shtml (2016년 10월 1

일 검색)

798) Robin J. Wilson/Franca Cortoni/Andrew J. McWhinnie, “Circles of Support

& Accountability: A Canadian National Replication of Outcome Findings”

Sexual Abuse 21(2009):420-424.; Correctional Service, Research Results:

Community Corrections (Correctional Service, Canada, 2014)



- 294 -

는 해당 성범죄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살피고 지역사회 안에서 범죄 

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대신 해당 성범죄자는 자원참여

자중 최소 1명은 자신의 범죄기록과 치료기록에 접근가능하도록 허용해

야 한다. 자원참여자와 핵심구성원간의 협약(covenant)을 통해 기록의 공

유와 사생활 비밀준수의 상호의무가 주어진다. 동아리는 활동 초기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매 회합마다 핵심구성원의 이전 주간 

활동을 살펴보고 논의한다. 진전이 있을 경우 회합횟수는 축소될 수 있

다.799)

3.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살펴보면, 현행 성범죄자 사회내 관리정책으로서 신상정보공개 고지제도

와 취업제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과 범죄피해방지다. 협치적 형

사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제도는 단순히 지역사회내 거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 공개하고, 전과자의 취업을 감시하고 제한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 지역사회에서 공개된 신상정보 자료를 토대로 지역사

회 정책연결망을 활용하고, 시민참여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지

역사회내 범죄방지 뿐만 아니라 전과자를 대상으로 취업 등 사회정착 관

리체계를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사회 성폭력범죄자 치료감독 프로그램의 도입 이전단계로, 

‘성폭력범죄자 취업주선 및 지원동아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기업

과 주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한다면,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재범

방지효과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내 성폭력범죄자 관리감독 

프로그램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이 기존 형사사법제도가 운용하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799) Correctional Service,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Correctional

Service, Canada, 2010); Robin J. Wilson/Franca Cortoni/Andrew J. McWhinnie,

Circles of Support & Accountability, 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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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치적 형사정책과 범죄방지 기본법제

I.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예방기본법은 범죄방지를 형사정책의 목적으로 

명문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범죄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을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원리의 법제화 시도로서 의미도 있다.800) 본 

연구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의 원리를 실현할 법제 기반으로서 향후 범

죄예방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2015년 법안과 2016년 법안의 요지

2015년 제19대 국회 범죄예방 기본법안 (제16819호)은 범죄대응이 구체

적 위험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 잠재적 범죄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며, 

각종 범죄의 위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은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모

두가 예방의 주체가 되어 협업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현행

법 체제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예방 계획의 수립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임을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

계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민간범죄예방

봉사단체의 육성 등 협업적 범죄방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경찰 중

심의 범죄방지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가 모

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체계 구축을 법제정 취

지로 제시한 바 있다. 즉 2015년 법안의 입법취지는 사후적 범죄대응보

다 사전적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범죄예방에서 국가기관의 한

계 또한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의 협업 필요성에 따라 종합적이고 

800) 하혜영/권용훈,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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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적인 범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801)

이에 비해 2016년 제20대 국회 범죄예방기본법안 (의안번호 제3414호)이 

제시하는 제정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다. 그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802) 첫째,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대상 강력범죄나 동기 없는 범죄(이

른바 묻지마 범죄)가 새롭게 등장한 범죄현상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형벌

강화와 특별법규정 신설 방향의 대응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

전망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입법적 태도라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범죄 취약 환경 개선, 강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대책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

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범죄방지 정책을 추진할 중앙조정기구가 없어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범죄취약환경개선, 재범방지대책과 피해자지원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다양하고 중복된 정책시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일관된 단

일 정책집행체계가 언제나 효과적이지는 않다. 정책집행과 전달과정에 

공백이나 결손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다양한 정책시행

을 통해 두텁고 치밀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중

복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다만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방에 일괄 하달하는 정책은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명칭만 달리한 

동일 사업을 중앙 부처간 협의부재로 인해 병렬 진행하는 경우 체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인 범죄방지정책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유사대책과 전시

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자원마저 소진해 버린다. 그런 의

미에서 체계적·지속적 범죄방지 정책추진을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

만 조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중앙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801) 범죄예방기본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19호. 2015년 9월 11일

802) 범죄예방기본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14호. 201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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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안에서 중앙조정기구는 법무부를 뜻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성폭력범

죄 처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

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에 분장되어 있고, 성

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속한 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에, 상담인력은 

여성가족부에, 수사지원인력은 경찰청에 각각 분장되어 있다. 범죄예방환

경설계 사업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다. 

분장과 중복이 체계적·지속적 범죄방지 및 피해회복정책에 저해가 된다

면 그 이유는 중앙부처의 조정부재보다는 각 기관업무와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과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

분명한 업무와 프로그램으로는 상호협력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기관업

무와 프로그램의 핵심이 분명하다면 실무현장에서 조정과 협력은 자연스

럽게 진행된다. 법무행정의 담당기관이지만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분

야에서는 주로 처벌과 범죄자관리, 범죄피해자 일반지원 업무에 한정된 

법무부가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의 중앙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중앙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

하지 않다. 협치적 형사정책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법제기반 위에 정책연

결망이 짜여져 있다면, 기관별, 사안별, 프로그램별 조정이 충분히 가능

하다.

셋째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사회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각 

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범죄방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

로 주요 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하에 실효성 있는 대

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기

본법은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범죄예

방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로부터 국민보호와 안전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제1조)  

2015년 법안의 입법취지와 비교해 보면, 본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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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국가와 민간의 협업 필요성에 따라 종합적이고 협업적인 범

죄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다

만 본 법안은 체계적·지속적 범죄방지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법안의 경찰청 범죄예방자문위원회 안에 

비해 격상된 국무총리 산하 범죄예방정책위원회와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기본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는데 차이가 있다. 

살펴보면, 2015년 법안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이 다수이며, 실효성 측면

의 보완 필요성, 유관부처간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803)

이 제기되었다. 2016년 법안은 법의 실효성 측면 보완은 인정되나, 법안

추진의 주무부처가 달라졌을 뿐이어서, 국가적 범죄방지 협력체계 구축

의 기본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을 고려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

2. 2016년 법안 분석

2016년 법안은 형사정책의 목적으로서 범죄방지를 “국민의 생명·신체·재

산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포괄

적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또한 범죄자 교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

방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까지 개념 내용에 포함시켰

다.  2015년 법안 제2조의 경우 역시 범죄방지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 정의

하였다. 나아가 2015년 법안의 경우 “협업적 범죄예방”이라는 개념을 추

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법인·단체 및 국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하고 협업하는 모든 활동”이라 규정하고, 형사정책의 목적을 규정하는데

서 더 나아가 형사정책의 주체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단체와 개인

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민간의 관계를 협업 차원에 위치지우는 매우 적

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2016년 법안의 경우 협업적 범죄예방 개념

803) 하혜영/권용훈,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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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4조 범죄예방정책 기본원칙에 반영하였다. 즉 제4조 제5호에 따르

면 “범죄예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간, 공공·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바

탕으로 수립·시행 ”해야 한다. 다만 2015년 법안은 범죄방지 정책에 있

어서 국가와 민간부문의 관계를 각각 ‘협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본 

법안에서 국가와 민간부문의 ‘협력’ 원칙 천명에 비해 범죄방지 정책의 

개혁적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넌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방지에 관한 종합적·체계

적 정책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되, 정책적 책무 이행에 필수

적인 예산상 조치노력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책협조 의무를 아울러 규정

하였다. 특히 본 법안 제3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예

방정책 장려·지원·정착·확산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에 정보제공,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2015년 법안 제

3조에서 국가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적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단순규정한데 비해 진일보한 입법태도

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본 법안 범죄방지의 정의에 따른 정책, 즉 “범죄

자 교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교육 및 홍

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니와 한정

된 국가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범죄방지의 국가책무 천명

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와 민간의 범죄예방을 비롯한 형사정책 협

력에 있어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법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방지 정책 수립·시행

함에 있어서 ①범죄방지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한 삶 보장원칙), ②범죄방지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

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지역균형원칙),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재원확보원칙) 

④범죄방지를 위한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자료공유를 활성화하여 범죄방

지정책 시행에 활용할 것(자료공유 및 활용원칙), ⑤범죄방지정책은 국

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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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기관간⑤민관협력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법안 

제5조 제2항에서 범죄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범죄방지정책 기본원칙의 의미를 확고히 하였다.

살펴보면, 첫째 안전한 삶 보장 원칙의 내용은 본 법안 제1조 목적 규정

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이라 

규정하였으므로 내용적으로 중복된다. 둘째 지역균형 원칙은 중앙정부의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지역균형원칙을 천명한 것

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역간 차별없이 균형있게” 범죄방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본 법안 제3조 제2항상의 예산상 조치노력 

책무에 있어서 지역균형실현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셋째 재원확보 원칙은 본 법안에 따른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 제3항 제5호)과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상 재원확보노력 규정

(제8조 제4항)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제4조 제3호상의 재원확보원칙은 제

3조 제2항의 예산상 조치노력 책무와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상의 예산상 조치노력은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

책에 수반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을 의미하는데 비해, 재원확보원칙

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 노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

체나 지역사회 자원을 지원·협력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까지 포함한다

고 볼 수 있다. 동 법안 제8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범죄예

방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료공유 및 활용 원칙은 범죄방지에 필요

한 자료 표준화, 공유 및 활용 원칙으로서 동 법안 제13조 범죄방지 실

태조사, 제14조 범죄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 제3조 제4항 정보제공 책무

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다섯째 기관간·민관협력원칙은 범죄방지정책

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기관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기관 

및 단체와 민간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필수화하는 원칙이다.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본 법안 제8조(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협조), 제9조(범

죄예방정책위원회) 제2항 제5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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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협력 사항 심의·조정, 제11조(범죄예방실무협의체) 제1항 제2호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협력 사항 협의, 제13조(범죄

예방 실태조사) 제2항 실태조사 협조, 제17조(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제18조(범죄예방 자원참여단체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방지 자원참여 활성화 노력과 지원

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 법안에 따른 범죄방지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는 기본계획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범죄예방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범죄예방실

무협의체 설치·운영 → 범죄예방정책책임관 지정과 범죄방지 실태조사·

범죄통계 작성·관리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계는 현행 양성평등기본

법, 범죄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

년보호법의 구조와 유사하다. 2015년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종합적·

체계적 범죄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하였다. 이에 비해 2016년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

록 하였다.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여성가족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기본계획은 법무부장관,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

계획은 교육부장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

부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담당토록 하는 체계가 타당할 것이다. 다만 관련 

기본계획들의 수립주기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3년인 경우 외에는 통상 

5년인데 비해 범죄방지정책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타당성은 

의문이다. 통상 5년 주기는 장관임기가 1-2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현행 

대통령 임기에 따라 국정과제 계획에 상응하려 함으로 추측된다. 또한 

범죄방지정책의 특성상 중장기적 기본계획이 요청되므로 기본계획의 주

기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방지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정책의 개요, 연구·교육·홍보, 범죄방지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본 법안 제4

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부문-민간부문간 협력을 기본원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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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한 바,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에 이러한 협력 실질화에 관한 사

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법안 제9

조 ‘범죄예방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는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법안의 경우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데 비

해,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심

의·조정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책 평가·조정,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다. 관련 법률들에 따르면, 양성평등증진위원

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

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상을 가지고 해

당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정책위원

회’ 역시 동일한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한 타당성이 인정된다.

2016년 법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범죄

방지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업

무 협조, 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범죄방지정책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성 또한 요구되는 부분도 상당하

므로, 양성평등실무협의회 경우와 같이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법안에서는 실무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추천하는 범죄방지 업무 관련 

담당자, 범죄예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

였다. 특히 실무협의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

안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조·협

력에 관한 사항, 범죄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사항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

당하므로, 범죄방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이나 기

업, 일반시민조직 대표의 상식 또한 필요한 바, 실무협의체 구성의 다양

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16년 법안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

관에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두도록 하였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본 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양성평등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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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II.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른 범죄방지기본법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죄예방기본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

방지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되, 

정책적 책무 이행에 필수적인 예산상 조치노력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책

협조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방지정

책 장려·지원·정착·확산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에 정보제공, 재정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와 민간의 범죄방

지정책 협력에 있어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

하였다는 점에서 협치적 형사정책 법제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2016년 법안의 입법취지에서 현대사회 범죄방지는 국가 형사사법기

관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

단체 및 지역주민 각각 주체가 되어 협업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임을 인정한 바, 다양한 범죄방지 정책참여 시민조직과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 또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및 2016년 법안의 범죄예방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예방 정책 기본원칙,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협치적 형사정

책의 법제 기반 관점에 따라 비교·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방지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협치적 범죄방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와 국민이 범죄방지 정책 주체

로서 협업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협치적 형사정책에 있어서 범

죄피해자의 정책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범죄방지 개념에 포함시켰

으며, 국가와 시민 모두 범죄방지 정책주체로서 정책연결망과 협업의 당

사자라는 내용을 담아 협치적 범죄방지 개념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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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

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협업적 범죄예방”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

인·단체 및 국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16년 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

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 등을 의미한다.

협치적 형사

정책 법제안

1. 범죄방지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범

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협치적 범죄방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와 국민이 범죄예방 정책 주체로서 협업하는 모든 활동

을 말한다.

2015년 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적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6년 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협치적 형사

정책 법제안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방지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치적 범죄방지 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상 조치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방지의 체계적 정책수립과 그 시행의 

책무, 그리고 협치적 범죄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예산확보와 지원 

노력의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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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안

제4조(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범죄예방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

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자료공유를 활성

화하여 범죄예방정책 시행에 활용할 것

  5. 범죄예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

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협치적 형사

정책 법제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방지 정책 수립·시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방지를 통하여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할 것

  2. 범죄방지정책은 지역균형을 보장하도록 수립·시행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범죄방지 자료 표준화와 공유를 활성화하여 범죄방지정

책 시행에 활용할 것

  5. 범죄방지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

체와 국민간 협의와 협업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2015년 법안

제5조(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셋째, 범죄방지정책 기본원칙으로서 지역균형원칙, 자료공유 및 활용원

칙, 기관간·민관협력원칙은 지역사회기반 정책연결망 구축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운영의 원칙이다. 

넷째, 범죄방지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수립과 협치적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범죄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근간으로, 지역사

회 범죄방지정책연결망, 지역사회 시민협업프로그램, 범죄방지 연구·교

육·홍보 활동, 범죄방지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공유, 범죄방지정책 실현

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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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범죄예방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16년 법안

제6조(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요

  3.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4.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표준화 및 관리·공

유

  5.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6.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치적 형사

정책 법제안

범죄방지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역사회 범죄방지정책연결망의 구축

  3. 지역사회 시민협업프로그램의 운영

  4. 범죄방지 연구·교육·홍보

  5. 범죄방지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공유

  6. 범죄방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7. 그 밖에 범죄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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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한국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이어지는 시기 

일종의 국가부재를 참담하게 경험하였다. 한 때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 

탄식이 사회에 퍼져 나갔다. 탄식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만, 기회가 뒤

따를 수도 있다. 형사정책  외부에서부터 형사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대

한 요구804)가 나왔으며, 형사정책 내부에서도 참사 이후의 형사정책에 

대한 고민805)이 시작되었다.

개인과 개인 사이 범죄와 범죄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참혹한 폭력과 학

대가 거듭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침해가 만연할 때 국가가 범죄를 방

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형사사법체계가 감당 못하

는 상태가 누적되면, 국가에 대한 기대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바뀌어버린다. 반면 국가제도와 개인노력만의 한계를 깨닫고 지역사회 

범죄방지와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민주주의

와 사회안전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난을 함께 겪어낸 사람

들이 ‘재난공동체’806)를 통해 다시 일어서듯이, 범죄와 범죄피해로 인해 

불안한 개인으로 흩어져 버린 지역사회도 좋은 형사정책 프로그램이 투

입된다면 공동체를 재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범죄와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을 파편화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범죄방지 정책은 공동체와 연대의 복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기획이다.  

본 연구는 범죄방지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거버넌스(협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Governance 

804) ‘이제 소중한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위해서라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전 중

심으로 바꿔야 할 때다.’ (“형사사법도 안전중심으로 재편하자” 중앙일보 사설,

2014년 4월 19일자.)

805) 김한균,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국가범죄피해자학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대응과제”, 민주법학 5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173-175.

806) Rebecca Solnit, 이 폐허를 응시하라,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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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ology)은 협업(partnership), 연결망(network)과 시민참여가 핵심내용

이며, 자유와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현대사회 안전정책의 모형이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공동체 책임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관

점이 바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정책 영역 중에서 입법 분야 (협치적 

법제기반), 정책집행과 제도개선 분야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교정 및 피

해자보호 일부 분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를 중심으로 협치적 형사정

책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소추, 양형, 행형 및 보호관찰, 

소년사법, 형사조정, 피해자보호지원, 학교폭력 등 분야 후속연구를 통해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의 완결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제도인 형사사법은 비공식적인 거버넌스 자원(informal 

sources of governance)과 연계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를 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형

식(a form of governance)으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자원을 체계적으

로 활용한 효과적인 범죄통제의 원칙과 수단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통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법질서와 형사사법에 대한 신

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형사정책의 중요 임무는 안전과 자유를 함께 확보할 길을 찾

는데 있다. 불안이 팽배하고 안전욕구와 안전약속이 늘어날수록 자유도 

위협받고 안전도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형사정책은 어떻게 개

선되어야 할 것인가? 그 길의 하나가 협치적 형사정책이다. 안전과 자유

가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가치나, 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가치가 아

닌, 정부와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이루는 가치라는 관점이다. 종래의 형

사사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은 정부에 대

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불신, 개인과 개인 사이 불신 속에 도전을 받

고 있다. 지역사회 시민참여에 바탕을 둔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사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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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과 효과성을 보완해줄 정책모형의 하나다.

셋째, 현대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정책 기획과 실천에서 관련 당사자를 연

결하고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리고 형사사법을 지역

사회 자치와 시민 참여 차원과 결합하는 관점에 따라 보완함으로써 개선

을 모색할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수직적·병렬적인 기관행정과 관

리체계보다 입체적·유기적인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협업 체계가 형사정

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여준다고 보는 관점이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협업

과 시민참여를 결합한 형사정책 모형이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법치국가 

원칙 안에서 현실 형사사법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제도와 정책

을 지역사회 자원과 시민참여를 통해 개선·보완함으로써 형사정책의 정

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

대 형사정책은 규범적 형법이론이나 사회공학적 기법이 아닌 사회현실에

서 가능한 개선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협치 관점

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공화주의 이론도 사회의 총체

적 변동을 바라기 보다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인내심

으로 가지고 제한된 분야에서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협

치의 철학807)이라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넷째, 시민참여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의 차원을 창출한다. 그 속에

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가치와 신의를 계발하고, 경쟁과 폭력 대신에 

보살핌과 협력을 행동방식으로 익히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는 상호작용

의 친밀도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뢰와 협동의 유인요인이 더 강하다. 

동료 구성원의 압력은 규범준수와 일탈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또한 공적 

이익 증진을 위한 개인의 협력 필요성 이해가 더 수월하다. 이러한 환경

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에 필수적이다.808)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반영, 참여, 대표성 확대노력은 합의, 신뢰, 사회적 학습, 국가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떄문

이다.809) 형사정책에서 협치 모델을 통해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807)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62.

808)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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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사회의 자율, 신뢰, 협

동의 가치는 형사정책에서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

이다.810)

다섯째, 현행 구금형대안으로서 사회내처우의 확대, 상습범죄자, 특히 성

폭력범죄자의 사회내 감시, 지역환경정비를 통한 범죄방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가족 보호지원 등의 다양한 형사정책수요와 프로그램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확대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형사사법은 사회갈등해결

과 위험의 예방적 관리에서 가용자원의 제약과 법적수단의 한계에 부딪

히고 있으며, 이를 범죄통제 거버넌스로서의 이론적 재구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창출을 통해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형사정책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시민 협력적 형사정책으로서의 전환을 모

색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실제 삶속에서 범죄위협을 느끼고 안전을 절실히 바라는 시민은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나마 형법과 형사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이웃과 공유한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이 말하는 

형벌의 사회교육적 학습효과는 형사법 입법과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와 재

판과정에서 추상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쓰인 형사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주 개정된다 해도 삶 속에서 범죄피해와 위

험을 경험하는 시민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견해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교육적 학습효과와 규범의식의 훈련

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인 시민이 형사정책 현안에 참여할 기회

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관점은 국가행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설명해야 하는 공적 

책임성을 요청한다. 21세기 정부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법을 제정

하여 형사사법기관이 집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의 

문제현안에 대해 그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실제 형사정

809)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98.

810) 범죄문제를 사회민주적 과제로 이해하고, 보건·교육정책처럼 민주주의를 강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는 김한균, 형사학(자)의 정책참여와 비판의 과

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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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협치적 형사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정부가 여전히 주도하는 민-관협력의 하나로 

그친다면 협치적 형사정책을 실현할 지역사회 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

로그램마저도 공무원의 단기성과 관리대상에 그쳐버릴 수 있다. “새로 

정부기관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리고, 절반쯤 살아남는 경제체제 하나를 

창출하는데 6년.....하나의 시민사회를 창조하는데는 60년이 걸린다.”811)

그런데도 예결산 행정절차에 맞춰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책

임성을 하위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와 참여하는 

시민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형사사법을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개방하는 정책방향은 더욱 진

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 대중주의(populism)사이의 긴장관계

는 유의해야 할 문제다. 대중정서영합, 감성민주주의, 텔레비전 민주주의, 

지나친 민주주의, 법적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지칭하는 태도812)에는 부정

적 인식이 담겨있는데, 범죄와 형벌의 문제와 결합되어 논해질 때는 특

히 국가기관중심, 전문가중심의 사고가 깔려있다. 형사사법에서 지나친 

민주주의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결정으로 법치국가원칙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과 대중매체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해

법813) 또한 같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안전문제, 그리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범죄경력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 문제는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이 잘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 과정

에서 시민 자신들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형사사법기관 역시 정책적 합리성과 

811)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203.

812)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2.; Eric Hilgendorf,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70-72.

813) Eric Hilgendorf,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74-75.



- 312 -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민주국가는 언론과 여론에 비친 국민정서가 아

니라 다양한 현실정치 공간에 참여한 시민들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유지

된다. 민주국가 형사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둘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경

험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 전략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해결

에서는 제한적 수단에 불과하다.814)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민조직 내지 

비정부기구의 참여와 활동범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만, 기대와 지

지 수준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조직의 민주적 효과에 대한 낭만적 기

대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수단 대접은 줄어들고 있다.815)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도가 더 높은 시민조직과 ‘제휴를 통한 정당성’

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 집단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

써 시민사회 여타 집단들로부터의 비판을 사전대비하고 정치적 비용을 

줄여보려는 시도다.816)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사사법의 정당성보완을 구

실로 시민사회를 소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시민참여 내지 시민역할의 강조가 신자유주의 공공정책에서 개인

책임 논리를 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817) 나아가 일

종의 위장된 민영화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818) 형사사법 

자원을 민간경비업, 보안시설업에 흘러들어가게 하고, 범죄방지와 피해회

복의 문제를 민간참여의 명분아래 영리사업화 하는 결과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도 모두에게 열린 공동의 공간이지만은 않다. 권력이 불평

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공동체는 신뢰와 협력이 아

닌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평등은 시민사

회가 합의의 토대를 기르고 모임과 토론의 조직을 장려하며,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성과의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마땅히 유의할 

814) Tobias Singelstein/Peer Stolle, 안전사회, 145.

815)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48,55.; Paul Nolte,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360.

816)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47-48.

817) Paul Senior et al, Understanding modernisation in criminal justice, 29.

818)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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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 참여에 대한 요구는 불안정한 경제조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참여

를 위한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어려움을 무시한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참여와 기회를 가로막는 근본원인들에 대해 정부

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로부터 이탈할 것이다.819) 그 결과 

범죄피해 취약성은 더욱 악화된다. 지역안전공동체가 외국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척하는, 일종의 요새처럼 폐쇄공동체로 바뀜으로써 범죄

와 범죄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범죄방지에서의 시민

참여가 자경주의(自警主義, vigilantism)의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생각건대, 위기와 불안은 현대 한국사회를 특징지을 만한 말이다. 반면 

“위기와 불안의 시대는 근본원리를 다시 논의마당에 불러내서 비판적으

로 성찰할 기회를 준다.”820) 현대 형사정책 역시 위기를 내다보고 해법

을 찾는다면, 근본원리를 다시 성찰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좋은 정치

는 사람이 가진 선한 면을 이끌어내고, 나쁜 정치는 사람이 가진 악한 

면을 부추긴다. 좋은 정치가 실현될 때는 저마다 공동체를 위한 참여에 

자원하지만, 나쁜 정치가 창궐할 때는 협력해야 할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갈등하며,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들끼리 다툼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나쁜 

형법과 형사정책으로써는 위기에 대응해도 효과가 없거나 위기를 증폭시

킨다. 범죄자는 재범과 중벌의 회전문에 갇혀 버리며, 피해자는 고통 속

에 이웃들은 두려움 속에 갇힌다.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어 버린다. 반면 좋은 법과 정책, 좋은 형법과 형사정책은 사람들의 좋

은 면을 북돋워 민주사회의 자유와 안전사회의 평온을 실현하는데 이바

지할 수 있다. 

개인과 사람들 안에는 힘을 합쳐 범죄와 불안을 막아내고 피해에 공감하

면서 도움을 주려는 선(善)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잘 불려나온다. 형사정책의 현실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면서도 자

유로운 사회를 고민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은 다시 민주주의 실현의 문

제, 참여, 자치, 공동선, 시민의 덕성, 사회적 연대의 가치실현 문제로 돌

819) Michael Edwards, 시민사회, 176.

820) Michael J. Sandel, 민주주의의 불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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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다. 또한 중요한 점은 형사정책의 위기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지

점도,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점도 지역사회와 주민이라는 사실이

다. 이러한 성찰에서 ‘좋은’ 형사정책 모형의 이론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

길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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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sis proposes a criminological theory of ‘governance’ for promoting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policies. ‘Governance criminology’ is a new conceptual 

perspective of criminology, encompassing republican legal theory and 

community justice model, which provides ‘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The governance model of crime prevention is consisted of network, 

partnership, and public participation. Its core elements are legislative basis, 

community-based policy network, and government-citizen partnership 

programs.

The legal basis for the governance model secures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effectiveness in the practice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Networ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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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policies demands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review on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policies. Institutional basis for the governance criminal policies should be 

community network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uch networks, there 

needs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on in problem-solving, and coordination 

among partners of the networks. Further, instrumental basis for the 

governance criminal policies should be problem-solving partnership programs, 

focusing on public participation. Such programs provides both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ommunit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in 

securing community safety.

Contemporary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are challenged by 

penal populism, the ‘punitive turn’, and the advance of risk criminal laws, 

or safety criminal laws, which may threaten the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riminal justice system. Community sentences as alternative 

to imprisonment, community treatment for persistent offenders, including 

serious sex offenders, and victim support demand positive policies on the 

partnership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Criminal justice agencies face 

the limits of legal measures and criminal justice resources in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risk management. Such problem-situation shall invite 

new theory of governance of crime control, which followed by practical 

model of governance criminology. 

The 2nd gener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which currently be endor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Police Agencies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shows the transition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in 

crime prevention policies. It also suggest the concept of ‘community safety’ 

to the criminal justice, as its integral part of crime prevention policies. A 

safe society, which expected to be realized in each community and in 

everyday life of citizens, should have prioritie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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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criminal justice policies. Community Safety-Network for Women and 

Children,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 

also should be focused as the best practice of governance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Network is taking critical roles in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based on community policy network and public 

participation programs. 

A model of governance criminology, which the thesis proposes, will 

contribute to the reform of crime prevention policies by focusing public 

participation, community partnership and public-private networking. Where 

community and citizens participate in crime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there will be more democratic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can be transformed for promoting both freedom and safety of citizen 

by institutionalizing community partnership and public participation into its 

crime prevention practice. Bureaucratic management and hierarchical process 

will be replaced with interrelated and communicative network and 

co-ordinated partnership under the governance criminal justice model. 

Limited resourc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complemented by 

community resources, which may more effective in offender management 

and victim support in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communit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here citizens have interest in the community 

problems of crime and disorder, and volunteered to take their own action 

for the fellow citizens. This will be more effective way of controlling and 

prevention crimes, and further be of restoring community and democracy in 

progress. 

Keywords : Crime Prevention, Governance criminology, Governance, 

Republican legal theory, Community justice

Student Number : 2013 - 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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