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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년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소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국가가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모들을 교육하여 소년들이 처해 있는

가정환경을 신속히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정되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부

모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 소년 사범들의 부모들이 소년 범죄로 인해 느끼는 책임의 정도

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 대

한 교육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소년

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은 변화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게 되는 반면 소년이 돌아 갈 부모와 가정은 변화되지 아

니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가정

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년은 다시 재범을 저지르

기 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소년 범죄에 우리는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과 같

이 수사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 부모

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전에 캘리포니아

수정 형법 제272조처럼 다이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잘 이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부모교육협약, 부모교육명령이라는 제도로 부모에게 책임

을 지우고 있다. 부모교육협약이라는 자율적 형태의 부모 교육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모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줘 그 부모가 최대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미국과 같은 엄격한 부모 책임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

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부모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교육을

실시하되 자율에 맡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교육명령을 강제하는 영국과 같은 부모교육 시스템

을 도입해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더 이상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프

로그램이 아니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

램,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한다.

한편 소년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년만이 변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에 양측의

부모, 가족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켜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부모와

가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 시행 중인「Make It Right」의 회복 커뮤니티 회의 방식, 영국의

피해자-가해자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내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 합의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도 회복적 사법

의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처럼 가해자, 피해자가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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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자율성, 명령, 학교폭력, 의사소통, 조직화, SNS, 젠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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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연구 목적

소년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만 책임

을 묻고, 소년만을 처벌하는 게 맞을까, 소년의 부모와 가정에 문제

가 있어 소년이 자라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소년이 범죄를 저

지르는데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과 소년 사범들의 범죄와의 연관성,

상관관계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강조되어 왔다. 소년 범죄

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청소년들을 더욱 잔혹하고, 과감하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부모의 역할 회피 내지 상

실, 가정의 붕괴, 해체가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이 사람을 폭행하였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의 가족

들을 협박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맞을 짓을 해서 맞았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는 가해자의 부모들도 있고, 자기 아이들의 잘못을 반

성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들만 소중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소년 사범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교육, 훈육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소년들

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부모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

닌지, 이러한 부모 밑에서 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소년 범죄는 소년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자라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 방법을 습득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 시 범죄에 대한 죄의식,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다시 범죄의 구렁텅이로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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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여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경 필자는 절도, 사기 등 전력이 많은 한 20대 사기 피

의자 사건을 검사로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중학교 때 엄마

는 어릴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도 재혼하여 돌봄

을 받지 못한 채 가족 없이 학교도 자퇴하여 홀로 생활하게 되어

주변에 같은 환경에 있는 범죄 전력 있는 형들과 어울릴 수 밖에

없었고, 이들로부터 범죄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 중 2017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여고생 5

명이 다른 여고생을 1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하 ‘강릉 여

고생 폭행 사건’)1)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들은 이 사건

을 SNS를 통해 알린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하여 가해자 사진을

올린 것을 따지며 가해자 부모들이 함께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하

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관련 방송 취재에서 가해자들 중 한 여고생

의 부모는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해서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2)

또한 최근 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언어적

공격을 받고, 상대 소년을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는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들이 이런 사건 해결 과정에 개입

하여 상대 소년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는 등 진정한 문제 해결에는 부모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해당 소년들은 이러한 해결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1) 연합뉴스, “‘무차별 폭행 감추려 비비크림 발라' 10대 3명 영장”, 2017. 9. 11.,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1106500062?input=1195m, 2019. 10. 29.
검색

2) KBS NEWS, “강릉서도 여고생 등 6명이 또래 무차별 폭행”, 2017. 9. 5.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4678&ref=A, 2019. 10. 29. 검색,
MBC 리얼스토리 눈(2017. 9. 14. 방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467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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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학교에서의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들이 사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공간은 가정뿐이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

였고, 어딘가에 결함이 있어 위와 같은 잔혹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그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부모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규

정되어 있는지, 부모에 대하여 책임만을 묻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

라 부모와 가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내용 등

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가정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소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기여

하고, 향후 일어날 중대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에 적극 관여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부

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

실한 소년 사범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

런 문제 또한 부모들에게도 분쟁 해결, 처리 방식에 있어서 부족함

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귀,

재범 방지 등 사회적 목적을 이뤄내는데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의 법, 형벌의 목적 등은 소년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년들은 살아가야 할 세월은 성인들보다

길고, 이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로

이들이 바로 서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국가는 건강

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 사범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나가고,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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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소년 사범들의 스스로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들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부모들 스스로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피해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 독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 사

건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개선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소년 사건 처리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

는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한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Ⅱ. 연구 방법

소년 범죄가 최근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우선 소년 범죄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 통계 등을 통해 살펴

보고, 필자의 수사 실무에서의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러한 변화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부모와 가정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

는지,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 나가야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 부모로 되돌릴 수 있을지 수사 실무에서의 사례, 관련

문헌들,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 특별교육 명령 제도 관련 연구 자

료 등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그 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한 실효

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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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 부모 특별교육명령은 소년이 소년보

호사건 송치가 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중대한 범죄, 재범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하게 되고, 소년보호사건 송

치되지 않는 소년 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부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위 부모 특별교육명령과 별도로 부모 교육

이 필요한지 여부와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면 될

지 여부에 관해서 문헌 연구와 외국제도 등과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

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년들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극단

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소년 사범들의 소통, 분쟁 해결 방식 향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정한 화해, 소년 사범들의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

니라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부모와 가정의 문

제점 개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소년 범

죄 처리 과정에 있어서 형사조정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

독일 등에서 소년 범죄 관련 형사조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부모 교육, 참여를 제대로 하

는 소년 맞춤형 형사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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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년사법에 있어서 부모 교육 등 부모 책임 현황

Ⅰ. 소년 범죄의 최근 동향에 따른 부모 교육의 중요성

1. 부모와 가정의 변화에 따른 소년 범죄 동향

소년 범죄자들의 생활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여전히 하류 계층

에 있는 소년 사범들이 범죄를 대부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3) 그런데 특이할 점은 중류층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의 범죄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4) 중류층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의 재

산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고5),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

범죄)에 있어서도 중류층에 있는 소년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6)

이러한 경향은 이제 더 이상 소년 사범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

여준다. 생활비가 아닌 유흥비, 인터넷 도박비용 마련 등을 위해 범죄

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래 집단과의 재미, 다른 친구

들에 대한 과시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7)

3) 생활 정도가 하류층인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에는 53.2%, 2015년
에는 52%, 2016년에는 50.3%, 2017년에는 48.2%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700쪽; 2016, 704쪽; 2017, 704쪽; 2018, 704쪽).

4) 2014년 중류 36.6%, 2015년 중류 35.1%, 2016년 중류 37.4%, 2017년 중류 39%
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700쪽; 2016, 704쪽;
2017, 704쪽; 2018, 704쪽).

5) 2014년 37.9%, 2015년 36.2%, 2016년 38.4%, 2017년 40.1%의 비율을 나타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700쪽; 2016, 704쪽; 2017, 704
쪽; 2018, 704쪽).

6) 2014년 42.5%, 2015년 43.7%, 2016년 47.4%, 2017년 5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700쪽; 2016, 704쪽; 2017, 704쪽; 2018, 704쪽).

7) 최근 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년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는
것은 재산범죄와 폭력 범죄이다. 절도․장물․ 사기․ 횡령 등에 해당하는 재
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약 4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폭
행․ 상해․ 협박․ 공갈 등 폭력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2017년에도 8% 정도 증
가하였다. 박준휘 외 30명,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09쪽.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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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릴 때부터 겪는 아동 학대8), 가정에서의 폭력 사건9)도 점

차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릴 때부터의 부모의 범행으로 인해

범죄에 일찍부터 노출되고, 부모로부터의 학대, 폭력을 배우고, 습득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소년 강력 범죄(흉악)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이후 최근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소 증

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10)

‘가출팸'('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 문제도 심각한데, 오산에서 발

견된 시신이 이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에 따르면 가

출팸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가출 청소년 공동체인 가출팸이 범죄의 중심이 되고 있

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 학교 밖 청소년도

점차 늘고 있어 부모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남자 청소

년들의 절도, 강도 범행뿐만이 아니라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

매12)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8)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 7413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 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 통신,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재학대 2.5배 증가”, 2019. 9. 23.,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4273, 2019. 10. 29. 검색.

9) 가정폭력은 2016년 4만 5천 619건에서 2017년 3만 8천 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만 1천 905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21만 5천명 광주 증가율 전국 최고”, 2019. 9. 4.,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029300054?input=1195m, 2019. 10. 29. 검색

10) 대검찰청, 범죄분석(2018년), 제20～21쪽.
11) 경찰에 발견돼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에서 지난해 91개(435명)로
약 78.4%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 의해
해체됐다. 연합뉴스, “'범죄온상' 가출팸 적발 날로 증가…올 상반기에만 59개 해
체”, 2019. 8. 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124000004?input=1195
m, 2019. 10. 29. 검색

12) 2017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만 2845명으로 2016년의 4만2950명에서 46.8%
감소했으나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지난해 1101명을 기록했고, 108명이 구속되었
다.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1021명에 도달,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000명을 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5년부터 지속됐다. 경향신문,
“[2018국감]청소년 성매매사범 오히려 증가···‘채팅앱 때문’”, 2018. 10. 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1431001&co
de=940100, 2019. 10. 29. 검색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427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01431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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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비행 등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이 되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 인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사회적 손실을 증가시킨다고 한다.13)

사회 양극화 현상과 이혼율의 증가 등 사회 문제로 가정이 더 심

각히 해체되면서 ‘가출패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

는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소년들의 범죄 노출이 재범률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4)

이러한 소년 사범의 추세를 보면 부모, 가정의 붕괴, 해체가 소년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은 가정 안에서 보호

받으면서 자신을 발전시켜나간다. 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회화

기관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관임이 분명하다. 이에 많은 학

자들이 소년 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을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15)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빈곤이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경

제적 어려움은 가정환경을 불우하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 관

계를 악화시키며 이러한 가정환경이 바로 위기 청소년, 소년 범죄자

를 만들어내는 시초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6)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류층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이 소년 사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여전히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해체, 부모의 역할 상실은 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함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 부모

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부모와 가정이 정상적인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

13) 윤옥경․이유진,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 청소년 정책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
구 제31권 제3호, 2018. 12., 323쪽.

14) 박호현․김종호,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고찰-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 2018. 2., 7쪽.

15) 이은영,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제2권, 2012.
11., 69～70쪽.

16) 윤옥경․이유진, 앞의 글,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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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 국가 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

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첨단 범죄 증가 및 집단화, 조직화 경향

익명성을 통한 첨단 범죄, 사이버 범죄, 범죄의 조직화, 공동 범행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첨단 범죄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범행 방법, 범죄 기술을 지능적으로 습득하여 인터

넷 등을 통해 범죄를 함께 저지를 친구를 찾고, 범죄 조직까지 구성

하여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집단범죄화의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정신 상태에 있고, 사회적으로 본인

들이 약자라고 여겨 집단화를 통해 힘을 합치면 목적을 쉽게 이루

리라 생각하고, 또래 집단끼리 사고, 감정의 교환,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세대 간 갈등을 또래 집단과 어울

리며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17)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적 폭력18)을 일삼고 있는데, 진정한 대화, 소

통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소년 사범들이 스스

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총 3만 9천478명였다고 한다. 피해

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7천 20명, 중학교 2만 2천 562

명, 고등학교 9천 613명, 기타 283명 등을 기록했는데, 피해를 유형

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51.1%(1만7천236건),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17) 이은영, 앞의 글, 73쪽.
18) 사이버폭력에는 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문자
발송, 전화 걸기, 그림이나 영상물 전송, 대화방 웹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피해
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퍼트리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이인
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
구 제6권 제3호, 2018.,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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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7%(4천 299건), 명예훼손·모욕 발언 10.4%(3천 521건)이었

다고 한다.19) 이러한 학교 폭력 사건20)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과

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돌림(왕따) 문제도 여전

한데, 이전 따돌림이 학교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보면 요즘 따돌림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따돌림21)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 사범들의 분쟁 해결 능력, 특히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피해 회복, 자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프로세스가 마련된다면 따돌림과 관련된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SNS를 통한 범죄 과시 욕구 증가

2019년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

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제출된 동영상에는 피해자를 무차

별적으로 폭행하고, 구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웃는 가해 학생

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한 가해 학생은 폭행을 하고 나서 브이

(V)자를 만들어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유하였다고 한다.22)

19) 연합뉴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4만명 육박…과반이 상해·폭행”, 2019. 9. 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76900004?input=1195m, 2019. 10. 29. 검색

20)「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
갈, 강요ㆍ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ㆍ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ㆍ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고규정

2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제1의 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
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
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22) 머니투데이, “10代의 폭력, 왜 '잔혹'해지나”, 2019. 10. 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413365623011, 2019. 10. 29.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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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는 여중생이 여고생 2명으로부터 뺨과 머리 등을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가해 여고생들이 폭행하고 웃

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여고생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안 듣

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3)

앞서 살펴 본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도 가해 학생들은 당시 피해

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다. 폭행 사실

이 SNS에 퍼진 후 단체 채팅방에서 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

을 보면 팔로우를 늘려서 페이스북 스타가 되겠다고 하고, 전국에

얼굴, 이름이 팔리는 거냐며 처벌을 겁내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유명

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얼굴과 이름 등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24)

이러한 성향은 최근 두드러지는 소년 범죄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과시하고, 잘못에 대

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이며 처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시욕은 제대로 된

소통 방법, 도덕, 준법, 공감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이 이

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SNS 등을 통한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한 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터넷 공간에서

과시하며 또래들 사이 유명해지고, 이들로부터 강한 존재로 인식되

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이를 교육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23) 머니투데이, “10代의 폭력, 왜 '잔혹'해지나”, 2019. 10. 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413365623011, 2019. 10. 29. 검색

24)시사저널,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2017. 9. 11.,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51, 2019. 10. 29.
검색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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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소년법과 민사 영역에서의 부모 책임

1. 개요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던 소년 사범들이 다시 흉악한 폭력 범죄

를 저지르고, 1년 이내 소년 사범들의 재범률이 90%에 이르는 점을

보면 소년들에 대해서만 집중된 보호관찰소의 관리, 사법기관의 감

시로는 소년 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 사범들의 주변 환경과 그 부모를 먼

저 살펴보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

랐는지, 현재 어떤 가정환경에 있는지, 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

모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은 부모인지, 그 부모가 소년에

게 어떤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소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그 소

년만을 편면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돌아 갈 부모와 가정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소년이 돌아갈 가정, 부모가 정상적인 환경, 부모가 아닌 경우 이를

국가가 도와줘 스스로의 자립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모, 가정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소년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소년들의

잘못이라고만 말하기보다 부모, 가정,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해결 과정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부모의 책임이 어

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

다.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독립적인 형사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부

모에게 여러 책임이 부과되어 있기에 소년법 규정과 함께 그 의미

를 검토하고,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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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법상 부모의 책임

「소년법」에서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

호하는 자’”를 의미한다.25) 「소년법」상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

어떤 책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보호자에게는 사건 조

사에 응할 의무(제11조 제1항)26), 법원의 소환에 응할 의무(제13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에 응할 의무(제18조 제4항)27), 위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의무(제41조)28)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정「소

년법」에서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소년의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2조의 2).

이 제도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소년의 비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

는 법원의 조치”라고 한다.29) 국내법상 사법 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이고,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아

래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가.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출석 의무

「소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25) 「소년법」 제2조
26) 「소년법」 제11조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
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27) 「소년법」 제18조 ④ 제1항 제1호(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및 제2호(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28) 「소년법」 41조 :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9) 강경래,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소년보호연구 제16호, 2011. 6., 4쪽.



- 14 -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하여 이들을 조사할 수 있도

록 해 놓은 규정의 의미는 이들이 소년 범죄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

니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들의

비행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보호자의 중요한 의무, 책임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른 부모 책임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이라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소년법」 제18조). 이 처분은 부모에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조건을 부과하게 되고 부모도 가정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기적인 면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

되는지 확인하는데 부모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효과적인 감호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결정된 임시조

치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제18조 제6항)30)하고, 이를 소년의 종국

결정에 반영시키기도 한다. 임시조치 결정은 부모 스스로가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고 하겠다.31)

30) 「소년법」 제18조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1) 강경래,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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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교육 조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소년 사건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사건

의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소년의 비행을 발생시키는 가정환경, 보호자가 경험한 고통

등에 귀 기울여 부모의 안정을 촉진하고, 비행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8년 「소년법」 개정에서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이 명문화되어 부모는 소년의 비행 문제에 있어서 조사와 재판

과정에 직접 관계자로 소년의 재범을 방지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2)

부모가 자신이 선택하여 누구의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자신이 선택해서 부모를 정할 수 없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지만 부

모, 가정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이후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는 가족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겨져 왔고, 부모와

아이들 또한 국가를 포함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가정 안

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게 사실이다.

「아동권리조약」33)에서도 “법은 부모에 대하여 친권자로서 자녀

의 양육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아동의 부모 등의 권리

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해야 하고(제3조),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 등이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

32) 강경래, 앞의 글, 8～9쪽.
3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처음 국제연합(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1959년 제14
차 유엔총회에서였다. 그 후 18년이 지난 1978년 제33차 유엔총회에 아동의 권
리에 관한 조약의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다시 10년에 걸친 검토 끝에 1989
년 3월 비로소 조약안이 완성되어 1990년 9월 2일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전문
5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조약은 전세계 모든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계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6099&cid=40942&categoryId=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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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를 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한다

(제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은 예외적으로 가정에 개입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34)

우리나라 「소년법」도 이러한 예외적 개입 원칙을 따르고 있는

데 예외적 개입의 일환으로 가정과 부모의 문제에 강제력을 동원해

개입한 제도가 바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이다. 부모의 자녀

에 대한 교육 실패가 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이다. 부모

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않으면서 소년에 대해서 소년보호사

건 송치가 된 경우에만 부모와 가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라. 국가의 개입과 부모, 가정의 자율성 문제

이러한 「소년법」상 부모에게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하여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러한 개입이 부모와 가

정의 자율성을 해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가정

에도 자유 의지,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부모와 가정의 자율성

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들의 자율성이 올바른 토대 위에 이루어진 자율

성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처럼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어울려 살면서 기본적 가치 질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함

께 고민하며 토론하고 지내지 않아 어떤 가치가 옳고, 무엇이 올바

른 길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학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은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SNS 등을 통해서

주로 세상을 배우고, 사회적 가치,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34) 강경래, 앞의 글,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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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앎을 배워가고, 지혜를 습득

하기 부족한 공간일 수 있다.

아이들은 요즘 누구를 통해, 어디서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진정으

로 치유하고, 올바른 사회적 가치, 정의에 대해 배워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이버 공간 등에서가 아닌 사

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사회를 함께 배워 나가며 공유할 수 있는 올

바른 가치와 사회 정의 개념, 양심, 도덕, 준법정신을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개입이 가정과 부모, 인간의 자율성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올

바른 가치관,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선 갖춰야 우리 아이들이 진

정한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 나고, 휼륭한 민주 국가 시민으

로 자라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생계 수단, 돈을 버는 것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소년,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고, 상처받은 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치유해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웃 가정의 고통, 부모와 그 아이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자세도 갖춰 나간다면 향후 소년 범죄를 제대로 대

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부모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가. 민사상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조건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법원의 입장은 대체로 만 15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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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에서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

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자의 감독자

나 보호자가 배상책임이 있으나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배상 법정의무가 있는 감독자나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다한 것을 입

증하면 친권자와 부모 감독자라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 의무 위반과 발생된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

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35)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과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 손해 배상액의 범위 정도 등

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부모의 과

실 유형 및 소년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와 부모의 관리, 감독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케이스별로 판단하여 부모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부모

에게 감독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 대법원 판례 검토

먼저 책임능력 없는 소년이 저지른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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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의 수개월에 걸친 이유 없는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가 같은 학교 학

생이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만 12세 전후

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던 가해 학생들을 자신의 행위로 인

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판단하였

다. 그리고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고 하였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감독할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

법 행위로 망인 및 망인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고 판결하였다.36)

이렇듯 우리 민법 영역에서는 책임능력 없는 소년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 부모는 자기 책임이 아닌 「민법」 제755조 제1

항에 의한 감독자 책임, 즉 대리 책임을 지게 되고, 주의의무를 해

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으로 책임능력 있는 소년에 의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소년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와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무면허로 뒷좌석에 고등

학교 1학년 여학생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이

교통사고로 위 여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다친 후 신체적 후유증, 우울

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위 여학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

3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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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

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37)

부모의 민사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경우 그 소년의 불법으로 인한 손해와 부모의 과실, 부

주의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개별적 사례를 통해 판단하고 있다. 책임

능력 없는 소년의 경우도 케이스별로 부모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을

뿐 미국과 같이 부모에게 부과되는 독립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케이스는 없고,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 소년 범죄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논의는 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여전히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또한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부모가 지는 배

상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이 손해

배상액 산정과 범위 또한 케이스별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부모 교육 관련 부모 책임 현황

1. 법원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2005년 8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이근식 의원 등 21인은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소년과 함께 참

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

회논의 과정에서 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보호자에게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보호자특별 교육의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

「소년법」 개정안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38)

3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손해배상 판결
38)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동반 의사소통향상 보호자특별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4권 제2호, 2014. 12., 284～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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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법률 조항의 신설은 소년

사범들의 보호자에게도 훈육과 자녀의 행동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려는 세계 각국의 고민과 노력을

우리도 받아들여 이뤄 낸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39) 소

년부 판사의 이와 같은 보호자특별 교육 명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학교폭력예방법상 부모교육명령

학교폭력 관련해서 2012년에는「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이 추가되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소년원에 교육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법이 적용되는 비행청소년의 부모 외에도 학교폭력대책특별위

원회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부모

까지 부모교육명령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40)

위 법률 제17조 제3항에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

의 봉사 4. 사회봉사)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6. 출석정지 7. 학급교

체 8. 전학)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9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

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부모교육명령을 법문화하였다.

그러나 이 부모교육명령의 경우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법원

의 부모특별교육명령처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과태료 등 책임 부

과 규정이 전혀 없어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9) 노청한, “외국의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보호자교육의 입법화 추세 및 사회 내 처우로
서의 활용 현황 개관”, 법조 제57권 제6호, 2008. 6., 264쪽.

40) 김지선, “외국의 부모교육명령 제도 분석과 함의”,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
회, 제12권, 2014.,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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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학교의 의뢰에 따른 부모교육명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분석되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나이 대 또한 점점 어려져 학교에

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듯하나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

양하지 않고, 부모들이 참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제3장 법원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고찰

Ⅰ. 개요

1. 도입 배경

2004년 7월 출범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소년

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기존

「소년법」에는 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데 기여한 보호자, 소년의

비행을 감독하고 방지할만한 능력이 없는 보호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행 소년에

대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보호자를 상대로 자녀교육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책임감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소년법」에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41)

이후「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였던 국회 법사위원회

에서도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부모의 방치

와 무관심, 억압 등으로 청소년의 보호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41) 김지선, 앞의 글,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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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함께 하면서42) 2007년 12월 「소

년법」 3차 개정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호자특별교육명령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43) 2009년 10월「보호자특별교육 집행에

관한 지침」1차 개정을 통해 교육 시간 산정, 교육 종료 사유에 대

한 명확한 기준 제시, 실무상 문제점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고, 이후

2013년 1월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청 강행규정화 등의 내용

을 담은 2차 개정을 통해 현재 보호자특별교육의 법적 토대가 마련

되었다.44)

2. 내용 및 운영 현황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의 2 제3

항45)에 따라 소년의 가정환경, 소년과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

고 있다46). 「소년법」 제71조 제2호에서는 “위 부모교육명령에 정

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교육에 대한 강제 수단

을 확보해 놓고 있다.

법원에서의 실무 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보호자특별교

육은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년법 32조의2 3항의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는

보호자특별교육 기관의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각 집행기관에서는 해

42) 김은주, “외국의 부모교육명령 제도가 한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주는 시사점”,
부모교육연구 제6권 1호, 2009년, 86～87쪽.

43) 김은주, 앞의 글, 73쪽.
44)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동반 의사소통향상 보호자특별교육 개
발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4권 제2호, 2014. 12., 284쪽.

45) 「소년법」 제32조의 2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46)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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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관 별로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면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부가할 때 어느

기관에서 몇 시간의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받을 것인지를 고지하여

야 한다. 특히 보호처분이 병과될 경우 병과된 처분 중 10호 처분에

가장 가까운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되(예를 들면, 1·2·4호 처

분을 병과한 경우에는 4호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5·6호 처분을 병

과한 경우에는 6호 기관에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받아야 할 것

임), 5·8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5호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보호

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7)

실무상 소년부판사는 보호자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

모에게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 교육 내용은 주로 가

족의 기능 회복, 분쟁해결능력 함양, 자녀의 비행 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부모, 자녀 간 이해 증진, 민주적인 양육 태도 함양, 효과적인

대화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48)

현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 의뢰, 법원 의뢰, 기타 기관 의뢰의

형태로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

시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약 8,133명이 보호자특

별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9) 2010년에는 6,626명이 교

육받은 이후 2014년에 9,192명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가 2015년 8,964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9,45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만 총 6,977명이 교

육을 받았으며 이 중 의무 수강은 1,367명, 자원 수강은 5,589명으로

확인되었다.50) 최근 3년간 학교로부터의 의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는 반면 법원 의뢰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

47) 대법원, 법원실무제요(소년), 2014년, 173쪽.
48) 김지선, 앞의 글, 74쪽.
49) 노자은․ 손진희, “가족문제 해결 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1호, 2019. 4. 30., 40쪽.
50) 노자은․손진희, 앞의 글, 43쪽.
51) 학교 의뢰 명수 2016년 1,095명, 2017년 1,276명, 2018년 2월 252명/ 법원 의뢰 명수
2016년 771명, 2017년 91명, 2018년 2월 12명. 노자은․손진희, 앞의 글, 43～44쪽.



- 25 -

이렇듯 법원에서의 의뢰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단 판사들이 활

용을 잘 안 하기 때문인데, 판사들이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지, 낮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

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 판사들이 그 활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Ⅱ. 실효성 확보 방안

1. 현행 보호자 특별교육의 효과

보호자특별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8시간의 교육이 하루 교육으로

끝나지만 자녀와 합숙하면서 1박 2일 프로그램(금요일 저녁 4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구성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52) 요즘

과 같이 바쁜 시대에 부모들은 위 8시간도 너무 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년이 자란 가정과 그 부모를 바로잡고, 올바른

가정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8시간의 교육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으

로 생각된다.

2019년 초에 법원에서의 부모 특별교육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

는 소년을 만난 적 있는데, 효과가 어떠하였는지 물어보니 내용이

좋았고, 부모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좋았는데

왜 재범을 저질렀는지 물어보니 부모를 이해하는 기회는 되었으나

그 전까지 살아 온 습성을 버리기엔 부족했다고 하였다. 이렇듯 8시

간 정도의 하루 교육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부모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으나 부모, 가정 그 자체

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이 길게는 12개월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를 해 볼 필요가 있다.

52) 김지선, 앞의 글,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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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 관련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가지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배경,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

데, 각 부모의 특성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므로 이러한 이해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가 부모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이룬 가정에 대한 책임

을 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에게만 맡겨서는 제대

로 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의식, 주입

식 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

발과 연구, 보다 긴 교육 시간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정문제 해결 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도입

가. 프로그램 필요성 검토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줘 정서적으로 안

정된 태도를 갖게 하고, 책임감을 개선시키는 등 개인적 역량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와의 상호 관계를 개선시키며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

계를 형성하는데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

중심 보호자 특별교육은 해결중심 치료라는 상담 기법을 빌려 마련

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자특별 교육 명령 프로

그램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53)

53) 전문가 또는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도록 돕는 내담자 중심적 접근법이다. 노지은․손진희, 앞의 글,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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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프로그램 연구 결과에서 비행 소년들의 보호자들은 대부분 자

녀의 문제로 인해 자녀에 대한 실망감, 무너진 신뢰감, 또 다시 비

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스트레스,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가진 상태로 교육에 참여하며 자녀, 나아가 가족에 대한 원

망과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러한 보호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자가 자신들이 처

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내적 상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

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한다.54)

해결중심 치료기법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아 존중감을 높여줘 내담자의 행동과 정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어 왔다고 한다.55)

해결중심치료 방식은 막연한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의 가치를 중요

시 여기게 하고, 계속 노력해 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결중심치료는 최근 부부갈등, 아동 청소

년 자녀문제, 가정폭력 등의 가족 치료와 비행청소년, 이혼 가족, 알

콜 중독 환자 가족 등의 집단치료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한

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치료에도 적용

되기도 하는데 이 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보이는 행동과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작용이 지속되면 가족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56)

54) 노지은․손진희, 앞의 글, 44쪽.
55) 김윤경․이다미,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3호, 53쪽.

56) William, G.R, “The Application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a
Public school setting, the family j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8, 2000.,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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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내용 및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총 16회기로 기초 과정(5회기), 전개 과정(3회기), 역할

극(3회기), 심화 과정(2회기), 정리 과정(3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으로서 참여자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탐색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킨다. 자기 이해, 가족 이해, 현재 문제와 관련된 지식,

정보 전달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개인을 성장시키고, 성

취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 자신 및 가족을 이

해하고, 문제의 초점을 자녀에게만 두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의사

소통 관련 활동을 통해 현재 처한 문제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극복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가족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57)

이러한 가족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들인 8시간

보다 긴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에 대한 소통뿐만이 아

니라 가정에 내재해 있는 문제의 근원에 접근한다. 소년 사범, 그

소년의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문

제,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

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가정과 부모의

자율성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해 가정과 부모에게 있는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의사소통 향상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도입

가. 의의 및 필요성

의사소통은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민주적 시민 형성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제

57) 노자은․손진희, 앞의 글,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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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 등 가정 밖의 환경에서도 타인과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나 교류를 하지 못하여 결국 비행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

고, 폐쇄적이면 가족 갈등이 많고, 자녀의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58)

특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상호 얼굴을 마주보며

이뤄지는 대향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만연해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대화 소통 방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들의 부모들도 타인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

우지 못하여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의 대화도 두려

워하는 자녀, 부모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타인과 대화하는 방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점차 대면하여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

하고,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결

국 고립되어 살아가야 할 방향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부모와 자녀 상호 간 의사소통 향상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

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연구, 개발한 청소년 동반 의사소통향상

보호자특별교육 ‘톡(Talk)하면 통(通)해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 받은 부모와 그 자녀가

MBTI59)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58)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앞의 글, 281～282쪽.
59)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심리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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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미션 등을 수행하여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

하고, 상대방을 배려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총 3일간, 총 6회기(1일 2회기) 8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보호자특별교육은 부모 단독으로 진행되어 부모는 변화하

는 모습을 보이나 정작 자녀들은 갑자기 변한 부모들의 모습에 당

황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본

교육은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보호관

찰소라는 제3자의 중재 하에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방법으로 의사

소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의 보호자특별교육의 경우 MBTI 검사를 부모 단독으로

실시하고, 자녀 유형은 추측해서 단순히 성격 유형에 따른 차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쳤다면 본 교육은 부모-자녀 모두

성격 검사를 하여 서로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사례

와 그룹 작업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 및 의사 소통시 유의점을 확인

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60)

하루 8시간을 연속 집행하던 기존의 보호자특별교육과 달리 3일

로 나누어 교육을 나눠 함으로써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현실 적용에 대한 진행자-보호자,

보호자-보호자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기

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 평일 주간에 주로 집행한 것에 반해 본 교

육은 야간 시간대에 보호자특별교육을 집행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 참여 부담을

줄여주었다고 한다.61)

위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은 각 부모와 소년의 특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서로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60)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앞의 글, 293～295쪽.
61)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앞의 글, 295쪽～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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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사 단계에서의 부모 교육 과정 도입 논의

Ⅰ. 수사 단계에서의 ‘부모 교육’ 도입 필요성

1. 부모 교육 현황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부모가 소년에게 맞춰져 있는 소년 사범 중

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 소통을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 뿐 부모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법원의 부모특별교육명령은 검찰에서 소년부송치를 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고, 소년부송치가 되는 사건은 소년 사범들이 재범이거

나 비교적 중한 범죄62)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하지 않거나

재범이 아닌 처음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법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된

소년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제도는 없다.

법원에 소년부송치되는 사건의 경우도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수개월에서 오래 걸리면 1년까지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초기 개입, 빠른 시일 내의 개

입이 중요한 소년 범죄의 특징상 위와 같은 예외적 개입, 늦은 개입

은 소년들의 재범이라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소년과 부모는 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개선의 기

회를 가지 못한 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년

사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소년 사범들이 이들 가정이나 부모

62) 「소년사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875호)」 제19조【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상】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심리가 소
년의 교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1.
범행내용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 2. 범행 동기가 의도적․계획적이거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우 3. 범죄의 상습성이 있으며 보호자 등이 소년을 개선시
킬 수 있는 보호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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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기능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똑같은 환경

으로 돌려보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63)

법원의 부모특별교육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 소년이 경찰, 검찰 조

사를 받으면서 변화할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달라지지

않고, 가정도 그대로라면 소년 사범들이 자신만의 의지만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는 형사사법 제도 안에 진입한 소년 사범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비행 소년과 가정, 부모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부모와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모 교육 근거 규정 필요성 검토

검찰에서 소년 사범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보통 소년들

과 부모를 함께 면담하면서 소년에 대해서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하고 있는

데64),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과가 있는 부모를 둔 소년 사범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소년 사

범은 가정에서 범죄에 노출되고, 폭력성, 각종 범행 수법을 습득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소년 사범들

이 정신 질환65)을 겪고 있는 경우 부모에게도 정신 질환이 있는 경

63) 2017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90.4%에 달
한다. 뉴시스, “청소년 첫 범죄 후 재범 90%가 1년이내 발생…낙인 원인” 2019.
9. 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298&cID=10201&pID=1020
0, 2019. 10. 29. 검색

64) 부모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가족캠프와 같이 부모가 소년 중심, 소
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65) 2017년에 수용된 소년원생 4명 중 1명 이상(27.8%)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세계일보, “소년원생 4명 중 1명 '마음의 병'치료 놓쳐 '재범
의늪'으로”, 2019. 7. 22.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10157?OutUrl=naver, 2019. 10. 29.검색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6_0000763298&cID=10201&pID=1020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1015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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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었고, 이러한 부모의 정신 질환으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

고 자라나는 소년 사범도 있었다. 이러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적인 장애, 정신적인 문제, 책임감 부족 등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아이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가정에서 계속 자라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의 기능 회복, 부모의 능력 함양, 자존감 향상 등을 이뤄

내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가정과 부모,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년 사건이 점점 흉악해지고, 재범률 또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명령처럼 강제로 부모에 대해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 교육을 수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생겨 부모에게 교육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하여 부모와 소년 사범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소년 사범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때 부모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

게 된다면 소년 사범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음에서 위와 같이 검찰에서 소년 사건을 수사시 부모에 대하여

함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부모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내실화 방안

1. 가족 참여 등 보호자교육의 활성화

가. 현황

현재 법원의 위와 같은 명령, 학교에서 의뢰되는 교육명령 외의

보호자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녀의 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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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강제하고 있지 않다. 우

리나라 형사사법에서는 부모에 대한 독립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동의 없이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

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재비행을 하게 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역 검찰청 단위로 실시되어 있는 가족캠

프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확대, 시행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감독에 소홀하거나 교육 방식

에 문제가 있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거나 부모, 자녀

가 같이 캠프 참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다.66)

위 가족캠프는 1박 2일 동안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프

로그램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구체적 내용

지역 검찰청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검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간 다양한 놀이와 대

화를 하는 캠프에 참여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가족캠프 프로그

램도 있고67), 보호자 참여와 문화 활동을 결합한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소년 초범을 대

상으로 가족사랑 체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준법 힐링 캠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다.68) 소년범이 가

66) 이승현,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2., 219쪽～220쪽.

67) 연합뉴스, 남원지청 “소년범, 처벌 대신 국악 공연으로 교화”, 2015. 8. 28.,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8137600055, 2019. 10. 29. 검색

68) 아시아투데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급증하는 ‘소년범죄’ 예방·선도에 정성 쏟는다”, 2017.
9. 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8010014487, 2019. 10. 29. 검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9280100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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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함께 국악 공연 관람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

소를 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69)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남부청

소년꿈키움센터과 함께 1박 2일 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가 소년 사범들의 91%상당이 만족감을 나타내

고 있다고 한다.70)

다만 위와 같은 가족 캠프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내

용이 본질적인 가정,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된 가족문제 해결 중심 보호자특

별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사 단계에서 일찍 활용하게

된다면 소년의 재범을 되도록 빨리 예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

으리라 기대되고, 그 소년 사범이 돌아갈 부모와 가정도 더 빨리 정

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도입

가. 개요

최근에 청소년 다수가 가정과 학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

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이후 청소년의 자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게임 의존 문제나 흡연, 음주 등 중독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년 사범들을 대상으로 정신

질환이나 스마트폰, 흡연, 음주 등 중독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는 기소유예 유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71)

69) 2017. 1. 13.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보도 자료 참고.
70) 1일차 오리엔테이션, 가정헌법, 세족식, 편지쓰기 2일차 생태체험, 에코 티셔츠 만들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자료 참고.

71) 이승현, 앞의 글, 221쪽.



- 36 -

이에 검찰에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년 사범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치료를 실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를 실시하고 있다.7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년 사범들에 대해서 치료조건부 기

소유예 제도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들에 대한 치료만을 통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2019년 5월경 필자가 검사

로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소년 사범과 함께 면담했던 부

모의 경우 아이가 ADHD 증세73)를 겪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ADH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소년 사범의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정신 질환을 겪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하

여 아이를 어릴 때부터 무섭게 대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겠으나 아버지가

소년이 어릴 때부터 정신 질환을 겪고 있어 소년도 어릴 때부터 아

버지의 폭력, 분노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점도 이 소년의 성장

과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 사범에 대해서만 치료나 교육을 한다고 가정의 근본적인 문

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년 사범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잘

이뤄진 걸로 보이더라도 다시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하고, 아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가

야 한다면 그 치료가 성공하기 못하고, 다시 그 소년은 문제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정신 질환, 정

신 건강 문제에만 집중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부모, 의 정신 질환

72) 「정신 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대검 예규 제873호)」 참고,
대상 사건으로 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
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 후견
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지침 제4조 제1항).

7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네
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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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돌봐 줄 수 있다면 소년 사범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소년에 대한 치료를 부과해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시 부

모 또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부모에 대한 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하거나 소년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상담, 치

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소년 사범들

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부모를 상대로 면담할 시 부모의 정신 건강, 질환에 대해서도 함

께 확인하여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경제적 사

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3.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 도입 필요성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내면

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들과 다른 모습을 보

인다.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보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

을 더 많이 받아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며

자아 존중감 등 정서적, 학업적 위기에 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우울증은 청

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 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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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가족의 해체, 재혼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고, 양육

자, 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의 증가, 일탈로 인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학업 중단을

하게 만든다. 생활비, 유흥비 해결을 위해 비행 행위를 저지르게 되

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몸에 배인 거리 생활의 자유

로움은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을 반복하게 만든다.

또한 구직 과정, 근로 환경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또래 남성 청소

년들의 일거리보다 일할 자리가 훨씬 적고, 임금도 적게 받는 등 여

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또래 남

성 청소년들과 달리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성 산업으로 자꾸 발을 들여 놓게 만든다고 한다.75)

가정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남성 소년 사범들에 비해 여

성 소년 사범들은 가족들로부터 학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여전히

지원, 케어를 덜 받고 있는 것 같고, 여성 소년 사범들은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남성 소년 사범들에 비해 부모에 의한 돌봄을 덜 받

는 편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소 이후에도 학교나 주변에서 겪게 되

되는 전과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남성 소년 사범들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도 여전히 있어 보인다.

이렇듯 여성 소년 사범의 경우 남성 소년 사범들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은 남성 소년 사

범들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여성 소년 사범들의 부모에 대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74) 정해숙,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젠더리뷰 제23권, 2011.,
66쪽.

75) 정해숙, 앞의 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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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개선 방향

소년 범죄와 소년 사범을 논함에 있어 우린 성 중립적인 정책, 특

히 남성 소년 사범에 집중한 예방 대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온 게

사실이다. 이는 소년 범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 범죄도 같

다고 할 것이다.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

는 가운데 소년 범죄 단계부터 여성 소년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

한 형사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린 성인 범죄에 있어서도 효과

적인 범죄 대응을 해 나가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여성 소년 범죄자들은 남성 소년 범죄자들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학대 행위의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의 고통을 치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계속

버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여성 소년 범죄자들

은 남성 소년 범죄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수자, 약자들이라고 보

여지는데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

려면 이들이 처해 있는 가정환경,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여 그들의

부모가 어떠한지, 그 부모와 여성 소년 범죄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지, 부모와 여성 소년 범죄자들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자립 능력

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지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 소년 사범들의 엄마들 중 남편들로부터 폭행,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부모들의 성

향,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내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에 대해서도 치유, 회복을 위

한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교육하는 실무 담당자들도 바뀐 시대에 따른 합리적

인 성인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소년 사범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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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인다. 소년 사범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들

도 여성 보다 아직 남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 보호관찰관

이 여성 소년 사범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잘못되어 사회적으

로 문제된 사례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실

있는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역 사회

또한 젠더 관점에서 여성 소년범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가. 도입 배경

최근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가정 내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버지들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76)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의

하면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모의 양육 태도 외에도 부의

양육 및 소통 방식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전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다.77)

최근 1년 내에 소년 사범들을 만나면서 그 부모를 함께 면담하면

서 큰 변화라고 느끼는 것이 부모 면담시 아버지들이 오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혼 등의 이유로 아버지 혼자 소년을 양육하는 경우

도 있었다. 아들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여전히 있었고, 딸들에 대해

76) 이정주․이종연, “부모교육프로그램의연구동향”, 상담학연구제15권제2호, 2014. 4., 962쪽.
77) 윤성민, “사춘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심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및 요구도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7. 1. , 83쪽.
임정화․전종설,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 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8호, 2012. 8., 171～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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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딸들과는 무슨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모 특별 교육명령도 부모 일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머니들이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특별

히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

혼자 소년들을 케어, 양육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들에 대

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어머니,

아버지 구분 없이 부모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들

의 특징, 성별에 따른 차이 등에 따른 소통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

해 교육을 하게 된다면 가정의 기능을 균형 있게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내용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나이대, 발전 단계

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과 겪는 어려움이 달라지므로 연령대별로 세

분화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78)

지금까지의 부모 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들이 많고,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머니여서 이후

소년들의 재범이나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

리 사회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던 게

사실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양육에 대하여 아버지

가 지는 책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혼자서 소년들을 키워 나가는

아버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

을 아버지들도 함께 나누고,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78) 윤성민, 앞의 글,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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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퇴근 이후나 주말 등 시간에 이뤄지는 프로그램들도 마

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도입 검토

부모와 가정이 전처럼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

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 특성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

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가족폭력, 아동학대 가족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동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세부적

으로는 알콜․약물남용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아동성학대행위자 치

료 프로그램, 부모의 건강한 양육 태도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 문제가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 아성학대 행위자, 만 9세에서

13세 아동의 가해 부모가 대상이며 한 회기당 주로 90～120분으로

진행할 수 있고, 교육 자료가 제공된다.

알콜․약물 남용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

절, 문제해결방법, 가족기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 성학대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성학대 바로 알기,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 성학대 가족 상처 공감하기, 올바른 성인식이 정립

된 가족 형성 등을 다룬다. 부모의 건강한 양육태도를 위한 집단 상

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학대 인정 및 교육, 아동 학대 예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79)

79) 김길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내용 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 연구
제9권 제4호, 2017. 12.,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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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

한 부모 교육은 다문화 가족의 특징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이뤄

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문화 가족 부모를 위한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비행 행위와 관련된 교육이라기 보단 일반적

인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하고,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역시 그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위 집합교육은 가족,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한다. 방문교육은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녀의 양

육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상담 등을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80)

다. 한부모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가족상담연구소와 연

계하여 개발한 한부모 부자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프로

그램 5회기, 문화 프로그램 1회기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및 분노 해소, 자녀와 소통하기, 민주적인 부

모 되기 역할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81)

80) 김길숙, 앞의 글, 284쪽.
81) 김길숙, 앞의 글,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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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들을 둔 한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5장 부모교육 관련 외국 법 체계와의 비교

Ⅰ. 미국

1. 개요

미국은 오래 전부터 부모는 자녀가 저지르는 비행을 예방해야 하

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전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부모책임법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부모에게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parental liability

law)과 비행 소년의 부모로 하여금 소년법원 사건 처리 과정에 강제

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법제 두 가지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살펴보기

로 하겠다.82)

가. 부모 책임법의 형성 과정과 내용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비행 소년을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

지위에서 소년을 보호한다는 국친(Parens Patriae83))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년법원에 부모의 역할을 대체시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84)

82)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3쪽.
83) 아시아경제, “소년법 개정논의와 국친사상(國親思想)” 2019. 6. 20.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908594967034 , 2019. 10. 29. 검색

84) Linda A.Chapin, “Out of Control? The Uses and Abuses of Parental Liability Laws To Control
Juvenile Deliquency In the United States, Santa Clara Law review, Vol.37(3), 1997, 62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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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법원이 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19세기 말 미국의 소년 법원

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출발되었지만 자녀의 행위

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초기의 부모 책임법은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비행을 조장하는 것

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였고, 심각하고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20세기 중반부터 부모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

청소년범죄 특히 폭력 범죄가 많이 증가하였고, 청소년 갱에 의한

범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청소년에 의한 학교총기 사건 등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

다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캘리포니아는 1998

년에 「The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를 통과시켜 부모책임법제 분야에서 새로운 법을 시행한 최초의 주

가 되었다.85)

이렇듯 미국에는 여러 부모 책임을 인정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

는데 여기서는 Chapin이 분류한 방식에 따라 민사 책임인 대리배상

책임(vicarious tort liability)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부모에 대

해서 어떤 형사 책임(criminal liability)을 지우고 있는지 검토해 보

기로 하겠다.86)

1) 부모에 대한 민사책임의 인정 요건 및 범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발생시킨 손해

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고 있다. 원래 관습법

하에서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불법 행

85)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년,
41쪽.

86) Linda A.Chapin, 앞의 글, 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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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87) 그러나 1951

년부터 1960년대까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법은 책임

영역이 보다 확대되었고, 관습법의 부모 책임과는 다르게 대리 책임

에 기초하여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었고, 부모의 행위가

의도적인지,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입증하

지 않아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88)

이러한 부모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은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절도, 손괴 등과 같이 경한

범죄에 대해서 민사적 배상책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리배상책임을 지우는 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도 대

리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제를 택한 주들도 상당수 있고, 배상 한

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의 범위 내

의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89)

이러한 부모 대리배상 책임 법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발생된 손실을 자녀들과 함께 배분하여 보

전하게 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러한 법제의 근간은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여 사전에 청소년 비행을 막아야 한다

는 책임을 부모들에게 부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예

방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90)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부모에게 어떠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

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87) Linda A.Chapin, 앞의 글, 629쪽.
88) Linda A.Chapin, 앞의 글, 631～632쪽.
89)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3쪽.
90)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4쪽. 조지아주에서는 “피해자에게 회복적 보상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의 제공과 청소년 비행의 억제를 돕는 것”으로 불
법행위 대리배상책임법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Linda A.Chapin, 앞의
글, 634～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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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책임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부모에게 형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법은

무단결석법(truancy law), 통행금지명령(curfew ordinances), 미성년

자의 비행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법(contributing to deliquency of

minor), 1990년대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91)

(가) 무단결석법

무단결석법은 자녀가 학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부모

나 보호자를 처벌하는 법이다.92) 미국에서 1920년대 처음으로 실시

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시건 주의 헤이즐 파크에서는

자녀의 과도한 수업 결석에 대해 부모에게 500달러의 벌금형, 90일

의 구금에 이르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테네시 주를 비롯하

여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하게 벌금형에서 구금에 이르는 형벌 조

항들을 제정했다”93)94)

대부분 부모의 통제(control) 하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무

단결석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합치

된다는 결정이 난 바 있다.95)

91) 김은주, 앞의 글, 79쪽.
92) 영국, 독일에서도 이러한 무단결석의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93)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5쪽.
94) NEW YORK DAILY NEWS, “Truancy laws around the country: fines of up
to $2K, up to one year in jail”, 2015. 6. 19. https://
www.nydailynews.com/news/national/truancy-laws-country-year-jail-article-
1.2264266, 2019. 10. 29. 검색

95) Linda A.Chapin, 앞의 글, 640～643쪽.

http://www.nydailynews.com/news/national/truancy-laws-country-year-jail-article-1.2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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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금지명령(curfew ordinances)

청소년 통행금지방지법은 특정 연령(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미

성년자들이 특정 시간(예 :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공개된

장소 또는 사업장에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다. 청소년 통행 금

지법의 입법적 의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미성년자

를 약탈자로부터의 보호 및 평화 유지와 같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

표라고 한다.96)

미성년자가 밤에 부모나 보호자 등 책임 있는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

고, 통행금지명령 위반에 대하여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은 주로 조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97)

(다)비행조장 행위에 대한 법(contributing to deliquency of minor)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도와주거나 설득한 어른들은

비행을 조장한 행위(CDMA)로 기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1903년에 콜로라도주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모든 주들이 이런 내용의 법을 가

지고 있다.98) 이 법의 대상은 부모나 보호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비행에 원인을 제공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미

성년자의 비행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비행을 조장하거나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 위 규정 위반은 중범

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99)

96) https://criminal.findlaw.com/criminal-charges/juvenile-curfew-laws-the-basics.html
97)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6쪽.
98) https://criminal.findlaw.com/criminal-charges/contributing-to-the-delinquency-of-a-minor.html
99)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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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놔두거나

(omission) 통제하지 못하였을 때도 처벌하고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

의 경우는 자녀가 갱의 구성원이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

을 상용하고 거래, 무기를 갖고 다니거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

게 형법상 과실범(criminal negligence)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가 위와 같은 범행이나 지위 비행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법 당국에 먼저 알리게 되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전

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모는 벌금형, 구금형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100)

이 법은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경향(tendency)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도 그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매우 모호하게 규정

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01)

(라) 1990년대 엄격한 부모 책임법

(1) 1990년대 부모 책임법의 변화 및 특징

소년사법절차에서 보호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

는 1995년도의「Susan and Anthony Provenzio Case」였다.102)

1995년 5월에 미시건주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과거 절도, 음주, 마

약 복용, 부모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기까지 하고, 최근 강도, 약물 복

용으로 소년원을 다녀와서도 계속 비행을 저지르고 있던 16세 소년

Alex의 부모가 보호자의 통제, 감독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였

다. 검사는 그 부모가 Alex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계속 하

였음에도 그 부모가 Alex에게 상담을 받게 한 적이 없고, 부모들이

Alex의 성적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100)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46～47쪽.
101) Linda A.Chapin, 앞의 글, 648～650쪽.
102) 노청한, 앞의 글,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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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lex의 방에서 훔친 권총, 훔친 칼, 마리화나, 술 등을 발견

했다고 하였다. 법원은 Alex의 부모가 합당한 부모 통제(reasonable

parental control)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부

모 각자에게 100달러의 벌금과 부가적으로 1,000달러의 법정 비용을

부과하였다.”103)

이러한 보호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하여 미국 전역으로 이러한 보호자 책임, 교육과 관련된 법제가 만

들어지고, 확립되어 갔다.104)

1990년대의 새로운 부모 책임법은 자녀의 범죄행동에 대한 부모

의 책임,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7년까지 7개주와 많은 시 조례로서 구체적인 부모책임법이 시행

되었는데, 이러한 법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데 실패하였거나 부

적절한 감독을 하였을 경우, 부모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격한 형

사 책임을 부과하였다.105)

1990년대의 부모책임법은 이전의 부모책임법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전의 부모책임법이 비행에 기여한 행위에 대하여 애매하

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불충분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불충분한 양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법

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고의라는 요건 없이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조항 중 어느 하

나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106)

103) The NewYork Times, “Parents Convicted for a Youth's Misconduct”, 1996. 5. 10.,
https://www.nytimes.com/1996/05/10/us/parents-convicted-for-a-youth-s-misconduct.html,
2019. 10. 29. 검색

104) 노청한, 앞의 글, 265쪽.
105) 김은주, 앞의 글, 79～80쪽.
106)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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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와 다이버전의 방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클레어

쇼어 시에서는 자녀에 대한 합당한 감독을 못한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 등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참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

은 다이버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한다.107)

아래에서는 부모책임법 분야에서 엄격한 부모 책임법제와 부모

교육 등에 대하여 시행한 최초의 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의 부모

책임법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캘리포니아의 부모 책임법 규정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수정 형법」 제272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법에

규정한 합리적인 보살핌(reasonable care), 감독(supervision), 보호

(protection), 그리고 통제(control)의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형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위반할 시 경범죄로 처벌되는데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

년 기간 내에서의 구금,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108)

또한 LA검찰청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ing

classes)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보호관찰국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제272조에 의해 기소될 위험에 있는 부모로 하여금 교육, 처우, 재

활 프로그램을 받는 내용으로 다이버전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검찰은 그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기소하지 않

을 수 있다.109)

「수정 형법」제272조는 청소년 갱에 연루된 청소년의 부모들을

상대로 한 청소년 갱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보호자)를 강

107)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8쪽.
108) 캘리포니아 Penal code §272 (a)
109) 캘리포니아 Penal code §1001.70-75. Linda A.Chapin, 앞의 글, 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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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즉 비행 청소년의 부모를 기소해 유죄를 받게 하는데 주

된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그 비행 청소년의 부모들을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부모를 변화시키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향상시켜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110)

법원은 「수정 형법」제272조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

가 합리적인 돌봄의 기준을 벗어나 형사적인 태만에 이르는 행동이

있었을 때에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11)

위와 같이 부모 책임이 문제되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때 그 구

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검사는 제272조에 의해서 기소하라고 권고

한 위탁 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한 후 부모와의 청문회를 위해

그 문서를 부모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보낸다. 그 회의에서 부

모는 관리자에 의해서 선택된 부모교육 강좌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112)

이런 기회를 얻은 부모가 부모 교육이나 혹은 상담프로그램에의 참

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검사는 비행 청소년의 부모를 기소하게 된다.113)

부모교육 명령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생활 등으로 인해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부모를 위해 미국의 노

스캐롤라이나주와 네바다주에서는 직업보호제도(Job Protection)를

마련해 놓고 있다.114) 이는 부모책임법제에 의해 법원의 명령을 받

은 가난한 소수의 편모 가족이 생계를 이유로 교육 등을 받기 어려

운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고 한다. 부모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

행하기 위해 결근과 같은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법률로서 해결

110) Linda A.Chapin, 앞의 글, 제627쪽.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52쪽.
111) 김은주, 앞의 글, 80쪽.
112)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52쪽.
113)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8쪽.
114) 노청한, 앞의 글, 제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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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부모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직장

생활로 인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115)

나. 소년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부모 책임 부과

지금까지 성인 형사법원에서 자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

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부모 책임법제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이제 소년 법원에서 소년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어

떤 내용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지, 그 처리 과정에서 부모의 참여

를 어떻게 강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법원은 소년법원 절차에 있어서 자녀의 사건처리절차(조사,

심리 등)에 비행 소년의 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모든 주에서 부모,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법원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나 법원은 참석하

지 않은 부모를 법정 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하고, 보통

1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116)

다음으로 소년법원은 비행 소년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처분을 내

려 자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모의

참여 명령(general orders of parental participation), 사회봉사명령

(community service), 상담과 치료(counseling and treatment), 부모

교육 강좌, 배상(restitution) 등이 있다.117)

이러한 소년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부모는 보통 법

정모독죄로 처벌되는데, 부모가 처우, 상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

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118)

115) 김은주, 전게논문, 81쪽.
116)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8쪽.
117)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55～56쪽.
118)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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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부모 교육 프로그램 고찰

미국에서는 소년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시설 내 처우 뿐

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의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90% 이상 사인 계

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복지사업 전공자나 치료사, 전

문 상담가 전문 therapist들에 의해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일종의 프로그램 검사 형태의 Quality Assurance를 통하여 실

효성에 근거하여 계약 갱신 여부 및 재계약을 할지를 심사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 교육의 대

표적인 사인 단체는 Parent Project Inc.를 비롯하여 Parent in

Charge program, The Families Forward Program119), Parenting

Solutions Program, The CHOICE Parenting Skills Program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지역 사회에서 전문화된 민간위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120)

위 프로그램 외에 10세부터 13세 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비롯하

여 11세부터 17세 소년 중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한

가족치료와 학교 상담 등 다중치료시스템인 FFT(Functional Family

Therapy)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FFT는 1970년대 제임스 F. 알

렉산더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FFT 모델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연체, 약물 남용 및 폭력을 극복하도록 돕는 결과로 국제

적으로 인정을 받아 전 세계 거의 50,000명의 가족에게 FFT를 제공

하는 330개 조직의 1600 명 이상의 치료사에게 교육, 상담 등을 제

공해주고 있다.121)

또한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그 보호자

를 FINS(Families in Need of Service)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보호자

119) 1984년 5개의 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Families Forward는 경제적 독립을 되
찾고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집을 찾기 위해 수백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확장
해 왔다. https://www.families-forward.org

120) 노청한, 앞의 글, 271쪽 각주 5번.
121) https://www.fftllc.com/our-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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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At-Risk

Youth Early Intervention Program」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

이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소년, 보호자에게 집중하여 사회 내 처우

를 받는 소년과 보호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역사회는

물론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 활동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

용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122)

위 프로그램들 외에도 ‘Child Development, Parenting, Parent

Development’, ‘Dads Make a Difference’ 등이 있다.123) ‘Dads Make

a Diffrence’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목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책임 있는 양육에 대해 청소년

들을 교육하고, 대상은 중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청소년, 청년, 그리

고 교사와 함께 일하는 교사 및 기타 전문가들인바, 국내 아버지 교

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124)

Ⅱ. 영국

1. 부모 책임법제의 형성 과정 및 특징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부터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의 보호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모의 책

임’을 핵심으로 하는 소년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부모책임 관련 법제

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125)

122) 노청한, 앞의 글, 276쪽.
123) 강경래, ‘아동학대의 사전방지정책으로서 부모의 License화론- Hugh

Lafollette의 「Licensing Parents」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3
호, 제24쪽.

124) http://www.dadsmakeadifference.org/
125)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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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모책임 법제와 가장 유사한 영국의 제도가 부모교육명

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교육명령은 1998년의 「범죄와 질서위

반법(Crime and Disorder Act)」에서 도입되었고, 2003년 「반사회

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과 2003년 「형사사법

(Criminal Justice Act)」하에서의 부모교육명령과 부모교육협약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영국에서는 부모에게 책임감, 자

아존중감을 가르치고, 이들의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교육협약(parenting contract)”과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26)

이 두 가지 방식의 중요한 차이는 부모교육협약이 범죄나 반사회

적 행위에 관여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부

모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Youth Offending

Team(소년범죄대응팀, YOT)127)과 맺는 협약인 반면 부모교육명령

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이

라는 것이다.128)

아래에서 위 두 가지 방식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부모교육협약(parenting contract)

부모교육협약은 YOT 직원과 아동, 청소년129)의 부모 사이에 자발

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으로 두 당사자 간에 서류가 작성된다. 이 서

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a) 일정기간 동안 협약

에 구체화된 조건에 따르는데 동의한다는 부모나 후견인들의 진술

126)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58～59쪽.
127) 소년범죄대응팀은 청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영국와 웨일

즈 모든 주에 있으며, 경찰서, 보호관찰서비스, 사회서비스, 건강, 교육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주, 앞의 글, 84쪽 각주 6번.

128)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69쪽.
129) 여기서 아동(child)은 10세부터 13세까지를 의미하고, 청소년(young person)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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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협약에 따를 목적으로 부모나 후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동

의한다는 YOT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나 후견인의 진술에는

특히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130)

가. 부모교육협약의 대상 및 절차

부모교육협약은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영역에서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YOT 직

원은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서도 부모들과 함께 부모 교육 관련 업

무를 진행할 수 있다.131)

그러나 YOT가 판단하기에 부모가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 공식적인 협약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 YOT는 그 부모에게 부모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 행위나 반사회적 행동

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YOT에의 위탁과 후속 개입 조치들은

반드시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on a voluntary basis)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32)

YOT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YOT에 위탁된 경우 그리고 YOT 직

원이 그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행위(criminal conduct)나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에 관여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부모와 부모교육협약을 체

결할 수 있다. YOT는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is likely to engage)”

는 것만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징계, 최종 경고, 유죄판결,

민사적 명령 없이도 부모와 ‘자녀교육협약’을 맺을 수 있다. YOT는

자녀가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

130) Anti-Social Behavior Act § 25(3)(a), (b) 및 §25(4)참고. Ministry of
Justice/Department for chidren, schools and families/Youth Justice Board,
“Parenting Contracts and Orders Guidance”, 2007, 제8～9쪽.

131)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각주 130), 9쪽(3.3.)
132)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각주 130), 9쪽(3.3., 3.7).



- 58 -

인되면 협약 체결에 동의한 부모들과 함께 위험 청소년에 대한 조

기 지원 작업을 하게 된다.133)

부모교육협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①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② 징계 혹은 최후 경고로 YOT에 위탁된 아동 ③ YOT

의 직원이 그 아이가 10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

거(reason)를 가진 경우, 10세 이상이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 포함 지원 패널(Youth Inclusion Support Panel)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또는 참여할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경

우 부모교육협약 체결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34)

해당 아동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때 YOT 직원은 부모교육협약이 필요한 경

우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 후견인이 받고 지원받고 있는 기

관들과 상의해서 아동이나 부모들에게 부모교육협약이 적절한지, 어

떤 지원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상의한다. 이후 YOT 직원은 부

모 , 아동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서 부모가 지원받기를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YOT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한다.135)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법」제25조 제3항 (a) 규정

에 따라 부모들이 이행해야 할 특별한 조건들이 제시된다. 특별한

조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마을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 한 자녀를 떨어져 있게 할

것”, “자녀를 특정 시간에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할 것”, “자녀가 괴롭힌

사람과 접촉을 피하게 할 것”, “자녀가 정규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된 학교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이다.136)

133)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9쪽(3.5., 3.6).
134)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9쪽(3.8).
135)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0쪽(3.11, 3. 12).
136)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0쪽(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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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 내용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need assessment)

에 기초하여 YOT가 계획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다.「반사회적 행위법」에는 협약을 위한 기간 제한이 명

시되어 있지 않는데, 부모교육명령에 적용되는 12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좋은 관행으로 이 협약 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보통 협약

은 다른 요건이 없는 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

다고 한다.137)

나. 협약 위반을 한 부모 등에 대한 조치

만약 부모, 후견인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YOT 담당자들은 독립적인 ‘부모교육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거나 법원이 이후 아동 등에 대한 처분시 이러한 ‘부모교육협약’

체결 거부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한다.138)

협약의 불이행이나 위반은 기록되어야 하고, YOT 직원은 부모를

만나 설명을 구하고, 만약 이유가 합리적이고 여전히 협약이 유용핟

고 입증된다면 협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139)

그리고 협약에 따르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YOT 직원은

부모를 만나 이를 검토하고, 만약 타당하고 판단되면 협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설명이 만족스

럽지 못하다면 YOT 직원들은 부모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이

를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다. YOT 직원은 협약 불이행이 YOT가

부모교육명령을 신청해야 할 정도까지 협약의 기반을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이 정도가 협약을 존속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한다.140)

137)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1쪽(3.20, 3.25).
138)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1쪽(3.27)～제12쪽.
139)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2쪽(3.29).
140)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2쪽(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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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교육명령

가. 개요 및 절차

부모교육명령에는 독립적인 부모교육명령(free-standing parenting

orders)과 유죄 판결이나 아동에 대한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부모교

육명령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명령의 내용과 이행 과정은 두 가지

형태가 동일하다.

독립적인 부모교육명령은 YOT가 부모에게 부모교육협약을 권고

하였으나 부모의 협력을 얻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

다. 법원이 독립적인 부모교육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아동이

나 청소년이 범죄 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였을 것 ② 명

령을 부과하는 것이 더 중한 범죄 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

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141)

유죄판결이나 다른 명령에 연계된 부모교육명령은 아동이나 청소

년에게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142), 부모에 대한 배상명령

(parental compensation), 반사회적 행위 명령(anti-social behavior

order)143) 또는 성범죄자명령(sex offender order)144) 등을 부과하거

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위탁명령을 받았을 때 포

함) 청소년범죄자 패널(Youth Offender Panel)145) 회의에 참석하지

141)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2(4.1)～13쪽(4.3).
142)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11 참고. 아동안전명령은 10세 이하의 아동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기 시작한 초기에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령이다. 상세
한 내용은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0쪽 각주 8번 참고.� 

143) 반사회적 행위명령은 지역위원회나 지역경찰서장이 10세 이상의 소년이 반사
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0쪽 각주 9번 참고.

144) 성범죄자명령은 경찰서장이 해당 청소년이 성범죄자라고 판단하거나 이 명령
이 청소년이 저지른 심각한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 판단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0쪽, 각주 10번 참고.

145) 두 명 이상의 지역 사회 내의 자원봉사자와 한명의 YOT 직원으로 구성된다.
상세한 내용은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1쪽 각주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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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법원에 다시 위탁되었을 때 법원은 그 부모에게 부모교육명령

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146) 비행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 소

년법원의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의 아동 뿐 아니라 가사소송법원에

서 다루는 10세 미만의 아동까지도 부모교육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147)

부모나 후견인에 대한 부모교육명령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YOT

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평가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적합

성 판단은 판결 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가정폭력, 약물 남용, 민사적 분쟁의 지속 때문에 부모교육명령이

부적절한 사례의 경우 전문가들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매우 구

체적인 예민한 정보까지 고려해야 한다.148)

나. 부모교육명령의 주요 내용 및 관리

부모교육명령은 ① 부모교육프로그램 출석 ② 합숙 과정 참여 ③

특별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가 부모

교육프로그램149)에 참여하는 것이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모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① 부모가 합숙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비행 반복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

적일 때 ② 모든 상황에 비추어 가정 생활에의 개입이 적절하다면

합숙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YOT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150)

그리고 법원은 부모교육명령 내용에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부모가 따라야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통 부모가

146)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4쪽.
147)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1쪽.
148)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15쪽(5.8～5.11).
149) 일반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은 없으며 다양한 목적과 방법론

을 가진 부모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1쪽 각주 15번.
150)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제19～20쪽.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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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출석하거나 언어, 수리 또는 숙제 지도 과정 등과 같은

교육 활동에 참석하는 것 ② 분노 조절,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 관

련된 프로그램이나 과정에 참석하는 것 ③ 문제를 일으키는 나이

많은 아이들과 접촉을 못하게 할 것 ④ 자녀가 쇼핑센터 등의 특정

한 장소에 감독 없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⑤ 야간에 특정한 시간

동안 집에 있게 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 등이 조건으로 부과된

다. 부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범죄 행위

(criminal offence)가 된다.151)

부모교육명령은 YOT 직원 등 지정된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관리,

조정, 감독된다. 그 부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그 부모가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경찰에 그 부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52)

경찰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성인재판소에서 약식재판이 이뤄지게 되고, 유죄가 선고될 시 1,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가족 환경 및 부모들의 생

계 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법원은 벌금 외에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153)

4. 부모 배상 명령(parental compensation orders)

영국에서는 법원이 10세 미만, 10세 이상의 소년들이 저지른 재산

적 손실에 대해 부모에게 민사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들

에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의 반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을 내리

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동이 (a) 10세 이상인 경우는 범죄를 구성하

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b) 자신과 같은 세대가 아닌 한 명 이

151)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20쪽(7.18～7.22).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2쪽.
152)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21～22쪽.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2쪽.
153) Ministry of Justice, 앞의 글, 24～26쪽. 김지선, 앞의 글(각주 40),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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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경고 또는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가져가거나

자산 손실을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다.

부모의 배상 명령은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명령에 지정된 금액의 보상을 자산을 취득하거나 손실,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명시된 보상 금액은 5,000

파운드를 초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배상 금액을 지정할 때 판사는 (a) 아동이 가져오거나 훼손한, 손

실된 재산의 가치 (b) 자산의 취득 또는 손상으로 인해 또는 그 손

실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실 (c) 아동 또는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

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이미 지불했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그 금

액) (d) 아동, 또는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미 배상을 했는지 여

부 (e)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명령에

명시된 수단 (f) 자산의 취득,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 손실이 초래되기 쉽게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금액

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은 배상 명령을 하기 전에 재산을 회수한 경우 (a) 법

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그러한 보상을

지급 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b)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

원인 및 원인에 관계없이 아동에 의한 부모 보상 명령을 내리기 위

한 목적으로 손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보상이

지불되는 방법과 시기를 순서대로 명시해야 하는데, 보상이 분할로

지불되도록 명시하고, 각 할부 지불 날짜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되

어 있다. 또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불 수단을 확인하기 위해 배상

금액을 정하기 전에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법원은 재정

상황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한다.154)

154)「Crime and Disorder Act 1998」13A～13E,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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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나다

1. 부모 책임법의 형성 과정 및 내용

캐나다의 부모 책임법은 1997년 마니토바에서 처음 실시되어 퀘

벡 주만이 부모 책임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캐나

다의 부모 책임법은 미국과는 달리 부모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부과

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캐나

다의 1970년「청소년비행법(Juvenile Deliquent Act)」에서는 부모에

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었으나 1984년 「청

소년 범죄자법(Young Offender Act)」으로 대체되면서 부모 책임에

관련된 조항들이 사라졌고, 1999년 「청소년 형사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서도 부모 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은 규정되

지 않았다.155)

부모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된 것은 이미 해체된 가족 관

계를 형사처벌로 인해 보다 더 악화시키고, 청소년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D.C.B v. Zellers 사건156)

을 계기로 부모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 부모 책임법

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등의

부모 책임법은 모두 자녀에 의해서 야기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만 부모가 책임을 질 뿐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공통점이 있다.157)

155)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81～82쪽.
156) D.C.B의 아들은 Zellers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Zellers는 피해 보상으로 225

달러를 요구했다. D.C.B.는 이를 지불하고 나서 Zeller를 상대로 위 돈에 대
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지위 때문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여 D.C.B.는 재
판에서 승소하였다. https://ca.vlex.com/vid/d-c-b-v-681079037

157)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83～84쪽.



- 65 -

아래에서는 온타리오주의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Act)」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부모 책임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범위

가. 부모 책임 인정 요건

아동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거나 자산을 파손했을 때 그 자산의

소유권자는 아동의 부모에 대해 소액심판 법원에 법원의 재정 관할

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a) 행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자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b) 그 자산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의 결과로서 발

생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부모는 (a)

자녀가 손실 또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자녀에

대하여 합당한 감독(reasonable supervison)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아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제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합당

한 노력(reasonable efforts)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b) 손실 또는 피

해를 야기한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not intentional)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158)

법원은 해당 부모가 아동에 대한 합당한 감독, 합당한 노력을 하

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a) 아동의 나이 (b) 아동의 이전 전력

(c) 해당 행위의 잠재적인 위험성 (d)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e) 아동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 (f) 아동이 그러한 행위에 관여되었

을 시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 (g) 만약 아동이 상

기 (f)항의 직접적 감독 상태에 없었을 시 부모가 아동에 관한 합당

한 감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실패하였는지 여부

(h) 부모가 부모역할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자녀양육

기술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i) 부모가 아동이 피해나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마련된 전문가의 조력을 구했

158) Parental Responsibility Act § 2 (1) 및 (2) 참고. https://www.ontario.ca/laws/statute/00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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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j) 기타 법원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문제 등을 고려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159)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지급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이 손해배상으로 정한

손해액, 자발적으로 배상한 손해액을 고려, 참작해서 손해액을 산정

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액 지급은 (a)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

도록 하거나 (b) 법원이 일정 액수의 전액 지불이 부모의 자력을 넘

어서거나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60)

Ⅳ. 국내 시사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소년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그 소년을 키운 부모, 그 소년이 자란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입장, 소년에게만 자기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

등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소년 형사 정책 관련

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연구가 미비하여 아직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부모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미국에서와 같은 정도의 형사책

임을 지우거나 엄격한 민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 부모에게 너무

159) Parental Responsibility Act § 2 (3) 참고. https://www.ontario.ca/laws/statute/00p04.
김지선, 앞의 글(각주 85), 85쪽.

160) Parental Responsibility Act § 5 참고. https://www.ontario.ca/laws/statute/00p04. 김지
선, 앞의 글(각주 85),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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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의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국가

가 모든 개인의 생활을 지배, 규율하는 그런 감시, 규율 시대를 만

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많은 형사적 책임 제도는 부모가 소년들

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되었으나 실제 그 부모에게 전혀 통제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하

다고 한다.161) 또한 이러한 부모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족 간 화합을 저해하고, 부모에 대한 처벌 자체가 효과가 없을지

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162)

특히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모책임 관련 대상자들을 보면 주

로 빈곤층의 편모 가정, 어머니에 대한 책임 사건이 다수인 점에 비

추어 이는 빈곤층, 여성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로 귀결될 수도 있

다. 가난한 편모 가정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이러한 법들은 가난하고, 싱글맘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

다.163) 영국, 웨일즈에서도 부모교육명령을 받은 90%가 엄마들이었

고, 이러한 아이 잘못에 대해서 나쁜 엄마라는 오명을 갖게 되는 것

에 대한 걱정과 구금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

었다. 특히 편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되면 아이는 누가 돌

볼지에 대해서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164)

위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원 단계에서의 부모교

육명령을 미국, 영국처럼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기초 조사를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간도 국내 프로그램은 8시간

프로그램이 주로인바, 역사가 오래 된 위 부모교육명령 제도의 운영

효과를 살펴 우리도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처리시 부모교육명령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고찰이 요구된다.

161) Naomi R.Cahn, “Pragmatic Questions about Parental Liability Status”,
Wisconsin Law Review, 1996, 415～416쪽.

162) Naomi R.Cahn, 앞의 글, 415～416쪽.
163) Naomi R.Cahn, 앞의 글, 418～419쪽.
164) Eleanor Peters, “I blame the mother : educating parents and the gendered

nature of parenting orders”, Gender and Education, 1, 2012, Vol.24,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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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모 가정의 경우 더욱 어려운 가

정환경, 불확실한 직업,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 등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단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이 아닌 실제 가정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

램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그 부모의 형편을 고려하여 구직 활동

을 도와주거나 다른 여러 경제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 네바다 주에서와 같은 직업보호

제도를 잘 살펴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결근을 해야

하거나 조퇴를 해야 할 때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하거나 인

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직장에서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

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었을 시

그 부모도 교육에 집중하고,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 교육 내에 내재해 있는 젠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

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활성화를 통해 그 실효성을 거둬야 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바, 이를 참고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도 젠더 불균형을

없애야 하고, 그 대상에서도 젠더 균형을 이뤄내야 균형 잡힌 부모

교육이 되리라 생각된다.

부모 교육에의 참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부모가 이를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부모특별교육명령은 법원의 민사적 명령에 의해 일방

적으로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되어 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부모

교육은 가해 학생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

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부

과되고 있다.

부모의 의사나 가정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결정하도록 하여 부모

의 자율성, 주체성을 강화시켜 부모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내가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가 강제적으로만 가정,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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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가정, 부모는 주체성과 자율성

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기 스스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강요당하여 문제 해결

을 요구받을 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부

모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교육, 주입식이 아닌 영국에서와 같은 부

모교육협약 시스템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도

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달리 수사 기관의 개입 없이 법원에서만

부모교육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과

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 영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 정도의 엄격

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부모교육명령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하

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태료라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금액의 과태료만을 부과

하고 있어 비행 소년의 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강제적 개입만으로도

부모와 가정의 역량, 책임감,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미국과 같이 엄격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소년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부모도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영국처럼 자

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개입을 토대로 법원의 명령에

기해 부모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국처럼 처벌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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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년 사건에서 형사조정 현황 및 개선 필요성

Ⅰ. 회복적 사법을 통한 소년 범죄 대응 필요성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 사회의 손실을 회복시키고, 당사자들 간의 재통합을 목표

로 하는 일체의 대응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165) 회복적 사법은 형

벌의 부과보다 당사자들 사이 관계 회복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당

사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166)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특징,

형법과 법질서의 의미 등을 직접 깨닫게 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화해를 통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통

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

금 범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 등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회복적 사법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167)

2. 회복적 사법의 주요 특징

회복적 사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억압과 응보적 형벌을

요소로 하는 전통적인 형사 사법과 명확히 구분되는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된 사회

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범죄

165) 이진국,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9권, 2006. 12., 7쪽～8쪽.
166) 이용식,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8., 289～291쪽.
167) 원혜욱,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 방안”, 이화여자대학교법학

논집제16권제1호, 2011. 9., 116쪽.



- 71 -

소년과 상호 작용을 시도하여 범죄의 원인이 된 장애를 제거해줌으

로써 지역 사회와의 통합의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 내지 피해자를

원상 회복시켜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넷째, 회복적 사법에서는 지

역 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168)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직접 참여를 통해 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적 가치를 지닌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하겠다.169)

3. 소년사법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

이러한 회복적 사법은 소년 사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요즘과 같이 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는

시대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가해 소년의 사회 발전에 기여, 이들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마련

된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소년 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형

사 사법적 대응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피해자의 관여와 회복, 가해자의 책

임 수용, 지역 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170) 이러한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소년사법

제도에서 소년사법절차의 선행단계로 회복적 사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171)

168) 이진국, 앞의 글, 9～11쪽.
169) 이보영, “회복적사법의 실천으로서 형사조정”, 한양법학 제26권 제4호, 2015.

11., 66쪽.
170) 윤현석․전명길,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화해권고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2., 348～349쪽.

171)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2016.
10.,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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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지역 사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소년과 함께 치유와 책임 수용의 과정에 참여하여 같이 변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모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회복

적 사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제25조의3에 소년부 판사는 품행 교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화해여부를 판단한 후 화해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

권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이 화해를 하면 소

년부판사가 이를 고려하여 보호처분 결정시 참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해권고제도는 소년보호사건절차에서만 적용

되고, 소년 형사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소년형사처분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규정 마련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소년사범에 대한 조기 개입과 종결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나 진정

한 사과를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조정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통해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한 사회화 교육이 가능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고 생각된다.172)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형사조정 시스템

이 형사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

사건에서의 형사 조정과 달리 소년 범죄에 대해서 전문화된 형사조

정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교 폭력 사건에서의 형사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172) 박광현, 앞의 글,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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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년 범죄 처리 과정에서의 형사조정 및 문제점

1. 현행 형사조정 시스템 검토

가.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 조정

형사조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아닌「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 사이 형사 조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동법 제41조

제1항), 형사조정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동법 제42조). “검

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동법 제45조 제4항) 형사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형사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다.173)

「형사조정 운영 실무운영지침」 제1조에 따르면 “형사조정의 목

적, 개념에 대하여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 분쟁에 대하여 공

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

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직

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174) 그 대상 사건으로는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173) 이용식, 앞의 글, 292쪽.
17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조정 실무운영지침(대검 예규 제
895호)」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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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 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③ 상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

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④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

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175)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되면 검사는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176)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조정 위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게 된다.177)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양형에 반영하고,

증거가 없어 혐의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

도 한다.178)

검찰에서는 형사조정 관련해서 조정위원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

보하고, 조정 능력 함양을 위해 조정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은 실시하고 있고, 즉일조정제도179), 전화조정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원만히 하고, 서로의 상

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5)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실무운영지침」 제3조.
176) 「형사조정 실무운영지침」 제2조 제2항.
177) 문재태,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6., 8쪽.
178) 「형사조정실무운영지침」 27조 ①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
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
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
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179) 검사실(직대방 포함)에서 양 당사자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일 조정을 의뢰하고 있는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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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년법상 화해 권고 제도

1) 도입 배경 및 의의

2007년부터「소년법」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25조의3 제1항)고 하여 화해권고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3항)라고 규정하였다.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고, 보호처분의 참작 사유

가 될 뿐이다.180)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들이 함께 만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가해자에게 말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도에 대

한 반성과 사회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합

의를 통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도

입된 제도이다.181)

그러나 위 제도와 관련해서 화해의 주도권이 판사에게 있어 당사

자 사이 갈등 해소, 지역 사회의 역할 제고 등과 관련된 회복적 사

법의 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비판

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정 외 화해

권고 회의를 활성화시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보다 충실하게 실현

되도록 하고 있다.182)

2) 운영 현황 및 내용

화해권고 제도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법원의 화

해 권고 결정에 따라 화해권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해 권고

180) 이용식, 앞의 글, 296쪽.
181) 윤현석․전명길, 앞의 글, 349쪽.
182) 이용식, 앞의 글,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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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 건수는 1년에 10건 정도였다. 이들은 법원

의 위촉 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화해 권고위

원들의 해당 소년들 면담 소요 시간 평균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보통

면담을 2번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183)

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정 제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제18

조184)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에게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시 그 분쟁

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가해 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

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

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사단계에 이르지 않은 학교폭력 발생시 위 규정은 의미가 크다

고 하겠다. 수사에 착수되기 전 학교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라는 목적이 아닌 가해 학생

에 대한 자기 성찰, 반성, 개선을 추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183) 윤현석․전명길, 상게논문, 364쪽.
184) 「학교폭력예방법」 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
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77 -

다만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소년들을 만나 위

자치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학

교 선생들에 대하여 더 큰 실망을 하고, 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

는 현상이 더 과해짐을 경험한 소년들도 있었다.

이는 위 자치위원회의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기간이 매우 짧게 되어 있는 점도 위 제

도의 한계라고 보여진다. 조정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렇게 짧은 기간에 그 동안 틀어졌던 관계 회복이 쉽게 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이러한 조정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 해결의 방식으로 잘

되기만 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수사로 전환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

치될 일이 없겠으나 실무에서 경험해보면 요즘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사건화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자치위

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분석

위 화해권고위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화해권고위원회는 주로

법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년 사건이 점차 다양화되고, 흉악해지고, 조직화, 첨단 범죄화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시 각 범죄별로 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들에 대

한 교육 내용 관련해서 소년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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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을 갖춘 화해권고위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

들이 마련될 필요 또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 화해권고위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소년들과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면담 이후 소

년들과의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본건 화해 권고가 소년 사범

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5)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이 그 효과를 제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협조가 잘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는 소년들 사이에서만 화해가 아니라 부모들과의 화해 과정, 부

모들에 대한 치유, 교육 등도 함께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폭력법상의 분쟁 조정 관련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

개월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절차와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소년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 학생의 경우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반성하

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전문가를 확보하고, 프로그

램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년범죄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조정 제도들이 제대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년 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85) 윤현석․전명길, 앞의 글, 364～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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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모 참여 등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구축 필요성

1. 논의의 쟁점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해당 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지도, 감독을 하거나 해당 소년이 특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가해 소년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자기반성의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는 회복적 사법을 토대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조건부 기소

유예가 실시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대상 소년의 진정한 자기 반성, 성인이 되기 전 올바른 자아 형성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인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배상 등의 목표가 아닌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기초를 둔 회복

적 사법을 토대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186)

2. 부모 참여 등 소년범죄 맞춤형 형사조정 도입

소년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소년이 범죄의 주체가 되어 저지를

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 피해자 또한 소년이라는 점이다. 이에 일

반 형사조정 절차와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통해 서로 독립적으로 대화하고,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회복시켜주는 절차로 주로 진행되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

성인들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소년들은 이

세상을 공부하고, 사회를 알아가며 규범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

지를 제대로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소년들의 성장기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을 무시한 채 조정을 성인 사건처럼 시행한다면 오히려 사회

적 부작용이 더 심해지리라 생각된다.

186) 이승현, 앞의 글, 220～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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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사를 하면서 소년 사건 중 학교 폭력, 따돌림 사건을 형

사조정에 회부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조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

들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조정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조

정이 무엇이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참여하는 것 같았다.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위와 같은 조정 절차에서 빠지

게 되고, 결국 부모들의 문제가 되어 부모들이 서로 원하는 바를 말

하고 있었다. 소년 범죄 관련 형사조정 절차에 부모들이 참여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각자의 치유, 피해 회복, 가해자 부모의 경우는

진정한 반성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소년들의 분쟁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의 진정한 참여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년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조정 위원들로 구성되고, 일반 조정 절차와는 다른 접근, 진행 과정

으로 구성된 소년 사건 전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7장 소년 범죄 관련 외국 형사조정 체계

Ⅰ. 독일

1. 개요

독일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무 프로그램은 원상회복과 가해자-피

해자-조정으로 불리어진다. 원상회복이란 행위자의 자발적 급부로

범행 결과를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가해자- 피해자- 조

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발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이를 통한 갈

등 해소의 과정을 의미한다. 원상회복과 가해자-피해자-조정은 범행

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리해서 파악한 것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소년범

죄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 12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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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1차 「소년법원법」을 통하여 「소년법원법」 제45조와 제47

조187)에 비로소 규정되게 되었다.188)

2. 구체적 내용

독일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처분의

내용 중 가해자-피해자 조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화해

의 노력을 진지하게 한 것만으로 절차 중지를 할 수 있고, 배상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가해 소년이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교육 처분을 취하지 않

아도 된다고 본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년전담검사 등의 제안을 받고 할 수도 있다. 제45조 제2항

제2문에서 언급한 화해는 제45조 제2항 제1문에서 정한 교육 처분

이189) 아니라 교육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고 한다.190)

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7호191)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조정이

교육 처분의 일종인 교육 지시로 시행되는 경우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했거나 화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판사에

187) 「소년법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범죄소년에 대한 공소가 제기
된 경우에 소년전담판사는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처분이 이
미 실행되었거나 개시되고 있을 경우 절차를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국, 앞의 글, 18쪽.

188) 이진국, 앞의 글, 17쪽.
189) 「소년법원법」 제45조 (2) 검사는 교육 처분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시작되었

고,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및 공소의 제기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절차를 중지한다.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은 교육처분과 동등한 것으
로 본다. 교육처분은 범죄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지시(Erteilung von Weisungen), 교육
원조(Erziehungsbeistandschaft), 선도시설원조(Fürsorgeerziehung) 등이 있다
(「소년법원법」 제9조). 이승현,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04쪽.

190)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번), 75～76쪽.
191) 「소년법원법」 § 10 (1) 7. attempt to achieve a settlement with the

aggrieved person (settlement between offender and victim). “가해자-피해자
-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제적 지시 사항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진국, 앞
의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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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안하고, 판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92)

가해자-피해자 조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각 조치가 적합한지 파악

해야 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가해자가

책임을 깊이 느끼고, 불법을 스스로 인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 그 조정은 실패한 것이고,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조정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독일법상 가해자- 피해

자 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193)

소년전담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분할하여 지

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가해자가 지급을 시작하고, 이를 완납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의사를 진지하게 나타낸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절차 중지가 되고 나서 피해

배상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차 중지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194)

현재 독일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초창기에는 형사사법과 결부된 공적인 기관들이 다

수였으나 이후 사설 기관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195)

Ⅱ. 미국

1. 개요

미국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배상 프로그램과 피해자-가해

자-화해 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s)은 구

별되어야 한다. 배상 프로그램은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192) 소년법원법 § 45.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756.
193)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번), 76쪽.
194)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번), 76쪽.
195) 이진국, 앞의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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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다.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해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과정이다. 이러한 화해 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대

부분 소년 범죄자이고,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범죄는 주로 경미 범죄

가 대상이다. 중범죄나 폭력 범죄도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차지하

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6)

아래에서는 미국에서의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소년 사범들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2. 대표적인 형사조정 프로그램 소개 및 내용

가. 캘리포니아의 ‘Make It Right’

샌프란시스코 지역 검사가 처음 시작한 ‘Make It Right’ 프로그램

은 중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특정 비행의 반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13～17세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 중이거나 조

직에 가담되어 있는 소년은 대상이 아니고, 해당 범죄는 무기와 관

련이 없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대상 소년 및 피해자가 참여에 동

의해야 한다.197) 이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토대로 가해

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을 피해와 연결시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해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지역 사회, 가족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회의에 참여한다. 이후 지역 사회의 사

건 담당자는 소년이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는 6개월 동안 소년을 지

원한다.198)

196) 이진국, 앞의 글, 14～16쪽.
197)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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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 전 요건이 되는 소년에게는 ‘Make it Right’를 통해 ‘회

복 커뮤니티 회의(restorative community conferencing)’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 소년, 피해자 및 지지

자 (가족/보호자, 청소년 서비스, 학교, 코치 포함)는 지역 사회를 기

반으로 한 피해를 회복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만들고, 피해자, 지역 사회, 피해자이 가족은 초래된 손해를

이야기하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례 관리자의 지원으로 해당

소년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합의를 완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

지면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는다.199)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해자, 피해자 양측 청소년의 가족

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의점 도출에 함께 노력해 나간

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의 보조금으로 두 개의 비영리 기관에서 운

영되고 있다고 한다.200) 2017년까지 32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고, 2017년 5월 기준 14%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다른 대조군들에 비해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201)

나.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Common Justice’

뉴욕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Common Justice’ 프

로그램은 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이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

198)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 89쪽.
199) https://sfdistrictattorney.org/make-it-right
200) "Make it Right"는 SFDA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두 조직 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데, 이 회의를 용이하게 하는 Community
Works West, 지역 사회에 기반한 광범위한 지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합
의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Huckleberry Youth Programs간의 협업으로 이뤄
지고 있다. https://sfdistrictattorney.org/make-it-right

201) https://sfdistrictattorney.org/make-i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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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을 토대로 한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의 기회, 가해 소년에 대해서는 긴 구금 대

신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프로그램은 브루클

린, 브롱스 지역 대법원에 중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16세～

26세 소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전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건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되고, 피해

자, 검찰청, Common Justice20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

은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배우자 폭력 등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203)

‘Common Justice’는 브루클린 지역 검찰청, 브루클린 대법원, 브

롱스 지역검찰청, 브롱스 대법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소년은 일시 구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의 대상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계약 위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제

외된다. 프로그램 담당 직원은 12개월에서 15개월간의 집중적인 폭

력 중재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면서 배상, 광범위한 지역 사회

봉사, 학교, 직장 출석 등의 약속을 당자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준수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이행을 모두 성

공적으로 완료한 피고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204)

2017년 7월 기준 가해 소년 75명, 피해자 108명에 대하여 이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는데 재범을 하여 프로그램을 중단한 가해 소년

은 7% 이하였고, 프로그램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소년은

11%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년의 77%는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 프로그램은 접근이 어려운 피해

자, 유색 인종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연구 결

과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프로그램 담당자는 트라

202) Common Justice는 지역 검찰청과 연계하여 구금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과 심각
한 범죄, 폭력 범죄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3)이승현, 앞의글(각주 66), 89～90쪽. https://www.commonjustice.org/common_justice_model.
204) https://www.commonjustice.org/common_justice_model.



- 86 -

우마의 호전 등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평

가하고 있다.205)

다.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학교 폭

력의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성장기 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

문제를 일반적인 형사 사법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에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체 분쟁 해결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0년대 미국에

서 처음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또래조정 프로그램(Peer Meditation

Program : 이하 PMP)이 도입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PMP가 학교

내 분쟁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증명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

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206)

1) 또래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과정

대부분의 조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또래조정프로그램의 참여

에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조정 과정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

다. 조정중재 과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가자들은 모든 논쟁자와 조정자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해

야 한다. 논쟁자들은 서로 욕설 금지, 방해 금지, 서로에 대한 비난

금지 등의 규칙을 고지 받는다. 규칙이 제시되고 나면 조정 과정이

시작되고, 갈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서로의 의견이 어떠한지 이야기

하고, 서로 답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양 쪽의 문제를 모두

205) 이승현, 앞의 글(각주 60), 90～91쪽.
206) 류병관,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학교의 또

래조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3권, 2013. 10.,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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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안을 작성하는 단계이

다. 두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면 조정안은 또래조정회의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 의하여 작성된다고 한다.207)

2) 구체적인 프로그램 검토

뉴욕시는 ‘창의적인 갈등 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이하 RCCP)’208)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① 폭력 및 폭력 관련 행동 감소 ②

배려 및 협조적 행동 촉진 ③ 갈등 해결 및 문화 간 이해의 생활

기술에 대한 학생들 교육 ④ 교실과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한 긍정

적인 분위기 조성이라고 한다. 위 RCCP는 뉴욕시 공립학교와 사회

적 책임을 위한 대도시 지역 (now Morningside Center for

Teaching Social Responsibility)의 주도로 개발되었고, RCCP는 폭

력을 예방하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생활 성공을 위한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다년간 전략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중재에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① 분쟁

해결 및 그룹 간 이해에 대한 교육 과정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교

사 교육 및 코치 ② 교육을 받은 교사가 제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교실 교육에서 해당 교육 과정 제공이다.

RCCP는 주어진 연령 그룹에 맞게 발달에 맞게 51 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RCCP 커리큘럼은 편견 해소, 갈등 해소, 협력 증진,

다양성 인식, 명확하게 의사 소통하기, 감정 표현하기, 분노 처리와

같은 몇 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여러

스킬로 나눠져 워크샵 형식으로 구성되며 30분에서 1시간까지 지속

207) 류병관, 상게논문, 68～69쪽.
208) RCCP (Resolve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는 인성 교육 및 사회 및 정서적 학습에

중점을 둔 학교 기반의 보편적인 중재로 RCCP는 어린이들에게 자기 관리, 협력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대인 관계의 효과와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youth.gov/content/resolving-conflict-creatively-program-new-york-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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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역할 연기, 인터뷰, 소그룹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통해 능동적인 듣기, 주장, 협상 및 문

제 해결에 대해 배운다.209)

이러한 또래조정제도는 학교 폭력 등 청소년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정하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스킬을

어릴 때부터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이들에게 해결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

시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미

국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Ⅲ. 영국

1. 개요

영국에서는 소년 다이버전의 한 형태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이버전이 완료되게 되면 소년이 받은 다이버전의

내용,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검사는 이

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이행 결

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유예하게 된다. 주로 기소유예(Defered

procecution)의 형태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통한 다이버전이다.210)

회복적 사법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해자 가해자 회의–훈련된 조력자가 이

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식적인 대면 미팅이 포함된다. 양쪽

지지자들도 참석할 수 있는데, 대개는 가족 구성원들이다. ② 지역

209) https://youth.gov/content/resolving-conflict-creatively-program-new-york-city
210) 이승현, 앞의 글(각주 66),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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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의–이것은 피해자 가해자 회의와 유사하지만 범죄의 영향

을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③ 간접적인 대화–때때로

셔틀 사법적 정의로 언급되는데 이는 훈련된 조력자에 의해 피해자

와 가해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포함한다. 참가자는 만나지

않으며 메시지는 편지, 녹음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211)

2. 형사조정의 유형 및 진행 과정

피해자-가해자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 토론은 YOT의 훈련된 회복적 사법 조력자

에 의해 주도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지지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조력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

게 그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야기된 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범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간다.

가해자에게 먼저 묻고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발생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요약한 결과를

합의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위원회(Restorative

Justice Council, 이하 ‘RJC’)는 어린 범죄자들과 함께 일하는 케이스

매니저들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어린 범죄자

들과 향후 작업에 유용할 수 있으며, 케이스 매니저가 참가자들 간

에 합의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212)

이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높은 만족도, 사건이 초래한 영향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여 그들이

범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회복적 개입을 한 뒤 삶의 질이 개선

된 많은 사례가 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들이 사법 과정에 직접

211) https://restorativejustice.org.uk/sites/default/files/news/files/dpn8_yot_infopack.pdf.
212) https://restorativejustice.org.uk/sites/default/files/news/files/dpn8_yot_infop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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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21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될 기회를 준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범죄자들 중 80%가 이 과정에 만족했고, 4분의 3 이상이

자신의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라

고 했다.214) RJC는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가진 실무자에 의해 중재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지원한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가 실무자들에게 특정한 문

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적절하다면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 없는 범주는 없다고 본다. 범죄의 단순한 분류보다 범죄의 구체

적인 상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

복적 정의의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경우를 근거로 이 프로그램 적용

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215)

Ⅳ. 캐나다

1. 도입 배경

캐나다에서 회복적 사법의 기원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갈등 통합

시스템 등으로 법적 제도로 규정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실시된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ORP)」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의

캐나다 소년법제는 1908년의 비행 소년법(Juvenile Deliquency Act)

에 대한 비판에 따라 사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이 탄생하였으며 1982년의 「소년범죄자법

(Young Offenders Act)」과 2002년의 「소년형사사법(Youth

213) https://restorativejustice.org.uk/sites/default/files/news/files/dpn8_yot_infopack.pdf.
214) https://restorativejustice.org.uk/sites/default/files/news/files/dpn8_yot_infopack.pdf.
215) https://restorativejustice.org.uk/sites/default/files/news/files/dpn8_yot_infop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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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Act)」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216) 캐나다의 회

복적 사법의 법적 근거는「형법전(Criminal Code)」과 「소년형사사

법」에 규정된 성인에 대한 대체조치(alternative measures)와 소년에

대한 재판 외의 조치(extrajudicial measures)라고 하겠다.217)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제도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실시되고 있

는데, 우선 연방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 규정들을 살

펴보고, 소년형사사법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규정들, 특히 조정 제도

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연방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

「연방 형법전」 제718조에서는 양형의 목적으로 (1) 피해자 또

는 지역 사회에 끼친 해의 변상 (2) 가해자의 책임감 향상과 피해자

및 지역 사회에 끼친 피해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방 형법전」제718.1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형법전」제718.2

조에서는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금형

이외의 다른 제재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원주민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복적 사

법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에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절차

를 진행할지 아니면 정식형사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연방형법전」 제717조에 따라 재량에 따른

대체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는 할 수 없고, 가해자가 동의하고, 사회와 피해자의 이익 측면에서

대체조치의 사용이 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이버전을 결정할

수 있다.218)

216) 오향숙, “캐나다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2015.
5., 129쪽.

217) 오향숙, 앞의 글, 136쪽.
218) 오향숙, 앞의 글,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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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형사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소년형사사법」제4조에서 재판 외의 절차는 “(a)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b) 범죄행위를 교정하

는 데 초점을 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중재로 이루어져야 하고,

(c)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19)

「소년형사사법」제5조에서 재판 외 절차는 “(a) 범죄행위에 대

하여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b) 어린 가해자들

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위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시키도

록 해야 한다. (c) 대가족을 포함한 가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이

조치의 성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d) 피해자가 선

택된 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

한다. (e) 가해 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비

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20)

여기서 말하는 재판 외의 조치란 경찰에 의한 사건 종결, 경고,

주의, 외부 기관에의 위탁, 검찰에 의한 경고 등이 있다.221)

한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서의 협의(conference)는 일반적으

로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한곳에

모여 경찰, 검찰, 치안 판사 등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

체적으로 가족 집단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 소년사법위

원회 양형서클 등이 있다고 한다.222)

219) Youth Criminal Justice Act § 4.
https://www.laws-lois.justice.gc.ca/eng/acts/y-1.5/page-2.html#h-470191.

220) Youth Criminal Justice Act § 5.
221) Youth Criminal Justice Act § 6, 7, 8.
222) 오향숙, 앞의 글,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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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형사조정 모델

가. 피해자-가해자 화해 조정

VORP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를 진행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

그램이다.223) 여기에서 피해자는 범죄가 자신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진술하고, 범죄와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자

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자

신의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VORP와 같은 화해 프로그램 의뢰는 경찰 단

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교정 단계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 전에 의뢰가 되고, 유죄 판결

을 받음이 없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224)

나. 협의회

협의회는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인, 가해자의 가족 및 친족 등이 출석하여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협

의회는 경찰과 학교장에 의하여 구성되고, 범죄 및 비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가해자가 야기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위 VORP와

의 차이점은 VORP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보다 피해 변상에 중

점을 두는 것에 반하여 협의회는 피해 변상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화, 가족 등의 참여를 통한 이해, 개선을 함께 중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225)

223) 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victim/rr01_9/p3d.html
224) 오향숙, 앞의 글, 142～143쪽.
225) 오향숙, 앞의 글,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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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로 가족집단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가 있고, 「소년형사사법법」제19조에서는 “소년 사건의

경우에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6)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집단협의회로는 토론토에 있는

The George Hull Centre, 에토비코케에 있는 The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ject, A New Option in Child Protection

Planning- Kelowna Community Resources, Family Group Decision

Making-The Manitoba Experienc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ssociation-Alberta, Confessions of a Family Group

Conference Coordinator The Bridge Program 등이 있다. 이 Bridge

Program은 특정 범죄 또는 사건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 가해자, 그들

의 지원 담당자 및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법원 절차와 유사하거

나 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227)

Ⅴ. 국내 시사점

독일, 미국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인 범죄가 아닌 소년 사

범들과 소년 범죄에 먼저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이

러한 측면을 보더라도 회복적 사법으로서 형사조정의 의미가 소년

범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사조정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독일,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사조정 프로그램은 가해자, 피해자의 각자 영역에서 서로의

상처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

복을 위해 직접 노력해 나가는 절차들로 이뤄져 있다.

226) Youth Criminal Justice Act § 19 (1) (1) 청년재판소판사, 지방법원장, 경찰, 치안판사, 검
사또는 youth worker는본법에따라결정하도록하기위하여회의를소집하거나소집할
수 있다. (2)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은 무엇보다도 대안적 조치가 적절한지, 임시 석방 조
건, 형의 선고에 대한 검토, 회복적 조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https://www.laws-lois.justice.gc.ca/eng/acts/y-1.5/page-3.html#h-470318

227) http://www.exit0.com/cheryl/fgc/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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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가족 등이 조정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 단순히 주장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 회복,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함께 노력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등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자녀와 함께 한다. 이러한 점은 부

모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통합도 중요한 측면으로 다뤄지는데, 범죄

의 발생과 해결을 단순히 가해자-피해자 양면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역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해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소년사범들에 대해 먼저 회복적 사법이 고려되었다는

것은 소년 사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들을 잘 키워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진 시민

으로 양성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문

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연습시켜 다시 사회

로 진입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겠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이러한 회복적 사법을 통한 소년

사범들의 범죄 예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

사조정과 관련해서 소년 사범들에 대한 형사조정 프로그램은 더 세

심하고, 한 개인의 삶과 그 소년의 가정, 부모까지 생각하고, 변화시

킬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

합의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노력했다는

점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소년 사범에 대한 형사 조정은 소년 사범에 대한 교

육 처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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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소년 사법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과 부모, 학교에만 맡겨 놓기에는 그 해결이 점점 어

려워지는 듯하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초등학교 때부터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여러 소년 사범들의 문제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분쟁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어릴 때

부터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8장 결론

이 연구는 소년 범죄를 수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소년 사범들의

부모와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어 국가가 체계화된 시

스템을 확립하여 부모와 가정에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

에서 시작되었다.

생활수준 중류 계층에 속한 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늘고 있고, 부모

의 역할 상실,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소년들의 가출, 여자 청소년

들의 성매매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존감이 낮은 소년들의 SNS 등을 통한 범죄

과시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소년 범죄

에 제대로 대처하고, 이들의 재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부모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국내 민사법에서는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에게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무위

반과 미성년자의 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민법」 제

750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

정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정 사례도

많지 않다. 민사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과 인정 기준을 미국과 캐

나다 정도로 구체화하여 부모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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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년법」 제

32조의 제3항에 따른 법원의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학

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모교육 의

뢰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과 관

련된 책임이 아니다.

부모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고, 형사적인 법적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나라 소년 사범들의 부모들

이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었을 때 느끼는

책임 의식의 정도가 미국, 영국과 다르다.

또한 미국, 영국 등과 달리 국내 수사 단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교

육 근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소년은 문제가 있는

가정과 부모에게 그대로 돌아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지내게 된다.

보다 빠른 부모의 변화,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미국, 영국

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 부모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부모의 부족한 양육에 대하여 이를 세분화

하여 고의 요건 없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

아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고, 다이버

전의 기회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캘리포니아 「수정 형법」 제272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보호자

가 자녀에 대해 합리적인 보살핌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부

과하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부모에게 미국과 같은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부모교육협약, 부모교육명령이라는 제도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YOT라는 전문화된 소년 전담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부모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부모교육협약이라는 자율적 형태의 부모 교육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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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모교육명령에 불응한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과 같은 엄격한 부모 책임은 가정과 부모의 자율성을 침해하

는 정도가 중하다는 비판이 많고, 부모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한 위반시 부모교육명령을 강제하는 영국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사 단계에서 부모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면 아버지 교육 프로그

램, 젠더적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가족 유형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

해서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더 이상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프로

그램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부모가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며 그 부모의 개개인 특징이 다양하

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부모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그 효과를 추적하

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 실효성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기

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간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추적 연구해 나가 제대로 된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들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년 맞춤형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소년 맞춤형 형사조정의 특징은 국내 형사조정과 달리 긴

시간 동안 가해, 피해 소년들을 지원하며 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양

측의 가족들, 부모,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소년만이 변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에 양측의 부모,

가족들을 참여시켜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부모와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 정의에 부합한 소

년 범죄 대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Make It Right」의 회복

커뮤니티 회의 방식과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피해자 가해자 회의

의 운영 방식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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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독일에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을 성실히 거쳤다는 이유

만으로 가해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처분은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소년 맞춤형 형사조정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우리는 소년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사조정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부모로 하여금 상당 기간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아이들과 함께 변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진정한 회복적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 소년 사범의

재범을 막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형성에 이바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00 -

[국내문헌]

단행본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2018년)

대법원, 법원실무제요(소년), 2014법무부, 법무연감(2017)

박준휘 외 39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법무부, 법무연감(2018)

논문

강경래, “소년 비행과 부모 책임”, 소년보호연구 제16호, 2011. 6.

강경래, “미국소년사법의 새로운 전개 –소년법적용연령의 확대에

따른 엄벌주의로부터의 탈피”,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1호,

2018.

강경래, “아동학대의 사전방지정책으로서 부모의 License화론-

Hugh Lafollette의 「Licensing Parents」론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3호,

김길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내용 분석 연구”, 열린부모

교육 연구 제9권 제4호, 2017. 12.

김두상, “소년강력범죄의 사전 대응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30권 제

1호, 2019. 2.

김성은,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제4호, 2017. 12.

김윤경․이다미,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이혼

가정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권

제1호, 2011. 3.



- 101 -

김은주, “외국의 부모교육명령 제도가 한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주

는 시사점”, 부모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009.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지선, “외국의 부모 교육명령 제도 분석과 함의”,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제12권, 2014.

김창렬,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2. 10.

노자은․손진희, “가족문제 해결 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효

과 연구”, 법과인권 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9. 4.

노청한, “외국의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보호자교육의 입법화 추세

및 사회 내 처우로서의 활용 현황 개관”, 법조 제57권 제6

호, 2008. 6.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동반 의사소통향상 보호자특별

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4권 제2호, 2014. 12.

류병관,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학

교의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3권,

2013. 10.

문재태,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6.

박광현, “소년사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

호, 2016. 10.

박호현․김종호,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고찰-소년 사법의 보호

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호, 2018. 2.

반기리, “여자 소년원 아이들의 일상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

학원 인류학석사학위논문, 2014. 2.

심용철․신경미, “여성 청소년의 SNS 과몰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4권, 2017. 10.



- 102 -

오향숙, “캐나다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2015. 5.

원혜욱,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 방안”, 이화

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2011. 9.

윤옥경․이유진,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 청소년 정책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2호, 2018. 12.

윤성민, “사춘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심리교육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및 요구도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

구 제24권 제1호, 2017. 1.

윤현석․전명길, “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화해

권고 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법

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2.

이보영,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서 형사조정”, 한양법학 제26권 제4호,

2015. 11.

이수정․양원석,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심리학회

지, 제30권, 2011. 9.

이승헌, “소년 다이버전 개념의 재정립”, 소년보호연구, 2011. 6.

이승현,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이승현,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8. 12.

이용식,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인 듯 소년

아닌 소년 같은 자들에 대한 사법과 교육의 경계 위에서 -

조화될 수 없는 조화를 위하여 -”,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

3호, 2015. 9.

이용식,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8.

이은영,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제2권, 2012. 11.



- 103 -

이은영,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

공평한 책임 분담을 위한 불법행위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2017. 5.

이인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2018. 8.

이정주․이종연,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상담연구 제15권

제2호, 2014. 4.

이진국,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제9권, 2006.

12.

임정화․전종설, “부, 모의 양육 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 여 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

8호, 2012. 8.

정병수․이윤호, “여자청소년의 일탈적 생활 양식과 성범죄 피해의

관계- 일반 청소년과 시설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범죄학 제6권, 2012. 6.

정해숙,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젠더리뷰 제23권,

2011.

최영승, “소년범의 기소유예에 관한 고찰 – 재범방지를 위한 처분

관련 몇 몇 유의미한 논의들”,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3호,

2017.

[외국문헌]

단행본

Ministry of Justice/Department for chidren, schools and
families/Youth Justice Board, Parenting Contracts and
Orders Guidance, 2007



- 104 -

논문

Eleanor Peters, I blame the mother : educating parents and the

gendered nature of parenting orders, Gender and

Education, 1, 2012, Vol.24

Elena R.Laskin, How Parental Liability Statutes Criminalize and

Stigmatize Minority Mother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37, 2000.

G. Robert Williams, The Application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a Public School Setting,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 8 No. 1, 1. 2000

John Muncie, Institutionalized Intolerance : Youth Justice and the

1998 Crime and Disorder Act, Critical Social Policy,

19(2), 5. 1999

Linda A. Chapin, “Out of Control? The Uses and Abuses of

Parental Liability Laws To Control Juvenile Deliquency

In the United States, Santa Clara Law review, Vol.37, no

3, 1997.

Naomi R. Cahn, Pragmatic Questions about Parental Liability

Status, Wisconsin Law Review, 1996

Randal K. Hanson, Parental liability, The Wisconsin Lawyer, Vol.

62(9), 9. 1989

Jerry E. Tyler, Parental Liability Law: rationale, theory and

effectiveness,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7(1), 2000.

William, G.R, “The Application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a Public school setting, the family j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8, 2000.



- 105 -

ABSTRACT

A Study on Parental Liability in Juvenile Justice

Focusing on educating parents and parents’ involvement

HEA JIN SHIN

Department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cope with juvenile crime and prevent the crime of

juvenile offenders, don't just blame them, but the state actively

intervenes in the home, asks parents to take liability, and educate

parents to quickly change the home environment where the child

is.

In Korea,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civil liability for

parents are not specific,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re are few recognized cases, and no criminal liability for

parents is recognized. For this reason, the parents' liability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is very low.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e basis of education for

parents at the investigation stage.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bout child, he or she has a

chance to change, while the parents and the family he is going to

return to still have many problems. Un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parents and family are solved, the child will again live

in an environment prone to repeat crimes, and we will find it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juvenile crimes. Thus it is d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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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Korea to step in to manage and educate parent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The U.S. has placed strict criminal liability on their parents,

but most states, including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not

prosecuted against parents who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ir parental education program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vergence, such as section 272 of the California Correctional

Criminal Code, before taking criminal liability.

Britain holds parents accountable under the system of parenting

contracts and parenting orders. It is establishing an autonomous

form of parents education system called the Convention on

Parents' Educ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of parents for

disobeying parent education orders, which also give them

opportunities several times so that their parents can get their

parents'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Because many critics say that strict parental liability such as

the U.S. infringe on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 such as the U.K. to enforce parenting orders only when

it becomes a serious situation that guarantees autonomy to

parents but cannot be left to their own.

If educating parents is implemen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parents should be educated by various programs such as

father education programs, gender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type programs instead of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child’s ability to resolve

disputes, in order to utilize child-targeted criminal vitcim-offender

medi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etc.

Sinc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root of the problem only if a

child changes, a system is needed that allows par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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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f the two sid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discuss

it together and change their families at the same time.

I think it will help us a lot to see how the "Make It Right"

recovery community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alifornia and

how the U.K. operates a meeting of offenders and victims.

And whil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Korea is reflected

on sentencing only when mediation is established or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re fulfilled, the U.S. and Germany

may not suspend indictment or indict juvenile offenders just

because they have gone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even if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We, 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need to be suspended for prosecution just because they

went through mediation process in terms of restorative justice.

KEY WORDS

child, juvenile, delinquency, minor, parent, family, home,

education, liability, responsibility, involvement, tort, supervisor,

contract, guardian, autonomy, order, school violence,

communication, organization, sns, gender, mental, father, rational,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mediation, counci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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