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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정시설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0년 이내 신축된 국내 교정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연미

지도교수 백진

  오늘날 교정시설은 도시 속 고립된 섬으로 외로이 존재한다. 시

설을 둘러싼 높은 담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경계 짓

고‘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서서히 지워낸다. 사람이 살고 있다

는 사실이 잊힌 이곳은 배척의 공간으로 굳어간다. 담 밖의 ‘착

한 사람’들은 적대감과 두려움을 쉬이 지우지 못하며‘나쁜 사

람’들의 고립감 역시 심화된다.

  한편, 교정의 근간을 이루는 교정이념은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

의 시간동안 형벌, 배척, 박탈의 응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응보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수용자의 인간적 처우를 중시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인본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행형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러한 역사는 단절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야 수용자의 처우

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날에도 우리나라의 교정이념은 교화, 회복, 치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단초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이러한 이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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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과 박탈의 공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과 교정이념 사이의 깊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수용자의 거주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교정이념

을 실현할 수 있는 수용자의 거주환경은 최소한의 자유와 안전, 

편안함을 보장하여야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

고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

용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동 내‘치유환경’을 도

입하고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이루도록 돕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유환경이란, 적절한 환경적 계획을 통해 해당 공간에 거주하

는 사람의 자발적인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지원하는 환경을 말한

다. 건축에 있어 치유환경은 주로 병원 시설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인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적용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환경과 교정시설은 쉽게 연

결 짓기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Mandela Rules)과 치유환경 기본 원리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인본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정이 수용

자를 대하는 태도와 적절한 환경 구현을 통해 사람의 치유를 돕는 

치유환경 개념은 결국 그 궤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치유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하였으며 국제 치유환경 건축포럼(Therapeutic Environment 

Forum)과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치유환경 가이드라인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의 디자인 원칙을 참고하여 치유환

경의 건축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환경 분

석의 틀을 구축하고 치유환경의 관점에서 국내 및 국제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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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가이드라인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

이드라인은 치유환경 관련 내용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었다. 둘

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수용자 권리에 대한 명시가 

부족하였다. 셋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 구

현에 있어 핵심적인 국내 교정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

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이 실제 국내 교정시

설의 치유환경 구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10년 이내 준공된 국내 교도소 6곳의 수용동을 대상으로 치유환경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치유환경 요소가 누락

된 경우 실제의 교정시설에서 해당 요소가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상 수용자의 권리에 대

해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비점이 계획에 영향을 

미쳐 치유환경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

내의 교정시설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국내 행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용자의 권리보다 시설의 보안성을 우선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

인은 치유환경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치유환경의 필요

성을 느끼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선 

및 제안하여 치유환경 구현을 유도하였다. 본 논문은 앞으로 지어

질 교정시설 설계와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에 있어 활용

될 수 있는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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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영복은 그의 옥중서간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 수감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교도소의 문화는 우선 침묵의 문화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과거를 

열지 않고 그리고 입마저 열지 않는, 침묵과 외부와의 거대한 벽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쓸쓸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도 응답 없는 침통한 침묵

이 15척 높은 울이 되어 그런대로 최소한의 자기를 간수해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문화는 또한 요설(饒舌)의 문화입니다. 요설은 청중을 미아로 만

드는 과장과 허구와 환상의 숲입니다. 그 울창한 요설의 숲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좀체 알 수 없습니다. 숲 속에 흔히 짐승들이 사람을 피해 숨어살 

듯이 장광설은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는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침묵과 요설

은 정반대의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 속의 우리를 한없이 피곤

하게 하는 소외의 문화입니다. (중략) 불신과 허구, 환상과 과장, 돌과 바람, 

이 황량한 교도소의 문화는 그 바닥에 짙은 슬픔을 깔고 있기 때문이며, 슬

픔은 그것을 땅 속에 묻는다 할지라도‘썩지 않는 고무신’, ‘ 자라는 

돌’이 되어 오래오래 엉겨 붙는 아픔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1)

도시 속 교정시설은 고립된 섬으로 고독히 존재한다. 커다란 부지

를 차지하고 때로는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를 잡기도하지만 차라리 

외따로 버려진 섬의 모습에 가깝다. 부지를 둘러싼 높은 담은 안과 

밖을 경계 짓고 그 경계는 다시 ‘선(善)’과 ‘악(惡)’을 구분하는 

1) 신영복,『감옥으로부터의 사색』침묵과 요설(饒舌) (서울: 돌베개), 1998 

p.24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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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어 단절과 긴장을 유지한다. 사회의 모든‘악(惡)’을 응축

하고 흡수하여 스스로 그의 외연이 되어버린 이곳은, 응당히‘선

(善)’으로부터의 외면과 배척을 수용하고 감내한다. 단지 소통의 단

절과 심리적, 물리적 소외감뿐 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통이 

일상의 영역에서 지속된다.2) 이렇게 담 안의 공간은 쉬이 외면당하

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곳엔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는 수용자의 기본권 박탈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합

당한 처우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 제 1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

자들 역시 국민의 일원이므로 그들에게 제한되는 모든 기본권은 정

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인권적인 측면 때문만은 

아니다. 수용자의 고통은 결코 그들의 몫에서 끝나지 않으며 재범의 

악순환을 통해 결국 사회의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송영남의 연구(2015)에 따르면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수용자 중 

약 43%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이정민의 

연구(2013)에서는 수용자들의 심리적, 심리적 요소 중 자아 존중감, 

자아통제력, 상대적 박탈감 등은 재범 가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2) 이와 관련하여 사이키스(Sykes)는 1958년 뉴저지 주립 교도소를 방문하

여 수용자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연구한 바 있다. 그는 구금 생활로 인해 수

용자들이 겪는 고통을‘구금의 고통(The Pains of Imprisonment)’이라고 

명명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다섯 가지의 박탈(자유의 박탈(The 

Deprivation of Liberty), 재화와 서비스의 박탈(The Deprivation of Goods 

and Services), 이성과의 성적 관계의 박탈(The Deprivation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자율성의 박탈(The Deprivation of Autonomy), 안전의 박탈 

(The Deprivation of Security))’로 보았다. 송영남 외 2인, 교도소의 교정환

경이 수형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 38호, 2015 p.100 참조 

및 간접인용
3) 송영남 외 2인, 상게서, p.115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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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이

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교정의 패러다임은 응보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수용자

를 격리하고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사회

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게 되었다. 여

전히 국내의 교정은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과학적인 방법

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은 여전히 응보의 공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에 대한 ‘이념’과 ‘시설’의 상반된 대응 방식

은 극복하지 못할 괴리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교정의 큰 목적(즉,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로의 안전한 복귀)을 흐리고 만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장

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시설 환경의 괴리를 극복해야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오늘날 교정이념에 부합하는 시설이란 곧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치유하도록 돕는 

공간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극복 방안

으로 수용동 내 치유환경도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교정시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 살펴본다. 더불어 본 연

구가 앞으로 신축될 국내 교정시설과 교정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교정시설 및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고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4) 이정민,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刑事司法硏究, 第3卷 
第2號2013 p.128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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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장에서는 먼저 치유환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치유환경을 정의하는데, 

연구자와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치유환경 구성요소가 달라지므로 이

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교정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정 이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정시설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 뒤 교정시설과 

치유환경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The Mandela Rules)과 치유환경 요소의 연관성 살펴보고, 미

국 NIC(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US Department of Justice)

의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교정시설 수용동 내 치유환경 도입과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의 상관관계 및 중요성을 밝힌다. 이후 교정시설 설

계 가이드라인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델라법칙을 근거로 만들

어진 UNOPS의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과 「국내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을 치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과 함께 분석한다. 

4장에서는 현행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측면에서의 평가 및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유환경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2장에서 제시한 분

석의 틀을 기반으로 최근 10년 사이 신축 혹은 이전된 교정시설 중  

교도소 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및 분석한다. 5)또한, [표 1-1]에서 알 

5)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교정시설은 최근 10년 이내 신축된 

시설 중 교도소 6개소이며, 그 중 답사가 이루어진 시설은 A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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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정해진 일과시간이 있는 수용자들의 생활 특성상 사회적 

행위 혹은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수용동의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주요 공간을 연구의 대상

으로 둠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적용 가능한 치유환경 요

소를 찾고 그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정

시설의 설계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정시설 설계의 핵심적

인 매뉴얼 및 표준을 담고 있는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지침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현행 교정

시설의 치유공간을 구현하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

함으로써 앞으로 신축될 국내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구현을 유도한

다. 

(2016.09.30.방문), E교도소 (2016.08.26.방문)이다. 보안시설이라는 특성상 분

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답사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는 도면과 

사진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간 행위 장소

6 : 20  기상 수용거실

6 : 30 인원점검 수용거실

6 : 50 ~ 8 : 00 아침식사 및 청소 수용거실

8 : 00 일과시작 거실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8 : 20 ~ 11:50 일과 및 오전 작업

작업장, 운동장, 다목적실. 

종교실,

대강당 등

12 : 00 ~ 13 : 00 점심식사 및 휴식 작업장

13 : 00 ~ 16 : 50 오후 작업

작업장, 운동장, 다목적실. 

종교실,

대강당 등

17 : 10 일과종료 작업장에서 거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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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계획방향을 종합하고 

제시하며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1.3 선행연구 분석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초반 선행된 치유환경 관련 연

구들은 대부분 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점차 치유환

경 관련 연구의 대상시설은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도시 공간, 

거주 공간, 교정시설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하리는 2010년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교

정시설과 치유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적합한 치유환경요소를 

정리함으로써 치유환경요소를 적용한 교정시설 수용동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모두 언론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상물만을 근거로 하였다

는 점에서 분석의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교정시설 

건축 계획에 있어 핵심적인 건축설계표준지침이 되는 ‘교정시설 설

계매뉴얼’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수용동의 개략적인 실내 

환경을 포괄하여 분석 및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시설에 실제로 적

용 가능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17 : 40 ~ 18 : 00 저녁식사 및 청소 수용거실

17 : 30 ~ 21 : 00 자유시간
수용거실/

다목적실

21 : 00 취침 수용거실

표 1-1 기결수용자의 하루 일과표(예시) 

(출처: 교정본부 홈페이지 저자 재편집)



- 7 -

년도  저자 논문제목 출처

대

한

건

축

학

회

논

문

집

2004
이윤희,

이연숙

한국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0

(2004-10)

2006
최영미 외 

2인
치매노인을 위한 통합감각자극환경의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2

(2006-07)

2007
박승환, 

최무혁,

여성전문병원 치유환경요소의 우선순위 분석에 의

한 중요인자 도출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3

(2007-03)

2007
박승환 외 

2인

치유환경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여성전문병원의 건

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3

(2007-04)

2007
최영미,

양내원

치매거주자의 공간이용행태에 따른 치유환경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3

(2007-05)

2008
변혜령 외 

3인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유형, 위치, 주변 환경에 따른 

건축특성 비교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4

(2008-11)

2008
강혜진, 

박영기,
노인전문병원의 옥외 공간 계획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4

(2008-12)

2009 김민규 노인주거단지의 외부공간 디자인 요소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5

(2009-10)

2012
손지혜, 

양내원,

국내 의료시설 기본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환

경개념의 반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28

(2012-07)

2014
임영환,

김영인
충남지역 지방공공의료원의 친환경성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30

(2014-04)

2015
임영환,

박수현
일본 도쿄 지역병원의 친환경성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31

(2015-07)

2018
이은지,

박성준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주택 내 바이오필릭

디자인 패턴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

계: Vol.34

(2018-02)

학

2003 김용우
국내 종합병원 병동부 다인병실의 치유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05 박민수
환자 중심적 측면에서 본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

부 대기공간의 치유환경요소에 관한 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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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

문

서울지역 종합병원 내과 외래진료부 대기공간을 중

심으로

2006 김선미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환경을 도입한 옥외공간설계

지침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석논

2007 박승환
치유환경 평가를 통한 여성정문병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건축공

학과 박사논문

2010 조주영
치매노인요양시설의 치유환경 평가도구 개발에 관

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논

2011 이소연
지역사회의 정신겅간을 위한 심리치유환경 계획안: 

자연적요소를 도입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논

2011 신혜원
생태요소를 적용한 체험과 테마중심의 치유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2 기하리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석논

2012 최은미

치유환경요소로써의 실내조경 디자인 표현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형종합병원 중앙대기홀

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3 박계화 치유환경을 적용한 Wee 스쿨 실내디자인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3 이유진 구)장항제련소 주변 이주마을의 치유환경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환경조경학 

석논

2013 박혜진
멀티테라피요소를 적용한 알코올중독 피해가족을 

위한 치유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3 진현승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공용공간의 치유환경요소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3 김정운

사회적 치유 개념을 도입한 도서관 공간 구성 요소

에 관한 연구: 국립예술자료원 리노베이션을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5 강현주
치유환경요소를 고려한 노인요양병원 실내계획에 

관한 연굽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5 신은주 어린이병원 병동부에 대한 치유환경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6 최지은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을 위한 공용공간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치유환경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표 1-2 2000년 이후 진행된 치유환경 관련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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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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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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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치유환경과 교정시설

2.1 치유환경(Healing Environment)의 이론적 고찰

2.1.1 치유환경(Healing Environment)의 개념

  치유(治癒, Healing)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을 의미한다. 여기서‘Healing’은 게르만 조어(祖語) ‘hailjan’과 

‘전체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고대 영어

‘Healen’(cure; save; make whole, sound and well)을 거쳐 변화하

였다.6) 따라서 ‘Healing’이란 정신과 육체, 영혼이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전체를 만듦’으로써 건강을 되찾는 과정과도 같다. 치유

(Healing)와 치유과정(the healing process), 치유환경(Healing 

Environment)에 관한 개념은 학자와 연구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다양

하게 나타난다. 

   건강 지리학을 연구하는 윌버트 게슬러(Wilbert Gesler) 교수는 저

서『Healing Places』7)을 통해 다양한 학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치

유과정이란 무엇인지 말한 바 있다. [표2-1]은 이를 정리하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것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치유란 신체적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에만 

6) https://www.etymonline.com/ 참조
7) Wilbert M. Gesler, 『Healing Places』(US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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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의‘정신(mind)’적 휴식과, 심리적, 감정적인 

욕구충족,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때야 비로소 ‘치유’가 가

능해진다고 하였다.8) 그에 따르면 신체와 심리적 영역은 따로 기능

하지 않으므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누군가의 신체적(physical), 

심리적(mental), 종교적(spiritual), 감정적(emotional) 그리고 사회적

(social) 자원은 모두 상호 영향을 미치며, 치유과정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9)  

8) 상게서, p.3 간접 인용 
9) 상게서, p.3 간접 인용

contents keyword

“A commonly encountered idea is that healing is 

multidimensional; it includes physical or biological, 

mental, spiritual, emotional, and social elements.”

multidimensional

physical or 

biological, 

mental, spiritual, 

emotional, 

 social elements.
“The idea is that healing is facilitated by 

integrating the physical, mental, spiritual, emotional, 

and social components of a patient’s being. Each of 

these components affects the other.”

physical, mental, 

spiritual, 

emotional, social 

components
“W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eople is that 

their lived experience has meaning for them. Healing 

is there fore made easier if a proposed treatment is 

meaningful to a person in terms of their physical, 

spiritual, emotional, and social needs.”

lived experience,

physical, 

spiritual, 

emotional,

 social needs.
“The healing concept arie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o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the 

humanistic approach is our final theme.”

humanistic

표 2-1 치유와 치유과정의 개념 (by. Wilbert M. Gesler) (출처: Wilbert M. 

Gesler, 『Healing Places』(US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pp.3-4의 내용을 직접인용 및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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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경건축학’의 선구자인 에스더 M. 스턴버그 박사는 “질

병과 건강이 명사라면 치유는 동사다. 치유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움직임

이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여행이다. (중략) 치유는 마

치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같은 

자리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한다. 건강이 바로 그 자

리이고, 치유는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행진이

다.”10) 라고 말하며 치유는 24시간 늘 진행하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

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치유

와 마찬가지로 ‘장소’역시 뇌를 통해 끊임없이 어떤 ‘기분’과 

‘느낌’을 생성하므로 멈춰있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며 “치유와 장

소가 얽히는 것이 바로 이 차원, 뇌와 마음에서다.”라고 하였다. 11) 결

국, 장소는 뇌의 면역체계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질병에 대응하는 

신체의 반응을 변하시킴으로써 치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게슬러 박사 역시 치유와 장소, 환경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그는‘치유’와‘환경’에 대해 “치유를 위한 장소를 다룰 때에

는 환경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학문적이며, 다양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는 많

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치유에 관여하는 

환경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2-2]와 같

다.

10) 에스더 M. 스턴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서울: 길벗), 서영조 옮

김, p. 51 직접 인용
11) 상게서, p.54

Environment Aspect

Natural

Belief in nature as healer Beauty, aesthetic pleasure 

Remoteness, immersion in nature 

Specific element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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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치유환경이란 적절한 거주 환경을 지원하여 치유과정을 도

모함으로써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는 보안적인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 스스로 자기 인식(self-Knowledge)과 

자기 조절(self-control), 그리고 자가 치유(self-healing)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12) 

12) Dr.Jean Watson,『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USA: NLN.press), 1988의 내용을 강유정(2003) 의 논문 p.26에

서 재인용

Built

Sense of trust and security

Affects the senses

Pride in building history

Symbolic power of design

Symbolic

Creation of meaning 

Physical objects as symbols

Importance of rituals

Social

Equality in social relations

Legitimization and marginalization

Therapeutic community concept 

Social support

표 2-2 Wilbert M. Gesler의 치유환경 요소 (출처: Wilbert M. Gesler, 

『Healing --Places』(US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p.8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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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치유환경의 이론적 전개 과정

 

 

  1) 1860년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치유환경의 중요성 언급

   19세기 말은 각종 전염병(특히 결핵)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던 

시기였다. 이때 채광과 통풍은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이 1860년 자신의 환경이

론을 통해 자연적인 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필수적인 건축 요소로 제

안했던 하였는데 이는 치유환경에 큰 영감을 준 계기와도 같았다. 

13) 그녀는 자연환경과 개체를 중시하면서, 환경과의 통합된 전체로

서의 인간이 능동적 주체이며,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고 보았다.14) 또한 공적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개별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이 시기에는 그녀의 주장을 근거로 면적이 충분하고, 통풍이 

잘 되며, 채광량이 많은 ‘플로렌스 나이팅 게일 병동’이 생겼다. 

15) 그 후, 1877년에는 햇빛이 박테리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한 

13) 성윤정 외 2인, 치유환경을 위한 지원적 디자인의 개념, 특성 및 가이드

라인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2013 p.509
14) 상게서, p.508
15) 에스더 M. 스턴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서울: 길벗), 서영조 옮

그림 2-1. 치유환경의 이론적 전개 과정 (출처: 성윤경 외 2인, 한국디자인학회, 

치유환경을 위한 지원적 디자인의 개념 특성 및 가이드라인 제안, 2013 p.5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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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를 통해 발표되었고, 1903년에는 

의사 오귀스트 롤리에(Dr. Auguste Rollier)가 스위스 알프스에 햇빛

을 이용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세운 바 있다.16)

  2) 1978년도 플래인트리(Planetree) 병원

  그 후, 1970년대 들어 건축 공간의 환경적 요소가 환자의 삶에 영

향을 미치고, 치유를 돕는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978년 안젤리

카 테리엇(Angelica Theriot)에 의해 제안된 플래인트리(Planetree)는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근본으로 출발한 병원이다.17)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환자와 의사, 의료직원, 환자의 가족 등이 하나의 팀이 되어 활

김, p.37 간접인용
16) 상게서, p.37 간접인용
17) 강유정, 치유적 환경으로서 종합병원 병동부의 실내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석논, 2003 p.48

그림 2-2 플래인트리(Planetree) 병원 유닛 도면 

(출처: 강유정, 치유적 환경으로서 종합병원 병동부의 실내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석논, 2003 p.4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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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환자와 

가족이 언제든지 접견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간호 스테이션, 

가족실, 활동실, 주방, 개인이 조절 가능한 조명, 프라이버시를 원하

는 만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위락시설이 있는 환자들의 라

운지, 자연환경 등을 두었다.18) (그림2-2)

3) 1984년도 울리히(Ulrich), 치유환경에 대한 연구 시작

  로저 울리히 Roger S. Ulrich (Ph. D. Deand for Research, Texas 

A&M University College of Architecture, College Station. T.X.) 는 

치유환경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1972년부터 

1081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병원에서 담낭수술을 받은 환자들

을 자연 숲이 내려다보이는 풍경과 벽돌담이 보이는 풍경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하고 그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울리히는 자연 숲이 내려

다보이는 곳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약 24시간가량 먼저 퇴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 그는 1984년 사이언스(Sience)지에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2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치유환경에 

관해“치유환경의 최대 장애물은 스트레스 이다. 치유 환경은 환자의 스트

레스를 감소시켜 약품과 의학 기술의 치유 효과를 높이며, 회복 과정을 촉

진하게 하지만, 비 치유 환경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질병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치유 과정에 

18) 상게서 p.49
19) 에스더 M. 스턴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서울: 길벗), 서영조 옮

김, p.35 간접인용
20) Ulrich, R. S.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464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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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시설 건축의 신축과 리모델링 디자

인에서 효율성, 시장성, 경제성 등 건축 계획의 제반 조건 이상으로 정신적 

치유 환경의 구축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21)고 주장하였다. 또

한 1991년에는 그의 지원적 디자인 이론에서 자연적 요소의 도입이

나 주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조절, 사회적 지원, 물리적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positive distra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이것이 곧 치유를 위한 환경이라고 얘기했다. 22)이러한 울리히

(Ulrigh)의 연구는 그 후 신경건축학과 치유환경 관련 연구에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다양한 학자들의 치유 환경을 위한 디자인 요소 제안

  1990년대 이후 치유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면서 학자들은 다양하게 치유환경 요소들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말킨(Malkin)은 특히 치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기정화, 온도 조절, 소음 조절, 빛, 자연 조망, 시각적인 평온감, 그

리고 시각적 시뮬레이션 등을 말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이 공적 영

역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역설하였다.23) 마커스(Marcus, 2007)는 정원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정원이 제공하는 자연환경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낮잠을 자고 원예를 하고 

명상 혹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환자의 치유 활동을 

21) Ulrich, R. S.  「Effect of Healthcare Interior Design on Wellness: 

Theory and Recent Scientific Research」, Third Symposium on Healthcare 

Design, SF. CA, 1990. pp.88-89의 내용을 김현미(2004)의 논문p.5에서 재인

용
22) 성윤정 외 2인, 치유환경을 위한 지원적 디자인의 개념, 특성 및 가이드

라인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2013 p.516
23) 상게서,  p.511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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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고 생각하고, 정원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24) 특히 그는 치유환경이 주는 쾌적성과 물리적

인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위기 전환, 그리고 디자인 개입의 상

관성을 통해 치유 효과를 이야기 하였는데, 디자인의 개입이 결국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증을 완화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들러(Sadler, 2008)는 환자에게 독립된 1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다인실보다 1인실이 환자의 치유에 효과적이며 환자 스트

레스를 감소한다고 보았고 동시에 공기 정화를 중요시 여겼다.25)또

한 가족을 위한 공간, 넓은 화장실, 자연 채광, 소음 제거, 음악, 예

술품의 전시, 시뮬레이션 효과, 효과적인 길 찾기, 환자와 가족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된 간호스테이션 등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26)

24) 상게서, p.511 간접인용
25) 상게서, p.511 간접인용

그림 7 그림 2-3 Healing Garden at Celebration 

Health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ealing_Garde

n_at_Celebration_Healt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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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유환경 요소 도출과 분석의 틀 설정

분석의 틀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교정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환경 요소를 도출한다. 치유환경 요소는 연구자와 연구 주제, 연

구 대상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치유환경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치유환경 요소

를 도출하고 분석의 틀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의 치유

환경요소 도출

미국의 건축 과학 국립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는 정부 및 업계 종사자에게 광범위한 건물 관련 지침, 기준

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건물 디자인 가이드 

(Whole Building Design Guide (WBDG))를 설립하였다. WBDG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작성한 디자인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치유환경 건축 포럼(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은 미국건축가협회(AIA)의 건강을 위한 건축 

아카데미(Academy of Architecture for Health, (AAH))와 건강 디자인

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Health Design), 환경 디자인 연구 단체 

(The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EDRA)), 환자 및 

가족 중심 관리 기관(Institute for Patient-and Family-Centered 

Care), 의료 개선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IHI)), 

미국의료협회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HA))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의료 및 건축 디자인 관련 학술단체들에 의해 2005년 

26) 상게서, p.511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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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최되었다. 해당 포럼은 ‘Therapeutic environment’ 라는 공

통된 주제로 건축, 기술, 의료, 실내 환경, 조경 관련한 미국 및 국제

적 학술 단체가 참여하였다.  

본 포럼은 기존 치유환경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치유 환경의 조건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인 기

준들을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27)

(1) 스트레스 인자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환경 

(Reduce or eliminate environmental stressors)

Ÿ 예술 작품 및 미학은 공간의 고요함, 차분함을 향상할 

수 있다.

Ÿ 공공장소 및 대기실에 군중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야한다.

Ÿ 시각 및 소음 프라이버시

Ÿ 불쾌하거나 ‘의학적’인 악취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Ÿ 길 찾기; 건축 환경은 환자와 가족을 목적지로 안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야한다.

Ÿ 조경, 건물 요소, 일광, 색상, 질감 및 패턴이 모두 

심미성 및 신호뿐만 아니라 단서를 제공해야한다.

Ÿ 소음원 감소 또는 제거: 다른 환자, 공용 주소 시스템, 

장비‘소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의 시끄러운 대화

Ÿ 병실과 인접한 복도의 음향 처리; 카펫 타일, 고무 

바닥재

Ÿ 병실과 직원 작업 공간의 음향 분리: “낮은 소음 

수준(40-58dB)에서도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다른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Roger Ulrich, Ph.D., 

27) http://wbdg.org/resources/therapeutic-environments 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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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Environments Virtual Seminar, AIA, 2003)

Ÿ 적절한 조명 시스템: “조명은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일상의 리듬을 방해하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J. Roberts, Ph.D.) 

Ÿ 좋은 실내 공기 질 유지; 기후 조건이 허락하는 한 

100% 외부 공기(를 통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Ÿ 색은 주관적인 요소이나 프로젝트 별 모집단의 색 선호 

맥락에서 이해하고 사용할 때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는 

설계 요소가 될 수 있다. 

 

(2) 긍정적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환경 (Provide positive 

distraction)

Ÿ 가능한 경우 로비, 대기 및 기타 ‘스트레스가 

많은’영역에서 자연환경을 볼 수 있게 한다. 

Ÿ 자연에의 접근, 치유 정원

Ÿ 예배당, 명상실, 명상원

Ÿ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자연을 묘사한 예술품

Ÿ 음악; 공공장소에서 라이브 피아노, 특별히 치유환경을 

조성하도록 프로그램 된 음악을 병실에서 재생

Ÿ 가벼운 육체적 운동; 복도, 공동 공간, 가능한 경우 

자연과 연결된 정원

Ÿ 애완동물이나 다른 활동들 혹은 요소들은 환자들이 

긍정적인 웰빙(well-being)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자극한다. 

 

(3) 사회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 (Enable social support)

Ÿ 병실의 패밀리 존; 취침을 위한 가구, 전화 및 인터넷 

연결, 별도의 제어 장치가 있는 독서를 위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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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재

Ÿ 환자가 가족 및 돌봐주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취식할 수 있는  있는 Planetree 특성의 가족 부엌을 

환자 유닛에 계획한다. 

Ÿ 동반 가족이 검사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Ÿ 가족 중심 그룹과 환자 및 가족 자문 위원회를 두고 

설계 프로세스 상 능동적인 부분으로 구성하여, 환자 및 

가족 중심 간호 연구소에서 권장하는 대로 인구 및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Ÿ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보장한다.

Ÿ 집사회적공간(Sociopetal space) vs 

이사회적공간(Sociofugal space)을 고려: 집사회적공간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집단의 성장을 촉진한다. ( 고정되지 

않은 좌석, 원형 테이블 등)

(4) 통제할 수 있는 환경 (Give a sense of control)

  환자가 자립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은 

성공적인 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사생활과 

조명에서부터 입원하는 동안 환자의 침실에 걸리는 예술 

작품을 선택하는 것, 룸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주문하는 

것까지 넓은 범위가 해당한다.

Ÿ 시설 지침 연구소(Facilities Guidelines Institute)에서 

의뢰하고“CHER”(現 The Center for Health 
Design)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프라이빗(private)한 병실의 치료효과가 더 낫다. 

Ÿ 간호 감독의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최대한의 사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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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부여한다.

Ÿ 길 찾기; 건축 환경은 환자와 가족을 목적지로 안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야한다.

Ÿ 작은 의학 도서관과 컴퓨터 단말기를 제공하여 환자가 

planetree 모델에서와 같이 자신의 상태와 치료법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Ÿ 조명 선택; 환자 및 직원은 개인 조광 컨트롤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Ÿ 작품선택

Ÿ 대기 영역에서의 TV 볼륨 및 프로그래밍 제어

Ÿ 룸 서비스 / 메뉴 선택

Ÿ 환자 소지품 보관 영역

본 연구에서는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에서 제시한 치유환경 요소 및 세부 내용을 토

대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공통된 요소들을 토대로 범주화하

는 과정을 거쳤다. 

 

치유환경 요소 및 세부 내용을 통해 예술작품 및 사진의 설치 등

과 관련되는 경우는 ‘인공요소’로, 정원, 자연으로의 접근성, 자연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뷰와 관련된 경우는 ‘자연요소’로, 음환경, 

빛환경, 공기 질, 공간의 크기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경우는 ‘쾌

적성’ 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집사회적, 이사회적 공간의 경우 

‘공적영역’,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자율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시

각적 단서를 통해 길 찾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키워드를 ‘길 찾

기’로 두었고, 도서관, 컴퓨터 실 이용 등 정보와 관련 있는 경우

‘정보 교환’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세부 내용 역시 치유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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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함에 있어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기엔 어려운 항목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키워드는 다시 치유환경을 4가지

의 카테고리인 ‘물리적 환경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

소’, ‘행태적 요소’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8) (표2-3)

28) ‘임종훈, 임진이, 치유환경 요소 추출을 통한 공공디자인 적용 가능성

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2권 5호 통권47호, 2017’에

서는 선행연구를 빈도순으로 분석하여 치유환경의 유형을 물리적 환경, 심

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행태적 환경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

르면 물리적 환경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요소”이며 길 찾기와 접근성

에 해당한다. 또한 심리적 환경은 “내현적인 요소” 이며 프라이버시, 쾌

적성, 거주성, 친근감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사회적 환경은 “객관적이고 관

계적인 요소”로 사회교류, 커뮤니케이션, 사회성, 공적영역, 제도, 규정, 프

로그램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행태적 환경은 “외현적 요소”이며 구체

적으로는 정보교환, 환경적응성, 상호작용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재향군인

회를 위한 치유환경 가이드라인(「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

s」)에서 제시한 치유환경 요소와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카테고리화 함에 있어 임종훈, 임진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치유환경 요소 세부 내용 키워드 카테고리

[1] 

 스트레스 

인자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환경

1) 예술작품의 유무 인공요소 물리적 환경

2) 대기 공간 내 군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쾌적성 물리적 환경

3) 시각 및 소음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4) 악취 쾌적성 물리적 환경

5) 길 찾기; 시각적 단서 제공 길 찾기 물리적 환경
6) 조경, 건물 요소, 일광, 색상, 

질감 및 패턴의 시각적 단서 

제공

쾌적성 물리적 환경

7) 소음원 감소 또는 제거 쾌적성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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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실과 인접한 복도 소음 제거 물리적 환경
9) 병실과 직원 작업 공간의 음향 

분리
쾌적성 물리적 환경

10) 적절한 조명 시스템 쾌적성 물리적 환경

11) 좋은 실내 공기 질 유지 쾌적성 물리적 환경
12) 색 기타 기타

[2]

긍정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환경

1) ‘스트레스가 많은 영역’에서의 

자연 조망 가능
자연요소 심리적 환경

2) 자연에의 접근, 치유 정원 자연요소 심리적 환경

3) 예배당, 명상실, 명상원
자연요소

인공요소
심리적 환경

4) 자연을 배경으로 하거나 묘사한 

사진 및 예술품
인공요소 물리적 환경

5) 음악 기타 기타

6) 가벼운 육체적 운동; 복도, 공동 

공간 가능한 경우 자연과 

연결된 정원

자연요소 물리적 환경

7) 애완동물이나 다른 활동 요소들 기타 심리적 환경

[3]

사회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

1) 병실의 패밀리 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환경

2) 환자와 가족 및 돌봐주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공간 제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환경

3) 보호자와 치료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환경

4) 보호자 의견 반영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환경
5)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 공적영역 사회적 환경

6) 집사회적공간과 이사회적 

공간을 고려

공적영역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환경

[4]

통제할 수 있는 

환경

1) 1인실 계획 자율성 행태적 환경

2) 가능한 한 최대의 사생활과 

통제권 부여
자율성 행태적 환경

3) 길 찾기; 시각적 단서 길 찾기 물리적 환경

4) 도서관 및 컴퓨터실 계획 정보교환 행태적 환경

5) 조명 선택; 개인 조광 컨트롤 자율성 행태적 환경
7) 예술 작품 선택 자율성 행태적 환경

8) TV 볼륨 및 프로그래밍 조절 정보교환 행태적 환경

9) 룸 서비스, 음식 메뉴 선택 기타 기타

10) 환자 소지품 보관 영역 기타 기타

표 2-3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에서 제시

된 치유환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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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의 Design Principles에서 치유환경 요소 도출 

미국의 재향군인회에서는 재

향 군인들을 위한 치유 환경 조

성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Office of Construction 

and Facilities Management, AIA

(미국건축가협회), AHCA (미국 

의료협회,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LEED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치유환경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비록, 치유환경 조성 대상이 재

향군인에 한정되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앞서 

살펴본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

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에서 제시한 치유환경 요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의 치유환경 조성 기준과 방법들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의 Design Principles

에서 키워드 및 교정 시설에 적용가능한 건축적 요소를 도출한 후, 

세부 내용을 키워드로 묶고 공통된 요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

다. (표2-4) 그리고 분석의 틀을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치유환경 

측면에서의 평가 질문들은 모두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

다.

그림 2-4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출처:http://www.healinghealth.com/wp

/wp-content/uploads/2013/07/Mazer_Pa

tient_Safe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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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키워드 카테고리

1) Provide a 

therapeutic 

environment

(긴장을 푸는

환경 제공)

프라이버시, 안전함, 적정 면적
프라이버시,

안전성
심리적 환경

소음제거 쾌적성 물리적 환경

자연광, 인공광 쾌적성 물리적 환경

ex) emergency, coffee, 

water, etc.
인공요소 물리적 환경

길 찾기에 용이한 뷰 인공요소 물리적 환경

적정 면적 유지 

(overcrowding, 밀실 방지)
쾌적성 물리적 환경

2) Create a 

Veteran-embracing 

environment

(사용자 중심 환경) 

길 찾기(Way-finding) 길 찾기 물리적 환경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 

필요
프라이버시 심리적 환경

개인에 맞는 주거환경 재공 자율성 행태적 환경

3) Provide direct 

connection to nature

(자연과의 연결성)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한 

외부, 내부 공간, 중정, 테라스, 

가든 등

자연요소 심리적 환경

랜드스케이프 뷰 제공 자연요소 심리적 환경

외부공간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및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제공

커뮤니케이션,

공적영역
사회적 환경

4) Design spaces 

and structures to 

reflect region and 

community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표현)

지역적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재료 사용
인공요소 물리적 환경

건축 환경, 자연적 환경, 태양 

고도, 바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이트 선정

쾌적성 물리적 환경

적정 기후 쾌적성 물리적 환경

5) Be 사용자(환자) 중심 자율성 행태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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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과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에

서 도출된 치유환경 건축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5, 2-6)

그 결과 물리적 환경에는 쾌적성(환기, 면적, 소음 채광 등), 길 찾

치유환경 요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행태적 환경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

인공요소,

쾌적성,

길 찾기

자연요소,

프라이버시,

감각자극

커뮤니케이션,

공적영역

정보교환,

자율성

표 2-5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럼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에 제시

된 치유환경 요소 재분류

patient-centered

(환자 중심)

6) Provide a safe 

and supportive work 

environment for staff

(스태프 친화적 환경) 

스태프에게 편안한 환경,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동선

길 찾기,

커뮤니케이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7) Utilize 

state-of-the-art 

technologies to 

enhance the user 

experience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환경 개선)

 

정보 혹은 타인과의 접촉 정보교환 행태적 환경

개인이 공간 환경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음
자율성 행태적 환경

난방, 환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쾌적성 물리적 환경

표 2-4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에 제시된 치유환경 건

축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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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Way-finding),  인공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심리적 환경에는 

자연요소, 프라이버시, 안전성이 해당되며, 사회적 환경에는 커뮤니

케이션과 공적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태적 환경에는 자율성과 정

보교환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7)

(4) 앞선 과정을 통해 도출된 치유환경의 건축적 요소를 평가항목

으로 두고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요소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재향군인을 위한 치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설정된 

분석의 틀은 다음 [표2-8]과 같다. 29) 시설의 공간 분석 방법은 도면

29)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정시설 사례의 분석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결론을 

간략화 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이하 해당 평가요소를 각 문항에 매겨진 번

호로 대체한다. 

치유환경 요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행태적 환경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쾌적성,

인공요소,

길 찾기

프라이버시,

안정성,

자연요소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자율성

표 2-6 재향군인회를 위한 치유환경 디자인 가이드(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에 제시된 치유환경 요소 재분류

치유환경 요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행태적 환경

쾌적성

(환기,면적,소음,

채광 등)

자연요소 커뮤니케이션 자율성

길 찾기 프라이버시
공적영역 정보교환

인공요소 안전성

표 2-7 최종 치유환경 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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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진 자료를 기초로 하며, 교정시설기준규칙과 시설의 현황을 함

께 비교한다.  

    (그렇다:●, 아니다:○)

< ㅇㅇ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일반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측면에서의 평가30) 현황
종합

평가

치

유

환

경

요

소

물

리

적 

환

경

쾌

적

성

음환경 Q1-1.해당 실이 닫힌 공간인가?

빛환경

Q1-2.주간 활동을 할 때에는 자연광이 

비치고 수면 중 일 때에는 어두운 빛 

환경인가? 

Q1-3.수용자 거실은 모두 창이 있고, 

가능한 넓은 면적의 채광창을 확보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한 상태인가? 

면적 Q1-4.과밀 수용 되어 있는가? 

환기

Q1-5.자연환기가 적합한 환경인지를 

고려하며, 내부에서도 외부와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되어있는가?

길

찾

기

Q1-6.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있는가?

Q1-7.수용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 자연 환경의 뷰가 보이는가?

Q1-8.외부환경이 보이는 편복도 식의 계획인가?

인

공

요

소

Q1-9.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심

리

자

연

Q2-1.중정이나 다른 외부공간이 시설의 공적인 

영역 혹은 수용자들의 영역과 인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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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

경

요

소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대기공간에는 특별히 

계획된 외부 공간(테라스, 파티오 중정 등)을 

두어 수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Q2-2.내부 중정은 안전감을 주는 (출입구는 두 

곳) 휴식 공간인가?

Q2-3.모든 공적 공간은 자연과 

시각적/물리적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Q2-4.관목, 잔디와 같은 조경 요소를 두어 

계획하되 지나치게 밀도가 높게 심어 사람이 

숨을 수 있게 하진 않는다. 

Q2-5.거실의 창은 외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어야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한가?

Q2-6.옥상 테라스나 옥상 정원을 두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 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Q2-7.수용자들의 공간에 랜드 스케이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산, 수공간, 도시 

광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Q2-8.다용도 공간 혹은 대기실은 항상 주변 

자연 혹은 도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좋다. 

프

라

이

버

Q2-9.컨퍼런스 룸에 앉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키오스크 혹은 비슷한 장소를 두어 고독과 명상,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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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Q2-10.프라이빗한 정원 영역을 둔다. (출구와 

출입구가 보이는)

안

전

성

Q2-11.외부와 내부 공간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Q2-12.공용공간(메인 로비, 대기실,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다목적실, 식당 등)은 가능한 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고, 외부로 접근가능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이러한 계획은 공간의 과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완화시키고 밀실 공포증을 없애준다.

Q2-13.필요하다면, 대체가능한 동선을 두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껴야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사

회

적

환

경

커

뮤

니

케

이

션

Q3-1.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Q3-2.마스터 플랜을 계획함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접점으로 어떻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사회적 소통(개인/독립적인 활동부터 그룹 

활동까지)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계획한다.  

Q3-3.내부 복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니치를 

둔다.

공

적

영

역

Q3-4.넓은 공적 공간은 입구와 가깝게 두고, 

사적인 공간은 보다 더 멀리 둔다. 

Q3-5.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룹 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다. 

Q3-6.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파티션 혹은 슬라이딩 유리 문 등을 

설치한다.

행

태

자

율

Q4-1.수용자가 활동에 맞게 스스로 인공조명 

조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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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각 공간을 치유환경 요소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은 

「Healing Environments Design Guidelines」에서 제시한 ‘Heal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교정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 후 적용하였다.

적

환

경

성

Q4-2.창문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Q4-3.개인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정

보

교

환

Q4-4.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종합

표 2-8 분석의 틀 설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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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

2.3.1 교정시설의 다양한 명칭과 의미

   교정시설을 통칭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영어의 

‘prison’이다. ‘prison’의 어원은 라틴어‘prehendere’에서 시작

하였다. ‘prehendere’는 ‘before’를 뜻하는 ‘pre’와 ‘to 

seize, take’를 뜻하는 ‘-hendere’가 합쳐져 ‘to take’를 의미하

였다. 그 후 ‘prehendere’는 ‘~을 잡다(laying hold of~)’를 뜻하

는‘prehensio(혹은 prehensionem)’를 거쳐 ‘prensio(혹은 

presionem)’으로 변화하였으며 12세기 초, 고대 프랑스 말시기에  

‘체포하다’ 혹은 ‘체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prisoun’으로 이

어졌고 중세영어를 거쳐 오늘날의 ‘prison’으로 변화하였다. 31)

그러나 기능에 따라 교정시설을 칭하는 명칭은 ‘prison’외에도 매

우 다양하다. ‘correctional facility’(해당 표현 대신에 

‘correctional institution’, ‘correctional center’, ‘correctional 

complex’로 쓰이기도 한다.), ‘jail’ (또는gaol)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외에도 ‘penitentiary’, ‘reformatory’, ‘house of 

31) www.etymonline.com을 참고함 

그림 2-5 ‘prison’ 의 어원과 변화과정

 (출처:www.etymonline.com 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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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으로도 불린다. 32) 특정 기능이 강조된 경우엔 

psychiatric hospital, asylum, treatment facility, boot camp 등으로 쓰

이기도 한다. 33)

   여기서 통상 ‘prison’,‘correctional facility’,‘penitentiary’

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가 구금된 시설을 의미하고 ‘jail’과 

‘detention center’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구금

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prison’ 대신에 

‘correctional facility’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prison’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구금하여 고통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고 범죄자를 교정

(矯正,correction,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34))하여 사회로 안

전히 복귀할 수 있게 돕는 데 있다는 시설의 철학을 담고 있다.35) 

즉, ‘correctional facility’는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

램을 수행하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범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을 관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사회의 안전에 기여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옥(獄), 감옥(監獄) 혹

은 전옥서(典獄署)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를 구금하는 시설을 지칭하였다. 

36)이후 일제강점기인 1923년 후부터는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

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37) 그러나 1961년에 이

32) 유병철,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 교정연구 제 56호, 2012 p.231 

간접인용
33) 유병철, 상게서, p.231 간접인용 
34) 표준국어대사전 직접인용
35) 유병철, 상게서, p.232 간접인용
36) 유병철, 상게서, p.233 간접인용
37) 유병철, 상게서, p.233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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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서 행형법(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58호)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범죄자를 교정(矯正,correction)한다는 명시되어 교도소(矯導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형무관(刑務官)역시 교도관(矯導官)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38) 교도소(矯導所)에 담긴 뜻은 범죄를 저

지른 자를 구금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교정(矯正,correction)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교도소와는 별개의 

시설로 구치소(拘置所)가 있는데 이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미

결수용자를 구금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矯正施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를 통칭하는 동시에 부정적 어감

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수용자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고, 교화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 능

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 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설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38)  유병철, 상게서, p.233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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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구의 교정 이념 및 교정시설의 변화 과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우를 결정짓는 교정 이념은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교정시설 역시 그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하였다. 지금의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서구 교정이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념이 해

당 시기의 교정시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1) 응보주의 (고대-18세기 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는 형벌을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

어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보

주의 관점에서의 이념은 고대부터 18세기 말까지 이어져 그 역사가 

깊다. 고대의 형벌체계에서는 대부분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신체

형, 사형, 명예형, 벌금형, 노예로의 신분전환 등이었으며 자유를 박

탈하는 구금 형태의 형벌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감옥은 대

부분 형사 처분을 기다리는 범죄자를 구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

었으며, 그 외 고대 이집트의 경우 피라미드 공사 현장 등에서 강제 

노동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금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

다.39) 또한 바빌론, 아시리아, 고대 이스라엘에도 감옥의 초기형태의 

공간이 성문 입구에 계획되었다고 전해진다.40)

  이러한 경향은 고대 로마까지 이어졌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시설로서 감옥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기록들이 전해진다. 

로마의 법률가 울피안(Ulpian ? - 222/224 A. D.)의“…감옥은 사람을 

39) 정승환,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 1호, 

2002, p.184
40) 정승환, 상게서,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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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곳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형벌의 장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carcer enim ad continendos homines non ad puniendos haberi debet)”41) 

라고 말한 기록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구금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로마의 대표적인 감옥으로는 기원전 

640-610년 무렵의 마메르티노 감옥(Mamertine Prison)이 있다. 마르

메티노 감옥의 지하공간에는 원형 지하 감옥에 해당하는 툴리아눔

(Tullianum)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바위와 튜퍼(tufa)벽돌로 

만들어졌고, 천정에 있는 툴리아눔의 문만이 유일한 출입문이었다. 

고대 로마시기에는 대부분의 형벌이 구금이 아닌 신체형 혹은 사형

이었으므로 주로 형사 처벌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의 대기장소로 사용

되었다.42) 

41) 정승환, 상게서, p.185에서 재인용
42) https://www.atlasobscura.com/places/mamertine-prison

그림 2-6 마르메티노 감옥(좌측)과 지하 감옥 공간(우측)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Mamertine_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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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노예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에르

가스툴라 (ergastula)가 있었다. 로마의 에르가스툴라는 노예를 사용

하는 농장(latifundium)에서 공통으로 설치되었으며 대부분 지하에 위

치하였고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아주 작은 채광창만을 

두고 있었다. 

  이후 중세시대 초기에 들어서는 형벌과 행형제도가 교회법의 영향 

하에 있었다. 주로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을 가두었으며, 초기에는 수

도원의 특정 공간에 감옥을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점점 

발전하여 별도의 감옥인 에르가스툴라(ergastula)를 설치하였다.43) 처

음에는 종교인의 감금과 종교적 참회 공간으로 사용되던 에스가르툴

라(ergastula)는 이후 일반 시민의 감금을 위한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

갔다. 44)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도시 국가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형

태의 형벌이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형을 대체하여 무기한 

구금하는 종신 구금형이 시행됐다. 이때의 자유 박탈은 응보주의에 

입각하여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므로 넓은 의

미에선 신체적 형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행형의 자유 

박탈과는 의미가 다르다. 

  16세기에 들어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교정원(Zuchthaus, 

House of Correction)이 등장하게 되었고, 구금형태의 형벌이 정립되

었다. 교정원의 설립 목적은 범죄자, 빈곤하고 게으른 시민, 광인들

의 구금에 있었다. 이때의 구금은 형벌의 의미보다는 노동력을 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최초의 교정원은 1553년 런던왕궁에 세워

43) 상게서, p.185 재인용
44) 상게서, p.185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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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국 최초의 교정시설이자 초기 근대적 의미의 병원시설인 브라

이드웰 감옥(Bridewell Prison)으로 볼 수 있다. 이곳에는 강제 노역을 

위한 시설을 두었으며 수감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시설 내에서 노

동 작업을 하였다.45) 브라이드웰 감옥은 이후 1770년도부터 감옥 개

혁 운동의 영향을 받아 독거 수용의 도입과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태형의 폐지, 수감자 분류 체계의 도입 등 약 20년에 걸쳐 극적

인 변화를 이루며 교정이념의 응보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보여주었다. 

46) 

45) 유병철,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 교정연구 제 56호, 2012 p.237
46) 교도소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존 하워드(John Howard)는 1789년 브리드

웰 감옥을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이 찬사를 한 바 있다. “Each sex has a 

workroom and a night-room. They lie in boxes, with a little straw, on the floor . . 

. . There are many excellent regulations in this establishment. The prisoners have 

a liberal allowance, suitable employment, and some proper instruction; but the 

그림 2-7 The Prospect of Bridewell from John Strype's, An Accurate 

Edition of Stow's Survey of London (1720). © Tim Hitch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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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1959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최초의 남자 교정원

(tuchthuis)이 설립되었고, 1597년에는 여성 수감자의 노동력 창출을 

위한 방직소(spinhuis)가 설립되었다. 47)

  반면 이 시기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형벌은 경고의 의

미를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18세기의 새로운 형벌이론을 비판하였으며48) ‘응보주의 

이론(retributive theory)’을 통해 범죄자는 마땅히 고통을 받는 것이 

응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

지 않는(정의의 천칭의 지침의 상태에서의) ‘동등성(평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네가 국민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해악을 끼치는 것

visitor laments that they are not more separated . . . no other prison in London 

has any straw or bedding . . . . There are, very properly, solitary cells for the 

Bridewell boys, in which one was confined and employed in beating hemp.” (출

처:John Howard, An Account of the Principal Lazarettos in Europe 

(Warrington, 1789), p. 127)
47) 정승환,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 1호, 

2002, p.190
48) “자연적 형벌은 패악이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칙수립자(입법자)

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법적 형벌(poena forensis)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

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die Gegenstände des Sachenrechts)들 중에 섞일 수 없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angeborene Persönlichkeit)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bürgerliche  Persönlichkeit)을 상상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 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

료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

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칸트와 형법,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 14권 제3호, 2011. p292-29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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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욕하

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욕하는 것이다. 네가 그에게 도적질을 하면, 

너는 그로써 네게서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때리면, 너는 그로

써 너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네가 그를 살해하면 너는 그로써 네 자신

을 살해하는 것이다. 오직 보복 법만이-그러나 물론 (사적 판단에서가 아

니라)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다. 여타의 모든 것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섞이는 다른 고려 

점들로 인하여 순수하고 엄밀한 평결과의 부합성을 가질 수가 없다.”49)

  칸트는 이와 같이 정의란 곧 탈리오법칙과 같이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교육적 개선주의 (18세기 말-19세기 중반)

  19세기에 이르러 열악한 감옥의 상황은 수용 공간의 부족,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사망률 상승, 위생문제로 인한 전염병 등

이 생기게 되었으며 응보주의시대의 교정원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으로 이 시기에는 응보주의와 대비되는 교정 이념

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예로 당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였

던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1748~1832)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공리주의’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는 공리주

의 이론을 통해 형벌은 범죄의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 그것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때보다 커야한다. 

49) Immanuel Kant,『윤리형이상학』,아카넷, 백종현 옮김, 2012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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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791년 벤담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성하여 ‘파놉티

콘(Panopticon)’을 고안하였다. 파놉티콘이란 소수의 감독자가 자신의 

감시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 수용된 모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건축 양식을 말한다. (그림2-8) 파놉티콘은 6층으로 구성

된 일종의 원형 건물이며, 중앙에 원형 감시 탑을 계획하였다. 감독자는 

이 원형탑을 통해 수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감자들은 감독

이 자신을 감시하는 지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시자가 부재하더

라도 그 효과가 유효하다. 이로써 감시행위는 시간을 막론하고 유지되며 

최소한의 감시로 최대한의 효율을 누릴 수 있으므로 벤담은 이를 이상

적인 감옥의 형태로 생각하였다. 벤담의 파놉티콘은 감옥개혁운동을 통

해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가 채택되

면서 그의 생전에 실현되지 못하였다.50) 그러나 이후 1975년 프랑스 철

학자인 미셸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감시와 처벌』

(Surveiller et punir, 1975)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의 개념을 다시 언급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51)

50)http://ko.wikipedia.org/wiki/파놉티콘제안의_배경과_역사 
51) “벤덤의 개념은 실제 감옥 건축에서 보다 철학적으로 더 고찰의 대상이 되었

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 

1975)에서 벤 담의 파놉티콘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고찰하였다. 푸코에게 있어서 

파놉티콘은 벤덤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

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푸코의 파놉티콘은 현재 정

보화 시대의 '전자 감시'와 많이 흡사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

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재나 인터넷

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다. 푸코에게 파놉티콘은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장치다. 파놉티콘을 통해 새로운 권력행사 방식

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파놉티콘에서 고찰한 푸코의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

라 "작용"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출

처:http://ko.wikipedia.org/wiki/파놉티콘제안의_배경과_역사,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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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와는 다른 교정 이념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

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베까리아(Cesare Beccaria,1738~1794)는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

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1784년 『범죄와 형

벌』(Crimes and Pusnishment)을 통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고문에 의한 

자백, 죄형전단주의52)가 이루어지는 18세기의 형법에 대해 비판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고문 행위의 금지, 신분과 관계없는 법적 평등, 죄형

법정주의53)를 주장한 바 있다. 

52) 권력자 또는 법관이 범죄와 형별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의 (출처: 두

산백과)
53)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

그림 2-8 제라미 벤담의 파놉티콘 청사진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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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초의 감옥개혁운

동가인 영국의 존 하워드

(John Howard, 1726~1790)

는 1777년에 「교도소의 

상태」(The State of the 

Prisons in England and 

Wales)를 출판하고 교도소

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42,033마일에 달하는 여정

을 떠난 바 있다. 그는 그

의 경험을 통해“ 만약 정

부가 범죄자를 현재나 장래에 

흉포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

지 않는 한 악덕의 부화장이며 양성장인 이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효

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단언한다.”54) 말하였으며 교도소 개혁운동을 시

작하여 응보주의 탈피의 기반을 다지고 이상적 교도소(Penitentiary) 안

을 제안하였다.55) (그림2-9) 이 운동으로 1781년에는 독거수용의 근거가 

영국 법률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미국의 펜실바니아에서의 윌리엄 펜(William Penn, 1644-1718)은 

17세기 교정 이념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현실로 구현되지

는 못하고 있었다. 56)그러나 미국의 독립운동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던 

칙(출처: 두산백과)
54) 조기룡, 교정이념의 구체화 전략으로서 분류개념, 교정연구 제 33권, 

2006 p.3
55) “18세기 영국 죤하워드에 의하여 시작된 행형개혁운동은 19세기 중반경 르카

나, 듀크페시오 등에 의하여 계승, 추진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제2의 행형개혁의 선

구자 역할을 하게 된다.”,김화수, 범죄자 처우의 유형과 동향, 교정연구 제 

24권, 2004 p.5 직접인용
56) 정승환,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 1호, 

그림 2-9  하워드의 이상적 교도소 

(Penitentiary), 1789 (1.수용자블럭 2. 옥외공간 

3.교회당 4. 보안경계벽 5.행정동),

출처: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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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펜과 존 하워드와의 만남으로 감옥 개혁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

었고 1790년대에 독거수용이 곧 범죄자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이라고 불리는 독거

수용 제도가 생겨났다.57) (그림 2-10)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

는 높이 16피트, 길이 12피트, 폭 7.5피트 (4.9x 3.7x 2.3(m))크기의 독방 

30개를 갖추고 있다.58) (그림 2-11) 각 독방은 작은 옥외 공간과 연결되

도록 계획되었고 수감자들에게 매일 1시간의 외부 운동을 허용하여 수

용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2, p.196 간접인용
57) 정승환, 상게서, p.197 간접인용
58) https://www.britannica.com/topic/Pennsylvani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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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 

(출처:www.vaguelyinteresting.co.uk/tag/pennsylvania-system) 

그림 2-11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의 독거실

(출처:http://www.vaguelyinteresting.co.uk/tag/pe

nnsylvani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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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펜실베니아 제(Pennsylvania System)에 반하여 뉴욕과 메사추세츠 

주의 감옥협회에서 오번체제가 시작되었다.59) 오번 체제는 범죄자 간 범

죄행위의 전염을 막는다는 취지는 같았지만, 겐트(Gent)의 교화원 모델

을 따라 주간 수용자 사이의 침묵 유지 속 노동 작업을 하게 했으며 야

간에는 독거 수용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1821년에 세워진 오번교도

소(Auburn State Prison)와 싱싱교도소(Sing SIng State Prison)가 있다. 오

번교도소의 경우 수용동은 병렬 배치되었으며, 수용 거실은 내복도 식으

로 계획되었다. 싱싱교도소의 경우 1825년 세워졌으며 약 1,000개의 수용

거실이 계획되었다. 60)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응보에 한정되는 것

에 대한 폐해를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응보주의의 탈피와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자 

59) 정승환, 상게서, p.198
60)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6 

p.32

그림 2-12 오번교도소 (좌측)과 싱싱교도소(우측) 

(출처:(좌측)https://www.syracuse.com/crime/index.ssf/2017/06/prisoners_planned_to_use_home

made_coffin_hidden_under_sawdust_to_escape_from_aub.html, 

(우측)https://en.wikipedia.org/wiki/Sing_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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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이 생겨났

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

시킨 것은 19세기 후

반~20세기 초반에 걸쳐 

이뤄졌던 이탈리아 범

죄학의 실증학파와 근

대학파의 영향이 있었

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대표적 실증학파였던 

Lombroso, Ferri, 

Galofalo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행위를 고려

해야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이러한 주장은 곧 세계적으로 범죄학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로

서 작용하였고, 범죄자의 처우 개념이 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

다. 61)그 이후, 이탈리아 대표적인 근대학파인 리스트(Franz v. Lisz, 

1851~1929)는 앞선 실증학파의 영향을 받아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으며 행형의 목적이 곧 개인적 원

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2) 이를 근거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자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범죄 방

지 및 범죄자 처우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63)

61) 김화수, 범죄자 처우의 유형과 동향, 교정연구 제 24권, 2004 p.4
62) 김화수, 상게서, p.96
63) 김화수, 상게서, p.96

그림 2-13 오번교도소의 여성수감자의 작업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Auburn_Corr

ectional_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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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 처우 주의(19세기 중반~)

  20세기에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범죄자의 사회적 재통합 필

요성과 인도주의의 확산 및 사회과학의 발달 등으로 범죄자 처우에 

관한 개혁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45년의 스웨덴 행형법, 

1964년의 영국 감옥 규칙, 1974년 스웨덴의 신법, 1974년 이탈리아의 

행형법, 1976년 독일의 행형법 등 많은 국가에서 행형법이 제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64) 예로 이태리 헌법의 경우 동헌법 제 27조 

제 3항에서 “형벌은 인도주의적 관점에 반하는 취급이 될 수 없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재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65)고 규정하며 근대의 

형벌 개념인 ‘교정(Correction)’66)의 개념을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근로에 입각한 수용자 교화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간 ‘과학주의’교정이념이 시작되었다. 과학주의는 범죄자 개개

인에 대한 처우에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행동 과학, 사회 과학 등

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범죄자들이 사회에 안전히 복귀하도록 돕는다. 교정이념의 과학주의

의 도입으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범죄자 개개인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며, 그 원인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에 심리 치료, 

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과학주의에 영향을 준 연구로는 1979년 영국 내무성이 주관

하여 교도소제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던 메이위원회의 조사연구

64)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연구  제 45권, 

2009, p.129
65) 김화수, 범죄자 처우의 유형과 동향, 교정연구 제 25권, 2004 p.104
66) “교정이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

들이 점차 사회에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역사회로의 재

사회화를 위해 취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김동욱,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주민간의 경계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 방안 –영등포 교도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 석사논문,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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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학적으로 형벌의 효과 및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던 도날드 클레

머(Donald Clemer)의 『교도소 사회』, 싸이크스(G. M. Sykes)의 『수

인사회』가 있다.67) 교정이념에 있어 과학주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여전히 발전과정 중에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클러스터형 교정시설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한눈에 모든 수감자를 감시하기 쉽도록 감시와 통제 기능이 

강조되어 있던 과거의 교정시설과 달리, 소규모의 수감자, 소규모의 

감시자가 관리하며 교화활동에 용이하도록 변화한 것이다. 68)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격리를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 데이룸(Dayroom)을 두고,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채광

창을 넓게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69)

67) 조기룡, 교정이념의 구체화 전략으로서 분류개념, 교정연구 제 33권, 

2006 11p
68)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

축학과 박사논문, p.34 간접인용

그림 2-14 Woodhill prison의 데이룸, Woodhill Prison, 

England, 1992 

(출처:https://www.bbc.com/news/uk-england-beds-bucks-herts-40511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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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적 정의(20세기~)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현대의 교정(Correction)의 의미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화 및 치료하여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정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교정에서 ‘사회로의 복

귀’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재통합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들의 ‘회복’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70) 이러한 이념은 회복적 정의(Resrorative 

Justice)로 발전하였다. 1990년 『CHANGING LENSES』를 통해 회복

적 정의 운동을 확산시켰던 미국의 범죄학자 하워드 제어(Howard 

Zehr)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가 생각하는 범죄는 곧 다른 사람과 관

계를 무너뜨리고, 그에게 손상(harm)을 입힌 것이다.71) 따라서 범죄

의 회복은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같으며 범죄자, 피해자, 

지역 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 및 협력하여 범죄자와 

피해자를 중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복적 정의의 시작은 1974년 캐

나다 온태리오 주에서 실시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재프로그램

(Victim-Offender Recondiliation Program)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

으며, 이후 미국의 인디애나 주 엘칼트(Elkart) 지역에 1978년에 설치

된 지역사회  사법센터(Center for Community Justice)를 거점으로 

하여 북미와 유럽에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72) 회복적 정의는 오늘

69) 문영삼, 상게서, p.35 간접인용
70) 김동욱,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주민간의 경계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 방안 –영등포 교도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 석사논문, 2008 

6p.
71) Zehr, H.  Changing Lenses. Scott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1990.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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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교정이념에 있어 과학주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3.3 우리나라의 교정이념 및 교정시설의 변화과정

  우리나라 교정의 변천은 크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표2-9) 본 절에서는 교정이념과 시설의 변화를 기

준으로 국내 교정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의 ‘예주형보(禮主刑輔)’와 원형옥(1392-1910)

  

  조선은 성리학을 중시하는 유교의 나라였다. 성리학은 인간을 중

심으로 두고 그 본성에 관심을 갖는 인본주의적 학문이다. 공자는 

『논어(論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정령(政令)으로 이끌

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은 면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지

만 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면

서 개과천선하게 된다.”73), “백성들을 교육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

고 죽이는 것은 가혹하다 하고, 미리 훈계하지도 아니하고 성과를 다그치는 

것은 포학하다 한다.”74) 이와 같이 당시에는 성리학의 이상인 천리(天

72)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

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 제 37권 2007. pp.146-147
73) 박삼수, 『논어 읽기』(서울: 세창미디어), 2013에서 (논2-3)을 재인용함
74) 상게서, (논20-2)를 재인용

연대 명칭 특징

조선시대 전옥서 남ㆍ여 분리 수용 시작

일제강점기 감옥→형무소 일본 감옥법 적용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행형법 적용

표 2-9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시대별 구분 (출처: 손영조,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지침의 개선방안 모색,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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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를 이루기 위해서 행형에서도 인(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죄인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덕과 인을 바탕으로 한 교화를 

실현하는 ‘예주형보(禮主刑輔)’75)를 교정이념으로 여겼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임금은 공옥(空獄)76)을 최상의 목표로 두었다. 감옥이 비

어있다는 것은 곧 ‘예주형보(禮主刑輔)’가 사회에서 충실히 이행

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승잔거살(勝殘去殺)77) 이 이루어졌음을 밝히

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78)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당대의 이

념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승정원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기(京畿)ㆍ충청도(忠淸道)의 관

찰사(觀察使)에게 치서하기를, “전일에 유시(諭示)하기를 10월 전 

공옥(空獄)할 것을 아뢰게 하였는데, 지금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

(黃海道)는 이미 감옥이 텅 비어 있음을 아뢰었는데 경(卿)은 기한이 

지나도 아뢰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이에 빨리 감옥을 텅 비게 하

라.”하였다. (『세조실록』 세조 12년 병술(1466) 11월 4일 (임신))79) 

75) “예주형보란 백성을 도덕적으로 감화시켜 성리학의 이상인 천리(天理)를 현실

사회에 이룩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예치(禮治)로 볼 수 있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통치를 했던 조선은 형정에 있어서도 인(仁)을 구현하

려고 했는데 그것의 형태가 바로 예주형보의 형정 운용이었다.” 정봉길, 조선시

대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성격,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

론 제 8권 2호, p.67, 2014 직접인용
76) 공옥(空獄): 감옥이 비어있음
77) “승잔거살(勝殘去殺) : 선정(善政)으로 백성이 감화(感化)됨을 뜻하는 말로, 승

잔(勝殘)은 포악(暴惡)한 사람이 선(善)하게 됨을 말함이고, 거살(去殺)은 백성이 모

두 선하게 되어서 중형(重刑)을 쓸 필요가 없이 됨을 말한 것임”(출

처:http://db.itkc.or.kr) 
78) “따라서 통치자들에게 있어 죄수의 수와 감옥 상태는 자신들의 다스림이 얼마

나 덕치와 예치에 부합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였다. 왜냐하면 인(仁)의 정치가 잘 

베풀어지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감옥은 비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유가(儒家)에서는 ‘공옥(空獄)’을 형정이 추구해야할 목표로 보았던 것이고, 유학

자인 조선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상게서, p. 73 직접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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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刑曹)에서 공옥(空獄)을 계달하니, 당상관(堂上官)에게는 모마

장(毛馬粧) 각 1부, 낭청(郞廳)에게는 대녹비(大鹿皮) 각 1장씩을 하

사하였다. (『성종실록』 성종 4년 계사 (1473) 9월 21일 (기유))80)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箚子)를 올

리기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호(尹壕)는 공옥(空獄)하였

다 하여 자급을 올렸는데, 신 등은 그윽이 듣건대 착한 사람이 나라

를 백 년 동안 다스리면, 승잔거살(勝殘去殺)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慶尙道)는 모두 66고을인데, 윤호가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8, 

9개월 사이에 갑자기 66고을의 백성을 교화하여 착하게 하고, 영어

(囹圄)를 한결같이 비게 하였겠습니까? 비록 한 고을을 비게 하였더

라도 이것은 반드시 열성(列聖)께서 인(仁)으로 감화시키고 의(義)로 

연마시킨 것이 쌓여진 소치로 그러함이지, 진실로 윤호의 공(功)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성종실록』성종 6년 을미(1475) 10월 26

일 (임인))81)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왕들은 공옥

(空獄)이 실현되면 관련자의 공(功)을 치하하고 포상을 내릴 만큼 기

뻐하였다. 공옥(空獄)은 조선의 왕들에게 스스로 훌륭한 통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이규보(李奎報)

의 도량문(道場文) 제 114권에 실린 전옥이 감옥을 비운 뒤에 반야도

량을 행하는 글[典獄行空獄後般若道場文]에는 공옥(空獄)으로 인한 

기쁨이 담겨있다. 

“연꽃의 보좌(寶座)에 계시는 부처는 두 가지가 구족한 높은 분이

며, 패다라 잎의 큰 경전인 반야경은 두 가지가 공(空 아공(我空)과 

79) 출처:http://db.itkc.or.kr/inLink
80) 출처:http://db.itkc.or.kr/inLink
81) 출처:http://db.itkc.or.kr/i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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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法空) )한 이치를 극진하였나니, 귀의하고 숭배함이 진실로 두

터우면 감응함이 빨리 있으리이다. 돌이켜 보건데 보잘 것 없이 작

은 바탕으로 백성들을 맡아 기르게 되니, 형벌을 내릴 때는 불쌍하

게 여겨서, 백우(伯禹)의 죄인을 위해 울던 일82)을 생각하며, 벌(罰)

을 가할 적마다 공야장(公冶長)83)처럼 죄아닌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

다. 하물며 한여름의 무더움에는 사람에게 초독(楚毒)이 나기 쉬운 

때이오리까. 곧 유사(有司)에 명령하여 모든 옥사(獄事)를 관대히 하

고, 불문(空門)에 의탁하여 도움을 빌어서 자석(胏石)의 문초 받는 

것을 길이 없애려 합니다. 이에 훈훈한 자리를 마련하고 신령스러운 

경전을 선양합니다. 부족한 정성이오나 걸림이 없는 감응을 이루어 

주소서. 이는 모든 감옥이 비어서 청정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국가가 한가해서 아름다운 데 흐뭇해 할 것입니다.”84)

  이렇듯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조선시대의 왕들은 공옥(空獄)

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당시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견디기 힘든 날씨 조건이 있는 경우, 

죄수의 병이 옥사 내의 다른 죄수들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고령의 죄수, 임신한 죄수 등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보방(保
放)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옥을 비우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赦免)제도나 금품을 납부함으로써 벌

을 대신하는 수속(收贖)제도 등을 두었다.

82) 백우(伯禹)란 중국 하나라의 우왕(禹王)을 의미한다. 우왕이 우연히 길에

서 끌려가는 죄인을 만났는데, “요순시대의 백성은 모두 요순같은 마음이

어서 범죄자가 없더니 과인은 덕이 모자라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범죄

자가 된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출처::http://db.itkc.or.kr/inLink)
83) 공자의 제자이자 사위, 공자는 “그는 비록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으나 

그의 죄는 아니다.”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84) 출처:http://db.itkc.or.kr/i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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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조선시대의 행형제도는 결국 죄인을 처벌하는 것보다‘예

주형보(禮主刑輔)’의 실현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신

분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이므로 행형에 있어도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85)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는 인간적 대우를 통해 죄인을 다스렸으며 무엇보

다도 감옥 안의 죄수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처벌과 집행을 신중히 

하려했다.86)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행형이 인본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구금시설로는 전옥서87)가 있었다. 당시 전옥서는 형

조(刑曹)88)의 감독을 받았으며, 현재의 교도소의 기능보다는 구치소 

기능에 가까운 시설이었다. 건물은 외부 담 안에 원형(圓形)의 옥을 

두고 있었으며, 여옥(女獄)과 남옥(男獄) 그리고 남옥(藍獄)과 서옥(庶
獄)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89) (그림2-15) 또한, 옥내에는 온돌방과 

85)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사

상을 배경으로 하며, 인간은 누구나 형벌상, 법률상으로 평등할 권리가 있

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류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말하는 정의이념 및 종교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법_앞의_평등)
86) “여기엔 하늘의 뜻이 백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민본주의 즉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 정신이 지배층의 의식 속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의 원통한 마음이 가득차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여겨 사면과 소결 

등을 통해 옥을 비웠으며, 도한 그것은 옥의 과밀 수용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

도 있었다. 사형수에 대해 처벌과 집행을 신중히 한 사수삼복계와 고문과 남형의 

금지 역시 인간 존중과 생명을 중히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속대전』에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 중 양반가의 부녀에서 벗어나 임신한 일반 여성의 경우까지 

형장으로 추문하지 않는 조항은 점점 확대 돼가는 조선의 인본주의적 법의식의 일

례로 볼 수 있다.”, 정봉길, 상게서, p.89.직접인용
87) 조선시대에는 구금시설을 ‘전옥서(典獄署)’로 통칭하였다. 
88) 고려·조선시대 법률·사송(詞訟)·형옥(刑獄)·노예에 관한 일을 

맡아본 중앙관청 (출처: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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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빤지를 깐 판방을 두어 거처와 여름에 지내는 거처를 구분하였고, 

나무문을 두어 물, 불, 음식 등을 내부로 운반하고, 환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옥의 외부에는 중간 담이 있었으며 담 너머에는 죄수 음식 

지급소와 죄수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 시설을 두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취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면회 온 가족들은 죄수들에게 음

식을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90)

  원형옥은 조선시대 전옥서만의 특정한 형태는 아니었으며 앞선 고

89) 출처: 문화원형백과(http://www.culturecontent.com)
90) 출처: 문화원형백과(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 2-15 한양 전옥서 건물 배치도 (출처: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

에 관한 연구,2001 부록을 참고로 하여 저자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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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시대에도 원형 형태를 띤 감옥이 존재하였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역사서에 당시 수도인 개경에 있던 옥(獄)의 형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囹圄)의 설비는, 험한 담이 높이 

솟았는데 그 담의 모양은 둥근 고리와 같고, 그 가운데 옥사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옛날의 (주나라) 원형옥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91) 즉, 우리나라 

역시 이미 고려시대부터 원형옥을 일반적인 행형 시설의 형태로 사

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세종 8년(1426년)에 

중앙과 지방에서 옥(獄)을 지을 때 사용하던 도면인 표준설계도92)에 

원형옥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원형옥의 경우 직선 형태의 건물보다 시공에 어려움이 따르며 시

간도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옥(獄)은 원형으로 짓게 되었을까? 일본인 나까하시 마사요시가 기록

한 우리나라의 원형옥에 대한 기록에서 그는 “원형옥은 수감자 감시

에 편리한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건축 형태”라고 말하였다. 93) 당시 건

축 자재 및 기술로는 수감된 자가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 시설을 구

현해내기가 어려웠고, 도주를 막기 위해 높고 견고한 담과 최소 관

리 인원으로 최대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의 파놉티콘 식 원형

옥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재표에 따르면 당시 우리

나라의 유교사상은 민본을 근본으로 하며 백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이며, 주나라의 원형옥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노동을 통해 교화하고자 하였다. 94) 또한, 임재표는 청나라 

학자 정현의 기록, 즉‘옥의 형태가 반드시 둥근 것은 그리는 규(規)가 

인(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여 관리는 어진 마음으로 죄인의 정실을 조사하

였으며, 옛날에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죄인을 측은히 여겨 풀어주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95)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원형옥이 둥근 형태인 

91) 정봉길, 상게서, p.55. 재인용
92) 정봉길, 상게서, p.59.
93) 박삼수, 『논어 읽기』(서울: 세창미디어), 2013 p.44. 재인용
94) 임재표, 상게서,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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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형옥에 담긴 교정 이념은 응보가 아닌 

재사회화 기원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교정이념

은 오늘날 교정이념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전옥서는 갑오개혁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

었으며 다시 종로감옥으로 바뀌었다.96) 그 이후 서대문 감옥의 종로 

출장소로 사용되다 1921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진다.97) 

95) 임재표, 상게서, p.44 재인용
96) 김응규, 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석논, p.10 간접

인용
97) 김응규, 상게서, p.10 간접인용

그림 2-16 종로감옥, 조선말엽 전옥서 시설 개조, (표문 옆의 감방은 여옥

으로 추정됨) (출처: 법무부, 한국 교정시설 변천 현황, 저자와 연도 미상. 도면은 저자 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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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1910-1945), 사라져가는 원형옥과 서대문 형무소 개청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며, 전통적인 원형옥의 형태는 근대화 흐름 

속에 점차 사라져갔다. 시설을 지칭하는 단어 역시 전옥서(典獄署)와 

감옥(監獄)이 아닌 형무소(刑務所)로 바뀌었으며 조선총독부 산하에

서 운영되었다. 형무소에는 주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목숨을 잃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1908년도 조선통감부

가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인 경성감옥이다. 일제는 이후 많

은 독립 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하여 1912년도에 마포 공덕동에 새

로운 경성감옥을 새우게 되었고, 본래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으며, 1923년도에는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개칭

하게 되었다. 

  

  

그림 2-17 서대문 형무소 배치도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270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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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1921년‘ Chōsen in pictures’에 ‘서울의 새로운 감옥’ 과 

’한국의 구 감옥, 새로운 형무소 내부’(아래) 라는 제목으로 실린 서

대문 형무소 사진 (출처: 명지대학교 한국관련 서양고서 원문 DB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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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는 서대문 형무소 외에도 일제의 감옥법을 근거로 하여 

마포 형무소, 영등포 형무소, 평양 형무소, 함흥 형무소, 해주형무소, 

공주 형무소 등 전국적으로 많은 형무소가 세워졌다.

그림 2-19 서대문 형무소의 지하 감옥 발굴 현장

(출처: 오픈아카이브, 생산자: 경향신문사 (1991.11.25))

그림 2-20 서대문 형무소의 지하 감옥 평면도 및 단면도 (출처: 김응규, 교

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석논,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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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과 국내 교정의 시작 (1945년-1960년)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전국 형무소에서 사상경제범이 석방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9얼 28일 미군정청 법무국이 설치되

고 10월 28일 일제로부터 형무소 12, 지소 7, 형무관 연습소 1개소를 

접수하여 교정업무를 시작하였다. 98)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 군정기의 우리나라의 교정 행정은 모두 일제 강

점기 감옥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지하였다.99) 따라서 이 시기에는 

뚜렷한 교정 이념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독립 운동가를 통제하기 

98) 이언담,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교정학

회, 2015
99) 이언담, 상게서, p.50 간접인용

그림 2-21 마포형무소의 외부 모습 (출처: 오픈아카이브, 경향신문사, 

197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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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들었던 보호교도소를 폐지하였으며 불법구금을 금지하는 법

령과 석방청원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100) 또한, 문맹퇴치사업101) 등 

교육적 행형이 시작되어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후의 교육적 관점

에서의 교정의 도입에 있어 초석이 되었다. (표2-10)

100)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2010, p.320
101) “문맹퇴치 사업이 성과를 이루자 1954년에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문맹자

반, 성인 교육반, 초등공민반, 고등공민반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강화하여 1960년

대 맞은 근대화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일조하였다.” 이언담 ,상게서, p.52 직

접인용

 연대 내 용

1945.8.15 조국 광복

1945.8.16 전국 형무소에서 사상경제범 석방

1945.9.28 미군정청 법무국 설치

1945.10.28 일제로부터 형무기관 접수

1950.3.2 행형법 제정 (법률 제 105호)

1961.12.23 행형법 제 1차 개정

1986.11.6 수용자 급식 규정 개정

1987.06.28 행정고시 교정직 최초 시행

1989.10.19 한국 교정학회 창립

1992.12.28 수용자 TV시청 시범 운영

1994.10.18 전 수용자 집필용구 상시 소지 허용

1994.11.17 수용자 삭발제도 개선

1998.7.1 전 수용자 신문열람 허용

1998.9.12 미결수용자 사복착용 제도 시행

2000.1.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2.15. 수용자 두발 제한 10cm 범위 내로 완화

2000.7.5. 수용자 원격 화상접견 시범 운영

2000.12.19.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개정, 1인 1종류 1부 제한 폐지

수용자 집필 허가 제도 폐지

2004.6.1. 커피 녹차 등의 기호식품 공급,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신장

2005.8.4.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감호법 제정

2006.4.5.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당 운영규정 제정

2006.4.11.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창립회의 개최

2007.12.21.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2008.6.11. 통합 교화방송센터 개국

2008.12.28.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3 기관별 원격진료 통합네트워크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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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교정이념의 태동(1960년-1990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으며, 

수용자의 기본권 확장 및 교정 이념과 교정시설의 발전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이

뤄지면서 운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공안사범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들은 스스로의 구금 형태 혹은 교정환경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하

여 부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심지어 교정시설을 민주화 운동

의 전초 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당시에는 교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정 행정의 적

법절차 및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하여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용자들의 급식제도가 변화하게 되었

다. 102)

4)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1990년-2007년)

  1990년대에 들어서 국가사회적인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교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환기를 

102) ‘교도소는 콩밥 먹는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식에서 

콩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주식등급을 구분하여 표준화된 틀에 밥을 찍어 배

식하던 ‘틀밥’제도 역시 폐지하고 자율급식제도로 개선하였다. 상게서, 

p.53 간접인용

2010.12.1. 민영교도소 개소(소망교도소)

2011.9.6.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서울남부교도소)

2012.12 수용자정신보건센터 개설

2013.7 집중인성교육의 실시

2014.11 개별처우제도의 확립

표 2-10 광복 이후 교정사 (출처: 이언담, 한국교정 70년의 회고-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교정학회, 2015 pp.54-56 재인용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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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되었다. 1992년 이후부터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

동103), 교정자문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고해졌

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식 역시 급격히 신장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국가 경제가 발달하며 자연스럽게 교정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면서 교정시설의 신축 및 개축이 활발하

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용환경이 개선되었는데, 2002

년에 들어서 안양교도소 등 39개 기관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

하게 되었고, 난방 시설 역시 연탄난로에서 수용거실 내 전기패널 

10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구금, 보호시설에서 발생하

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림 2-22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90년대 

인권대회의 모습 

(출처:오픈아카이브, 생산자: 박용수 (199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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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방열식 난방으로 바뀌게 되었다.104) 또한 우리나라의 수용자 1

인당 혼거거실 면적은 1.75㎡에서 2002년 법무시설기준 규칙의 개정

으로 2.48㎡로 조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2.57㎡로 조정되었다.105) 더

불어 징벌실을 일반 독거실과 동일한 생활공간과 면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던 교정

시설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그 후, 2007년에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

서 106),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 분류제도의 

개선 등 수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다. 

5) 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정 도입 (2008년-2013년)

   2008년대 이후의 교정은 실질적인 교육과 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인성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107)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정시설 내에는 수용자 정신보건센

터 및 교육을 위한 다목적실 등이 계획되었고, 통합 교화방송국이 

개설되면서 수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08) 이로써 시설은 점차 수용자의 생활시설 뿐만 아

니라 교육시설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종합 시설로 그 역할이 확장되

었다.   

104) 이언담, 상게서, p.55
105) 이언담, 상게서, p.74
106) 2007년 12월 21일 69개조의 「행형법」을 133개조의 「형집행법」으로 

개정하였다.
107)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생활교육, 학교교육, 직업훈련, 정

보화교육, 종교생활, 사회화교육, 인성교육, 교정상담 등이 있다. 
108)행정고시를 통한 교정인력 및 임상심리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영입은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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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치유환경과 교정시설

2.4.1「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과 치유환경 기본원리의 유사성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 (이하 ‘만델라 규칙’)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존

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기타 의견, 국적,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109) 본 규칙은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 예방 및 형법 총회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의 회의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유

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결의로 1957년 

7월 31일 승인되었다.110) 그리고 이후 2015년 5월 18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제 24차 회의에서 인간으로서 응당 누

릴 수 있는 인권, 평등, 평화를 위해 싸우며 2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했던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1918~2013) 111)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규칙을‘만델라 규칙(the Mandela Rules)’로 명명하였다.112) 만

109)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Standard_Minimum_Rules_for_the_Treatmen

t_of_Prisoners 참고 및 간접인용 
110)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

칙)」,2015, 서론, 간접인용
111)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인권운동가. 종신형을 부여받고 
27년 동안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1993년도에는 노벨평화상을 부여받았음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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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 규칙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각 나라의 인권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되고 있어113)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2) 금용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26권 제 2호, p.163 간접인용
113)  우리나라 역시 행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만델라 규칙의 영향을 받았

다. 

참고)“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

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상게서 P.161 직접인용

그림 2-23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

준규칙의 국내반영 추진 (출처: 1999년 1월 

12일 한겨레신문) 



- 73 -

  본 장에서는 교정시설과 치유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만델

라 규칙과 치유환경 기본 원리의 유사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

에서 만델라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일정시간 격리시키는 교정과 환자에게 적정 공

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치유환경에서의 

개념의 성격이 다르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기본 원리

가 상통하기 때문이다. 본 규칙과 앞서 살펴본 치유환경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제1조~제5조114)

114)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
칙)」,2015, p.23-25 직접인용

Ÿ 제1조: 모든 수용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한다. 어
떠한 수용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수용자
와 직원, 용역 제공자, 방문자들의 안전과 보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Ÿ 제2조: ①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
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
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필요(특히 교정시설의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여)를 고려하여
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
한 조치들은 필요한 것으로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Ÿ 제3조: 개인을 외부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모든 구금행위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
함으로써 자아결정권을 빼앗는 행위로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
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고통을 가
중시켜서는 안 된다. 

Ÿ 제4조:①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행위나 이와 유사한 조치의 주된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수용자가 구금기간 동안 사회복귀 시 법을 준수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교정당국과 관련 기관에서는 교육
과 직업훈련, 작업 등 가능하고 적합한 형태의 지원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하
고 여기에는 교화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들과 보건 또는 운동을 기반으
로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는 수용자개인의 특
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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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제1조~제5조에서는 수용자 존엄성과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를 존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개

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유를 박탈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고통

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제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

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이들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 더불어 자유를 박탈

하는 것 외에는 내부 생활과 외부 생활의 차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

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제

5조) 

  반면, 치유환경에서는 인간을 둘러싸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고 믿는

다. 115) 특히 신시아 맥클로(Cynthia Mac Cullouugh)는 “치유의 공간

이란,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해주는 공간으로서 존중감과 존엄성이 모든 

요소에 녹아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116) 이에 따르면 치유

환경의 원리는 인간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결함을 보안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117)

 결국, 치유환경과 만델라규칙 모두 기본 원리와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심리적ㆍ육체적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

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만델라 규칙의 제1조~제5조에 해당되는 기준

규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생활환

Ÿ 제 5조:①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외부 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수
용자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5) 이해경, 정신건강과 치유환경, 한국콘텐츠학회지, 2014 pp.36-37 간접인
용

116) 이해경, 상게서, p.37 재인용 및 직접인용
117) 이해경, 상게서, p.38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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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치유환경의 기본 개념과 

상통한다.

② 제12조~제14조118)

 

   만델라 규칙 제12조~제14조는 수용자의 거주시설에 관한 기준규

칙에 해당된다. 독거수용의 원칙과 (제12조),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제13조) 자연광의 도입, 

자연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인공조명의 필요성에 관하

여 말하고 있다. (제14조) 이는 앞서 2.3절에서 도출한 치유환경 요소 

중 ‘물리적 환경 요소’와 맥락이 같다. 치유환경 요소 중 물리적 

환경 부문에서는 음환경 (해당 실이 닫힌 공간인가?), 빛환경 (주간 

활동을 할 때에는 자연광이 비치고 수면 중일때에는 어두운 빛 환경

인가?, 수용자 거실은 모두 창이 있고 가능한 넓은 면적의 채광창을 

확보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한 상태인가?), 면적 (과밀 수용 되어 있는

가?), 환기 (자연환기가 적합한 환경인지를 고려하며, 내부에서도 외

부와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118)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29 직접 인용

Ÿ 제12조:①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수용자별로 야간
에 독서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
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수
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혼거실이 사용되는 때에는 그 환
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수용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
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Ÿ 제13조: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건
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
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Ÿ 제14조: 수용자가 생활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가. 창문은 수
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인공적인 
통풍 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나. 인공조명은 수용자의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
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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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되어있는가?)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 요소의 안정성 부문의‘공용 공간(메인 로비, 대기실,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다목적실, 식당 등)은 가능한 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고 외부로 접근가능하게 계획되

어 있는가? 이러한 계획은 공간이 과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완화시

키고 밀실 공포증을 없애준다.’)와 행태적 요소의 자율성 부문에 해

당하는 ‘수용자가 활동에 맞게 스스로 인공조명 조도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창문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개인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역시 

만델라 규칙의 제13조, 제14조와 관련이 있다. 이로써 자연채광, 자

연환기, 공간의 적정 면적, 조명 등은 인간의 거주환경에 있어 쾌적

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자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해당되며, 이를 보

장하고자 하는 공통된 노력에서 치유환경과 만델라 규칙이 상통함을 

알 수 있다. 

③ 제23조119)

   수용자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강조한 만델라규칙의 제23조에서는 

특히 수용자의 실외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계획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치유환경 요소에 있어

서 심리적 요소 부문의 자연요소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질문은 ‘중

정이나 다른 외부공간이 시설의 공적인 영역 혹은 수용자들의 영역

과 인접한가? 내부 중정은 안전감을 주는 휴식 공간인가?’, ‘모든 

119)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33 직접인용

Ÿ 제23조: ①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년수용자 및 적당한 
연령과 체격을 가진 그 밖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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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은 자연과 시각적/물리적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관목, 잔디와 같은 조경 요소를 두어 계획하되 지나치

게 밀도가 높게 심어 사람이 숨을 수 있게 하진 않는다.’, ‘거실의 

창은 외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어야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한가?’, 

‘옥상 테라스나 옥상 정원을 두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 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수용자들의 공간에 

랜드 스케이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산, 수 공간, 

도시 광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용도 공간 혹은 대기실은 

항상 주변 자연 혹은 도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좋

다.’)

  치유환경에서 말하는 자연요소는 주로 중정의 필요성과 자연을 느

낄 수 있는 조경 계획, 조망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만델라규칙 제23조 

2항의 경우 수용자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설비, 장비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서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치유

환경에서 말하는 자연요소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으로 이 기준규칙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③ 제42조~제45조120)

120)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43 직접인용
Ÿ 제42조: 조명,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야외 활동, 운동, 개인위생, 보건, 개

인 공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조건은 모든 수용자에게 예외 없
이 적용되어야 한다. 

Ÿ 제43조:①구속 또는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가.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나.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다.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져 있는 공간에 수
용하는 행위 라. 체벌 또는 식사나 식수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마. 집단 처벌
하는 행위

Ÿ 제44조: 본 규칙에서 일반적인 독거수용이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수용자
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이라 함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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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델라규칙 제42조, 제43조는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도입 필요

성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조명,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야외활동, 운동, 개인위생, 보건, 개인공간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용거실에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에

게 쾌적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치유환경요

소 중 물리적 환경요소의 쾌적성 (음환경, 빛환경, 면적, 환기)과 연

결되며, 행태적 요소에 있어 자율성과 상통하는 내포적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수용거실 외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유환경요소의 심리적 요소 중 자연요소와 프라이버

시, 안전성에 해당한다. 더불어, 제44조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

소에 있어 커뮤니케이션과 공적영역과 연관성이 있다. 

④ 제63조~제64조121)

  만델라규칙 제63조와 제64조는 수용자의 정보 접촉 권리에 대하여 

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Ÿ 제45조:①독거수용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심의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형량에 의거하여 독거수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심리적 
또는 지체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독거수용이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
으면 독거수용을 부과할 수 없다. 독거수용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대한 유엔의 기준 및 규범에 의거하여 여성 또는 소년에게 부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21)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p.67-69 직접인용
Ÿ 제63조: 수용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거나 방송을 청

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교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Ÿ 제64조: 모든 교도소는 모든 범주의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ㆍ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수용자가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
록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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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신문, 뉴스, 정기간행

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하며 방송을 통해 원하는 강

연을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64조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이를 지원할 공간을 계획해야하고 수용자들로 하여

금 자유롭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한다. 이러한 규칙은 

치유환경의 행태적 요소 중 정보교환에서 언급한 조건인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와 상통한

다. 이러한 조항은 수용자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소

외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수용시설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여

겨진다. 

⑤ 제86조~ 제88조, 제90조~제92조122)

  만델라규칙 제86조~ 제88조, 제90조~제92조에서는 수용자의 지도 

122)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p.67-69 직접인용

Ÿ 제86조: 아래 지도원리는 교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
적을 서칙 제 1조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다.

Ÿ 제87조: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 수형자가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준비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 경찰에 위
탁하는 것이 아닌 효과적인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조기 석방 제도를 실시
하거나 감독 하에 심의를 거쳐 석방하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Ÿ 제88조:①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
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
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 직무에 관하여 교정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② 사회사업가는 모든 교도소와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
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
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Ÿ 제90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
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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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즉,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배

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시설이며, 형기를 마

친 수용자를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

이다. 이는 사실상 교정시설의 존립 의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앞

으로 국제사회에서 교정시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이 도입 필요성은 결국 수용자에게 적절한 환

경을 제공하여  수용자가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치유할 수 있게 돕고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결과적

으로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교정시설와 비선호 이미지를 개선함으

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이러한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 도입의 필요성을 포괄할 수 있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제96조123)

   만델라 규칙 제96조는 수용자의 작업 활동 및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의 커뮤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계획해야한다. 

이는 치유환경요소에서 사회적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공적영역 항목

에 해당되며 특히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마스터 플랜을 계획함에 있

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접접으로 어떻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사

회적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을 지를 계획한다.’, ‘내부 복도에는 

123)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 p.71 직접인용
Ÿ 제96조:① 형을 받은 수형자는 작업 활동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고 이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
건의료 전문가가 수형자의 육체적ㆍ심리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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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니치를 둔다.’, ‘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

이 아니라 그룹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다.’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공간을 통해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보교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환경요소의 

행태적 요소 중 정보교환(‘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과도 연관성이 있다.  

⑦제104조~제107조124)

 ‘교육 및 오락’과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는 만델라규칙 제104

조~제108조에 담긴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수

용자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자를 둘러

싼 사회적 관계, 예컨대 수용자와 수용자, 수용자와 가족, 수용자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이러한 사회적 활동인 오락 및 

교육 공간과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견실, 커

뮤니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124) 법무부 교정본부, 전게서,pp.75-76 직접 인용
Ÿ 제104조: ①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해야 하고,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
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교정당국은 이에 특
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형자 교육은 가능한 한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제105조: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은 수형자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
든 교도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Ÿ 제106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가 서로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
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Ÿ 제107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석방 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해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수립하도록 권
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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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치유환경요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의 커뮤니케이

션과 공적영역에 해당되는데,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마스터 플랜을 계

획함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접접으로 어떻게 다양한 레벨

에서의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을 지를 계획한다.’, ‘내부 

복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니치를 둔다.’, ‘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룹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

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제107조의 경우 ‘수형자의 형기

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석방 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해야 하

며’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곧 교육시설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공

간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치유환경요소의 행태적 요소 중 정보교환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⑧제111조~제113조125)

   만델라규칙 제111조~제113조는 미결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관

하여 명시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교정시설에 

125)법무부 교정본부, 상게서, p.79 직접인용
Ÿ 제111조:①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

치 중이지만 사실 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본 규칙에서 이하‘미결수용
자’라 한다. ②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
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
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미결수용자는 이
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
택을 받아야 한다.

Ÿ 제112조: ①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②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Ÿ 제113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리된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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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되어 있지만 사실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세워진 교정시설의 경

우 치유환경 요소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미결수용자로 하

여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재판과정에 있어서 발생

하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만델라규칙 제111조~제113조는 구치소 

기능을 하는(미결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요소 도입 

필요성의 기본원리로서 작용한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밑은 해당 규칙에 해당하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치

유

환

경

요

소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Q1-2
Q1-3
Q1-4
Q1-5

길 찾기
Q1-6
Q1-7
Q1-8

인공요소 Q1-9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프라이

버시

Q2-9

Q2-10

안전성
Q2-11
Q2-12
Q2-13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Q3-2
Q3-3

공적영역
Q3-4
Q3-5
Q3-6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Q4-2
Q4-3

정보교환 Q4-4

표 2-11. 치유환경 요소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상관성(제1조~제61조)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밑은 해당 규칙에 해당하는 번호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

치

유

환

경

요

소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Q1-2
Q1-3
Q1-4
Q1-5

길 찾기
Q1-6
Q1-7
Q1-8

인공요소 Q1-9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프라이

버시

Q2-9
Q2-10

안전성
Q2-11
Q2-12
Q2-13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Q3-2
Q3-3

공적영역
Q3-4
Q3-5
Q3-6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Q4-2
Q4-3

정보교환 Q4-4

표 2-12. 치유환경 요소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상관성(제62조~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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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미국NIC(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US Department of 

Justice)의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

   미국은 1971년 9월 뉴욕의 Attica 교도소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폭동

을 계기로 교정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후 교정과 교정시설을 위한 연구, 포럼, 전문성 획득 등을 목적으로 

1974년 국립 교정 연구원인 NIC(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를 설립

하였다. NIC는 창설 이후 교정 및 교정시설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교

도소, 구치소 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 부문 등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The Norval Morris Project’로 이름 붙여

진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교정 및 교정시설과 관련되어 선행되었던 연

구를 실제로 적용해보기 시작했다.‘The Norval Morris Project’는 미국 

교정 분야와 관련된 지식인들을 모아 학문,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괄하

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교정 및 교정시설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

고 여기서 도출된 지식 및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가,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 다

양한 관계자들을 참여시켰으며, 교정시설의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하였

다. 본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다. 

1. 수용자의 재범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정이 어

떻게 변화해야하는가?

2. 수용자 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NIC는 이 과정에서 교정 시스템에 ‘치유환경’도입의 필요성을 느끼

고126) 2014년「Creating and Measuring a Healing Environment in the 

126) 미국 교정 시스템에 있어 ‘치유환경’의 필요성을 처음 역설하고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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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라는 제목의 연구를 통해 실제 시

설 내 치유환경 구현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

다. 특히 연구의 참여하였던 Christopher Innes는 2015년『Healing 

Corrections (The future of Imprisonment)』를 출판하고 교정시설 내 치

유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본 저서의 출판 목적은 조직 특히 교정에서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본 저서는 교정 문화를 있

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교정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

은, 치유환경의 구현을 통해서 가능하다.”127)

 해당 연구는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리더십의 개선, 조

직의 문화, 인력 개발 등으로부터 구현128)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궁극적인 

이는 미국 4개의 주의 교정청에서 근무하였던 Harold Clarke이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 교정청의 연구 및 정보 서비스 부 前부장인 Christopher Innes은 그의 

저서 『Healing Corrections (The future of Imprisonment)』를 통해 미국 교정시

설의 치유환경 가능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저술하였다. 
127) “What this book does do is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cultures work in organizations, especially corrections, and propose a guide to 

generation fundamental changes in them. This book describes correctional 

cultures as they really exist and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the culture of 

corrections can be changed. On the basis of my experience in this system, I 

believe that it its possible. It can be done by creating a healing environment 

wi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gencies.”(출처: Christopher Innes, 『Healing 

Corrections (The future of Imprisonment)』, 2015, Loc. 147)
128) Creating a healing environment in corrections, which draws from the 
theory and research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force development, represents one such innovative strategy selected by 
the Norval Morris project to develop, implement, and test. (출처:「Creating 
and Measuring a Healing Environment in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NIC,201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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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었다. 또한 치유환경이 구현된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사회성 교육(prosocial learning)이 이루어

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점차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으

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해져 최종 목표인 공공 안전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29)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치유환경이 무

엇인지 구상하고 버지니아(Virginia) 주의 교정시설을 사례를 삼고 실험 

129) “Ideally, incarcerated people living in the VA-DOC’s healing environment would 

be increasingly exposed to prosocial learning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such that they achieve greater success both pre-and post-release; ultimately, public 

safety would be enhanced.”(출처:「Creating and Measuring a Healing 

Environment in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NIC, 2014. p.15 직접

인용.)

그림 2-24 미국 NIC의 「Creating and 

Measuring a Healing Environment in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

s」

그림 2-25 Christopher Innes의 저서 

『Healing Corrections (The future 

of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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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이후, 교정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치유환경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지지도 및 실제 느끼는 효과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결론적

으로 치유환경은 교정시설의 운영 및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

정 직원들의 인식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사례 적용은 교정시설의 건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주로 고위 교정직원의 리더쉽 개

선과 조직 재편성,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에 머물러있었다. 

  미국 NIC의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 구현을 위한 연구는 치유환경 구현

이 교정 근무 시스템 개선과 교정 직원 및 지도자 교육에만 한정되었다

는 점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정

시설 내 치유환경 구현의 필요성을 밝히고 시설 내 적용 가능성을 밝힘

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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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치유환경 관점에서 본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접견 등과 관리자

의 근무, 복지, 감독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정시

설을 계획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 경우 교정시설 계획은 해당 분야 비전문가인 외부 설계 디자인 업체

가 전담하고 있어 계획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시

설의 계획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제공되는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국내 교정시설은 설계자의 창의적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설계자가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대지

에 변형ㆍ적용시킨 결과물에 가깝다. 따라서 교정시설 계획에 있어 설계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교

정시설 내 치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살

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되고 있는 「법무시설기준규칙」과 「교정시설 설계 매뉴얼」, 국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인 UNOPS의「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과 치유환경 가이드라인「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를 살펴보고 치유환경요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

시되어 있는지,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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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분석 

   [표 3-1]은 2장에서 도출한 치유환경 요소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현재 

국내 교정시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교한 표이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가이드라인 現 국내 교정시설 가이드라인

치

유

환

경

요

소

물리

적환

경

쾌

적

성

음환경
해당 실은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큰소리를 내거나 물건과 창(철격자) 및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음성을 확보한다.

빛환경

주간 활동을 할 때에는 

자연광이 비치고 수면 중 일 

때에는 어두운 빛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자연채광을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

동정시찰 등 계호활동에 유리하게 

계획한다.

수용자 거실은 모두 창이 있고, 

가능한 넓은 면적의 채광창을 

확보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면적
과밀 수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면적 규정 명시,

개인별 활동 및 사용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환기

자연환기가 적합한 환경인지를 

고려하며, 내부에서도 외부와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되어있는가?

자연환기를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

길

찾

기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있는가?

부지 및 시설의 주 출입구를 쉽게 

찾거나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 및 공간을 연결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하며 행선지 별로 분별이 

쉬워야한다.

수용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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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연 환경의 뷰가 보이는가?

외부환경이 보이는 편복도 식의 계획인가?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

공

요

소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수용자가 직접 만든 소품을 벽에 걸 수 

있는 환경 계획이 되면 좋다.

심리

적환

경

자

연

요

소

중정이나 다른 외부공간이 시설의 공적인 

영역 혹은 수용자들의 영역과 인접한가?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대기공간에는 특별히 

계획된 외부 공간(테라스, 파티오 중정 등)을 

두어 수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내부 중정은 안전감을 주는 (출입구는 두 

곳) 휴식 공간인가?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모든 공적 공간은 자연과 시각적/물리적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관목, 잔디와 같은 조경 요소를 두어 

계획하되 지나치게 밀도가 높게 심어 사람이 

숨을 수 있게 하진 않는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거실의 창은 외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어야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한가?
조망확보

옥상 테라스나 옥상 정원을 두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 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용자들의 공간에 랜드 스케이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산, 수공간, 

도시 광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동통로는 4m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기분 전환이 가능한 공간을 

가급적 쾌적하게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다용도 공간 혹은 대기실은 항상 주변 자연 

혹은 도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좋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프

라

이

컨퍼런스 룸에 앉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키오스크 혹은 비슷한 장소를 두어 고독과 

명상,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둔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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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시

프라이빗한 정원 영역을 둔다. (출구와 

출입구가 보이는)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안

전

성

외부와 내부 공간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용공간(메인 로비, 대기실,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다목적실, 식당 등)은 가능한 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고, 외부로 접근가능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이러한 계획은 공간의 과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완화시키고 밀실 공포증을 없애준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필요하다면, 대체가능한 동선을 두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껴야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복도는 3명 1열의 신속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

회

적

환경

커

뮤

니

케

이

션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마스터 플랜을 계획함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접점으로 어떻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사회적 소통(개인/독립적인 

활동부터 그룹 활동까지)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계획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내부 복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니치를 

둔다.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공

적

영

역

넓은 공적 공간은 입구와 가깝게 두고, 

사적인 공간은 보다 더 멀리 둔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룹 

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다. 

교육, 급식, 이발, 휴게, TV시청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수용인원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설계한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파티션 혹은 슬라이딩 유리 문 등을 

설치한다.

복도 밖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행태

적환

자

율

수용자가 활동에 맞게 스스로 인공조명 

조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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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의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중 

쾌적성 부문에 해당하는 지침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차음성을 확보하고, 최소 자연채광 면적인 바닥면적의 1/10와 자연환

기 면적으로 바닥면적 1/20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공간이 협

소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권고하고 있다. 길 찾기 부문에서는 수

용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요소, 외부 환경 계

획에 관한 지침이 생략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허용된 공간에서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길 찾기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용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길 찾기에 관한 지침으로는 “부지 및 시설의 주 출입구를 쉽게 찾거나 유도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 및 공간을 연결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하며 행선지 별로 분별이 쉬워야한다.”130)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용자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함이 아닌 보안 

130)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2014 p.27 직접인용

경

성

창문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인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정

보

교

환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보화 교육장의 위치, 실의 수 등은 

설계 시에 지침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표 3-1 치유환경 건축 요소 관련 가이드라인과 현재의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내용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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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치유환경에서 얘기하

는 ‘길 찾기’ 항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중 ‘인공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

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을 ‘수용자가 직

접 만든 소품을 벽에 걸 수 있는 환경 계획이 되면 좋다.’ 라고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지침은 설계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

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인공요소가 수용자 환경에 필요한 이

유와 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치유환경 요소와 

차이가 있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에 관

한 지침 13개 항목 중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이 3개로 매우 미비함

을 알 수 있다. 국내 지침 상 조망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

체적인 이유, 목적과 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실제 

계획 상 자연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로, 치

유환경 요소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자들의 영역과 자연 요

소와의 시각적/ 물리적 인접성, 수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외부 

공간 계획,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중정, 수용거실에서의 자연 조

망, 옥상정원 계획, 주변 랜드 스케이프를 볼 수 있는 환경 등으로 접할 

수 있는 자연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자연요소에 관한 내용을 구

체적인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지침의 경우, ‘조망확

보’, ‘이동통로는 4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기분 전환이 가능한 공

간을 가급적 쾌적하게 구성하도록 설계한다.’131)라고 명시된 사항이 수용자 

공간의 자연요소에 관하여 언급된 유일한 항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31) 법무부, 상게서, p.30, 31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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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역시 치유환경 가이드라인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리적 환경 요소의 프라

이버시 항목에 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안과 관리가 매

우 중시되는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수용

하고 지침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치유환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132)의 항목의 핵심 내용은 결국 수용자의 개인 

영역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깝

다. 즉,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개

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치유환경의 프라이버

시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에서는 안전성 항목에서 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체 

가능한 동선을 둠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배려하

며,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고 층고가 넓고, 채광량이 많은 공용공간 계획

을 통해 밀실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부여한다.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침 중 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

찰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133)가 있다. 국

내의 지침은 보안성 및 계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항

132) “웨스틴(1970)은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프라이버시는 개

인 자아의 가치, 독립, 정체성과 같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정서적 

해방으로 긴장감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게 한다. 셋째, 자아 평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합

하여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넷째, 보호된 의사소통으로 

개인이 타인과 신뢰를 나누거나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차도 어떤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자아정체감을 갖게하여 개인이 인지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스스로가 존재함을 이해하도록 돕게 된다.” 기하리, 치유환경으로

서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관한 연구, 2012, 직접인용
133) 법무부, 전게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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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치유환경 가이드라인과 구별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중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통해서 치유환

경에서는 사회적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독립적 행위부터 그룹 행위까지 다양한 레벨에

서의 사회적 소통이 일어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자

율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의 복도에서 사회적 소통이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영역 항목에서 치유환경은 위치, 외부와 내부의 관계, 다양한 레

벨로 계획된 영역 계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용자들 간의 

사회적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내의 지침에서 역

시 다목적실 계획 시 ‘교육, 급식, 이발, 휴게, TV시청 등 다목적으로 사용

하는 공간이므로 수용인원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설계한다.’134)고 명시함으로

써 수용자 간 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 내용

이 물리적 규모에 관한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공간 계획, 수용자간 사회적 행위를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134) 법무부, 전게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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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교정시설은 보안,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용자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중 자율성 항목은 교정시설 내 도입되기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치유환경에서 얘기하는 자율성은 수용자가 모든 통제로부

터 벗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인적 영역을 

보장받고 그 영역의 채광량, 인공조명 조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항은 앞서 살펴본 만델라규칙 

제 12조~제 14조와도 관련이 있는 수용자의 권리이나, 국내의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중 정보교환 항목에서는 수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지침에서는 해당 기능을 하는 공간인 정보화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고 있으나, 위치나 실의 수, 면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없고 설계 

시에 지침을 마련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계획 상 누락될 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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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앞서 3.1절에서 치유환경 관점에서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써 치유환경 요소가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있어 

매우 미비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치유환경 개념

이 잘 반영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국제 교정시설 가이드라인의 경우 치유

환경 요소를 어떻게 지침에 반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

유환경 국제 건축 포럼 및 미국 재향군인회에서 제시한 치유환경 건축 

가이드라인과 함께 국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앞서 살

펴본 국내 지침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치유환경 요소 앞서 2.4.1절에

서 치유환경 요소와 만델라 규칙(The 

Mandela Rules)의 연관성을 살펴본 바 

있다. 유엔 사무국은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는 

이러한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하여 

2013년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 국

제 마약 범죄국(UNODC) 및 형벌 국

제 개혁(PRI)과 함께 국제 교정시설 

가이드라인인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

G」을 편찬하였으며 만델라 규칙의 

교정시설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졌다는 점에서 치유환경과 유사성

을 찾을 수 있다.

  UNOPS의 본 가이드는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즉, 모든 수감자가 

그림 3-1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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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이 빛,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외부로의 접근, 신체 운동, 

개인 위생, 건강 관리, 적절한 개인 공간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

며, 교정시설의 설립 목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

는 것이며 범죄자의 사회적 재통합에 있다고 명시한다. 135)  

  현재「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는 국내 교

정시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교정시설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장에서 도출한 치유환경 요소와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그리고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

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2)

135) “What does any of this have to do with prison planning? (중략) For example, the 

Rules state that basic living conditions apply ‘to all prisoners without exception’, and 

include ‘those related to light, ventilation, temperature, sanitation, nutrition, drinking 

water, access to open air and physical exercise, personal hygiene, health care and 

adequate personal space.’ To ensure access to this right and deliver other services 

required by the Mandela Rules,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must be in place. If 

healthcare is to ensure medical confidentiality and be ‘of the same standard as that 

available in the community’,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medical facilities is 

needed. If detainees and prisoners are to have confidential access to their legal 

representatives, the necessary facilities need to be planned and provided. The design of 

prisons needs to support the primary purpose of imprisonment, i.e. to protect society 

against crime and reduce recidivism. As stated explicitly in the revised Rules, this can 

be ‘achieved only if the period of imprisonment is used to ensure, so far as possible, 

the reintegration of such persons into society upon release. The architecture and 

facilities of a prison can either support this purpose, or pose a major obstacle.”

(출처: UNOPS,「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2013 p.10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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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치

유

환

경

요

소

물

리

적

환

경

쾌

적

성

음

환

경

Ÿ 해당 실이 닫힌 공간인가?

Ÿ 모든 수용거실의 문은 닫힌 형태로 계획한다. 

Ÿ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 및 패널의 사용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대규모 공용 영역에서의 사용을 

고려해야한다. 

Ÿ 열린 공용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수용거실의 경우 

쇠창살이 아닌 닫힌 공간으로 계획되어야한다. 

이로써 수용자들은 소음을 차단하여 보다 조용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Ÿ 건축물의 배치 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

의 확보, 가림물의 이용, 적절한 건축

물의 배치에 의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소음이 영향이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Ÿ 실의 배치는 실내 소음원으로부터 이

격, 실 배치ㆍ형상과 주변 및 타 실로

부터의 소음의 영향을 완화하여야 한

다.

Ÿ 소음발생원 대책으로 저소음형 기기의 

사용, 방진기초의 설치 등 기기에서 발

생하는 소음은 가능한 소음발생원에서 

처리하여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발

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Ÿ 차음ㆍ방음 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건

축 본체ㆍ덕트ㆍ배관 등의 소음을 충분

히 억제하여야 한다.

Ÿ 개방되어 있는 수용거실(Open fronted cell)은 

고위험 수용자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거실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와 직원들에게 모든 

상황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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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벽, 마루, 천정 등의 구조 부재, 내장재 

등의 투과ㆍ흡수ㆍ반사 특성 등에 의해 

충부난 차음성ㆍ흡음성을 확보하고 실

내의 소음의 억제, 옆방에서의 음성 등

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Ÿ 수용동은 야간에 보행 시 발생하는 발

자국 소리, 급배수 설비 소음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빛

환

경

Ÿ 주간 활동을 할 때에는 

자연광이 비치고 수면 중 

일 때에는 어두운 빛 

환경인가? 

Ÿ 수용자 및 근무자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연채광 수준은 중요하다.

Ÿ 교정시설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지향해야한다. 

Ÿ 이는 특히 겨울철에 자연 채광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Ÿ 전통적인 교도소 디자인은 수감자가 탈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 작은 창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의 디자인은 보다 튼튼한 재료를 

Ÿ 자연채광을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

동정시찰 등 계호활동에 유리하게 

계획한다. (수용거실)

Ÿ 수용자 거실은 모두 창이 

있고, 가능한 넓은 면적의 

채광창을 확보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한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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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위험성을 충분히 줄이면서도 보다 큰 창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Ÿ 만델라 규칙은 수용자들이 거주 혹은 노무활동을 

하는 곳에서 적정한 빛 계획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모든 새로운 교정시설 건축에 창은 빛의 

투과를 방해하지 않는 투명한 창으로 

계획한다.-바(bars), 창살 혹은 기타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독거실, 혼거실, 주간 활동 공간은 

모두 바닥면적의 8%이상의 창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무늬가 있거나, 와이어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창 

재료를 쓸 경우에는 채광량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더 

크게 창을 계획해야만 한다. 

Ÿ 기존 수용거실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채광창의 크기를 더욱 크게 확장하여 

8%에 가깝게 한다. 실행 불가능한 경우 창의 

크기는 최소 1인당 0.1㎡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Ÿ 날씨가 좋은 날 창을 통해 자연광이 비쳐서 수용 

거실 내부로 창의 높이의 약 2배정도의 깊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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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Ÿ 바닥에서 창 상단까지의 거리, 창 높이는 외부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Ÿ 인공조명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충분히 

설치되어 수용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손상 받지 않고 

강해져야 한다. 

Ÿ 보통의 빛(100 lux at 800nm) 수준이 적절하지만, 

빛의 최소 레벨은 공간의 빛의 흡수/반사량, 

요구되는 일과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Ÿ 구금시설의 직원과 수용자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명 수준 및 통제수단이 된다.

Ÿ 조명의 레벨은 처벌의 한 형태로 오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두운 수용거실을 

계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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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Ÿ 과밀 수용 되어 있는가? 

Ÿ 수용거실은 일반적으로 한 두 명의 수용자를 

수감하도록 고안되어야한다. 만델라 규칙에 의하면 

수감자 보호를 위해서 한 수용거실에 두명 이상의 

수감자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두 명의 수감자가 친밀하다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고려된다. 

Ÿ 독거실의 경우 한 사람당 5.4㎡의 바닥 면적을 

확보해야하며 너비는 2.15m 이상 확보해야한다.

Ÿ 2인실의 경우 싱글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6.8㎡ 이상의 바닥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Ÿ 모든 수용거실은 5.4㎡이하여서는 안된다.  

Ÿ 독거실 면적 기준: 5.4㎡

Ÿ 혼거실 면적 기준: 수용자 1인당 3.4㎡ 

(화장실 제외, 거실 내 싱크대 설치)

Ÿ 다목적실: 수용동 각층마다 1실 설치, 

수용동 x 수용인원 x 1㎡

Ÿ 독거 운동장: 독거수용자x1/4x6.6㎡

Ÿ 옥외 활동 공간

구분 수용자인원별산정(n:수용자수)

기결

수용자

500명미

만

500명이

상,1500

명 미만

1500명

이상

nx5㎡
1500㎡+

2n

3000㎡+

jn

미결수

용자

500명미

만

500명이

상,1500

명 미만

1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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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2㎡ 2n
1500㎡+

n

여자수

용자

500명미

만

500명이

상,1500

명 미만

1500명

이상

100㎡ 40㎡+2n
240㎡+2

n

환

기

Ÿ 자연환기가 적합한 

환경인지를 고려하며, 

내부에서도 외부와 

잠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되어있는가?

Ÿ 창은 인공 환기장치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사이즈여야만 

한다. 

Ÿ 자연환기를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Ÿ 바닥 면적의 최소 4%이상을 확보하고,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1인당 1㎡이상 

확보하여야한다. 

길

찾

기

Ÿ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있는가?

Ÿ 교정시설 계획 팀은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화장실/ 샤워실/ 욕조, 수면 및 지원 시설의 공간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며 수평 및 수직 순환, 

출입문 계획, 사이공간, 간판 및 길 찾기 계획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Ÿ 부지 및 시설의 주 출입구를 쉽게 

찾거나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 및 공간을 연결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하며 행선지 별로 

분별이 쉬워야한다.
Ÿ 수용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 자연 

Ÿ 수용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형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뷰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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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뷰가 보이는가?
Ÿ 수용자가 “벽 너머로” 바깥 생활을 볼 수 있게 하면 

격리와 분리의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Ÿ 외부환경이 보이는 편복도 식의 

계획인가?
Ÿ 없음

인

공

요

소

Ÿ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Ÿ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자가 그린 벽화와 조각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교도소 내부의 열린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Ÿ 수용자가 직접 만든 소품을 벽에 걸 

수 있는 환경 계획이 되면 좋다.

심

리

적

환

경

자

연

요

소

Ÿ 중정이나 다른 외부공간이 

시설의 공적인 영역 혹은 

수용자들의 영역과 인접한가?

Ÿ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대기공간에는 특별히 계획된 

외부 공간(테라스, 파티오 중정 

등)을 두어 수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Ÿ 만델라 규칙에 따르면 수감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레크레이션 공간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중정은 

수감자들에게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공하면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수용거실 

블록에 해당되는 중정은 수감자가 수용거실의 보안 

통제 범위 내에서 밖에 있을 수 있게 한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데이룸(Dayroom)의 많은 기능을 중정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다. 

Ÿ 조망확보

Ÿ 복도 폭은 건물의 길이가 50m 이하일 

때에는 2.1(유효 폭 1,8m이상)이상, 

50m 초과 70m미만일 경우에는 

2.4m(유효 폭 2.1m)이상이 되도록 

확보, 3명 1열의 신속한 보행, 급식 

운반기구의 이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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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기상시간의 대부분을 수용거실과 수용거실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계획해야한다. 

(최소 10시간 이상 권장).이는 특히 질병과 불안정의 

위험이 높은 혼잡한 교정시설에서 특히 중요하다. 

Ÿ 중정 내에 고정식 좌석을 제공하고 기후가 더운 

나라의 경우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Ÿ 중정의 경우 사용가능한 공간 및 고려 사항 등을 

따져서 계획해야 한다. 

Ÿ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 충분한 조항이 

있다면 커다란 대공간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나누어서 개별 수용거실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Ÿ 신선한 공기와의 접촉은 국제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건이다. 

Ÿ 운동장은 수감자를 위한 목적의식 있고 건강한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운동장은 또한 비상 사태 

중간에 기둥 등의 돌출 부분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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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수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자연 공간의 부족하다면 비상 

사태시 수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교정시설의 국제표준을 충족할 수 

없다.

Ÿ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운동, 일, 훈련, 종교활동, 정원 

가꾸기, 청소, 도서관에 가는 일, 다른 수감자와의 

연계활동, 게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수용거실 

바깥에 적어도 10시간 동안 있어야한다.  

Ÿ 수용자를 옥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수용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목욕하고, 세탁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일광을 

하며, 방을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이(lice)를 없앨 

수 있으며, 각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Ÿ 따라서 수용자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질병의 

발병률이 감소한다.  

Ÿ 수용자의 수용거실 블록(Cell Block)은 수용자가 

살고 운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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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용거실 블록에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에 

접촉할 수 있는 중정, 잠을 잘 수 있는 수용거실과 

데이룸을 설치해야한다. 

Ÿ 내부 중정은 안전감을 주는 

(출입구는 두 곳) 휴식 

공간인가?

Ÿ 없음

Ÿ 모든 공적 공간은 자연과 

시각적/물리적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Ÿ 없음

Ÿ 관목, 잔디와 같은 조경 요소를 

두어 계획하되 지나치게 밀도가 

Ÿ 옥외 자연공간은 수용자의 자극을 촉진하도록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원과 화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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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심어 사람이 숨을 수 있게 

하진 않는다. 

수용자에게 정원 가꾸기에 유용한 직업 기술을 

가르치며, 동시에 감옥을 보다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Ÿ 야외공간은 많은 수용자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Ÿ 넓은 시야의 경치를 가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본질적으로 지붕이 없는 방의 형태로 중정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소면적은 

수용되는 수용거실 블록에서 수용자당 최소 4㎡이 

되어야 한다. 

Ÿ 거실의 창은 외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어야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한가?

Ÿ 접근 가능한 옥외 공간에는 가족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자극과 발달을 제공하기 위해 

나무와 식물 등의 조경계획을 해야 하며, 아기, 

유아가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질감, 그라디언트의 

표면을 계획한다. 

Ÿ 놀이기구 등은 수용시설을 방문할 어린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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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고려한다. 

Ÿ 옥상 테라스나 옥상 정원을 

두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 

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Ÿ 없음

Ÿ 수용자들의 공간에 랜드 

스케이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산, 수공간, 

도시 광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Ÿ 가능하다면 수용거실 블록의 정원에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보충 식량을 제공한다. 이것은 수용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Ÿ 다용도 공간 혹은 대기실은 

항상 주변 자연 혹은 도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좋다. 

Ÿ 의무 병동에 있거나 중독/해독 병동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매일 햇빛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가야한다. 이 공간은 베란다로 덮인 좁은 공간일 

수도 있다.

프

라

이

버

시

Ÿ 컨퍼런스 룸에 앉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키오스크 혹은 비슷한 

장소를 두어 고독과 명상,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둔다. 

Ÿ 공부 공간(Study area)은 수용자가 홀로 조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부터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수용자가 

원하는 자원 물자(resource material)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반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수용자가 

Ÿ 관련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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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을 준비하거나 안전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한다. 

Ÿ 프라이빗한 정원 영역을 둔다. 

(출구와 출입구가 보이는)
Ÿ 없음

안

전

성

Ÿ 외부와 내부 공간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Ÿ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시스템 

운영, 사각지대를 제거 하되 화장실, 샤워, 세면 등 

개인 정보 사생활은 보호해야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영역의 화면을 흐리게 나타나도록 한다. 
Ÿ 내진, 내화, 피난안전보곤, 침수, 눈, 

낙뢰 등 기능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Ÿ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Ÿ 복도는 3명 1열의 신속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Ÿ 공용공간(메인 로비, 대기실,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다목적실, 식당 등)은 가능한 

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고, 

외부로 접근가능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Ÿ 이러한 계획은 공간의 과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완화시키고 밀실 

공포증을 없애준다.

Ÿ 중정과 함께 데이룸(Dayroom)은 수용자가 수용동에 

있으나 수용거실 외부에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데이룸은 가능한 한 넓게 계획되어야 하며 

환기 및 자연 채광이 충분히 가능해야한다. 데이룸의 

최소 면적은 수용자 당 2㎡로 계획해야하며 가능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수용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수용거실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더운 기후의 나라의 경우,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의 단순한 형태의 공간으로 계획여 혹독한 

기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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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온화하거나 추운 기후의 나라는 주간에 수용자들이 

내부에서 오래 지낼 수 있으므로 4㎡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Ÿ 중정과 데이룸의 총 면적은 인당 8㎡이다. 

Ÿ 필요하다면, 대체가능한 동선을 

두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껴야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Ÿ 없음

사

회

적

환

경

커

뮤

니

케

이

션

Ÿ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Ÿ 공동외부공간은 옥외에서 교육 수업 및 종교교육과 

같은 수용자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경험과 학습을 향상시킨다.

Ÿ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Ÿ 마스터 플랜을 계획함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접점으로 어떻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사회적 

소통(개인/독립적인 활동부터 

그룹 활동까지)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계획한다.  

Ÿ 커뮤니티 공간은 부드러운 가구, 자연채광 및 

뉴트럴한 색채가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며, 

수용자, 그들의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Ÿ 큰 공간은 작은 공간으로 분할되어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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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내부 복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니치를 둔다.
Ÿ 없음

공

적

영

역

Ÿ 넓은 공적 공간은 입구와 

가깝게 두고, 사적인 공간은 

보다 더 멀리 둔다. 

Ÿ 없음

Ÿ 교육, 급식, 이발, 휴게, TV시청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수용인원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설계한다.

Ÿ 복도 밖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Ÿ 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룹 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다. 

Ÿ 교정시설 수용동에 다용도실을 포함시키면 소규모 

그룹이 교육 및 종교 연구와 같은 활동 또는 

피트니스를 장려하기 위한 미니 짐의 용도로 쓸 수 

있다. 

Ÿ 데이룸과 중정은 합쳐서 최소 인당 8㎡로 

계획해야한다.

Ÿ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파티션 혹은 

슬라이딩 유리 문 등을 

설치한다.

Ÿ 없음

행

태

적

환

자

율

성

Ÿ 수용자가 활동에 맞게 스스로 

인공조명 조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Ÿ 수용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를 허용한다. Ÿ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Ÿ 창문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Ÿ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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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장치를 설치한다. 

Ÿ 개인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Ÿ 없음

정

보

교

환

Ÿ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Ÿ 국제표준은 수용자에게 교육 및 레크레이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적절한 도서관을 설치해야하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모든 수용자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재고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서로 다른 수용자 집단 간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분리된 도서관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동등하게 배치하는 

비용 때문에 이 해법은 종종 너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대신 도서관은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 

수용자가 같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Ÿ 도서관의 규모는 수용자 수에 따라 다르며 수용자 

당 최소 5권의 책을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한다. 

Ÿ 정보화 교육장의 위치, 실의 수 등은 

설계 시에 지침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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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저장 공간, 독서/연구 공간 

및 사무실 공간에 따라 공간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아동 도서 역시 전용 공간을 둘 수 있다.

Ÿ 공부 공간(Study area)은 수용자가 홀로 조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부터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수용자가 

원하는 자원 물자(resource material)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반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수용자가 

교과과정을 준비하거나 안전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설치한다. 

표 3-2 치유환경 요소,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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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먼저 쾌적성의 항목에서 치유환경 요소는 소음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

해 닫힌 공간으로 계획할 것, 충분한 창 면적을 확보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고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할 것, 과밀수용하지 

않을 것,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강조하였다.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역시 이러한 치유환경 요소를 충

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가이드라

인에 모두 수용자의 권리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모든 

수용 거실을 닫힌 형태로 계획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재료 및 패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에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및 

관리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채광 수준이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채광창을 크게 낸다고 하더라도 튼튼한 재료로 이를 보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인공조명 역시 수용자의 시력을 손상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연환기의 중요성과 함

께 최소 환기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자들의 권

리 및 건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주로 시설의 설비 및 재료, 면적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만을 말하고 있다. 예로 자연채광과 환기는 각각 바

닥면적의 1/10, 1/20의 유효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는 일반 

건축법규를 따라 제시된 기준이며 교정시설의 경우 매우 협소한 공간에 

많은 수용자들이 수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불어 수용자들의 권

리 역시 언급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요

구된다.  

  다음으로 치유환경 요소 중 길 찾기 항목의 경우, 수용자가 건물 안에

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건축적 요소를 두는 것과 그를 위한 편복

도 계획, 외부 환경 계획 등을 강조하였다. 「TECHNIC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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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ISON PLANNING」의 경우 수용자의 ‘위치 파악’보다는 ‘외

부 자연 뷰 확보’관점에서 자연 환경 뷰 계획을 말하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의 설계 가이드라인은 주로 수용동 동선과 보안성 측면에서의 길 

찾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길 찾기 항

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요소 항목의 경우 치유환경 요소와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모두 예술작품의 전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설계가이드 역시 수용자가 직접 만든 

소품을 벽에 걸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며 

예술작품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 계획이 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치유환경 요소와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

G」모두 자연요소 계획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치유환경 요

소의 경우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 여부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의 경우 수용자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인지, 수용거

실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중정을 

설치하여 조경 계획을 하며, 이를 수용동 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데이룸

(Dayroom)설치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치유환경의 경우 주로 ‘개인적인 활

동’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독서, 글쓰기, 명상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공간 계획을 하도

록 권고한다. 반면,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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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경우는 수용자가 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야한다고 명

시한 것과 수용거실을 물리적으로 사방이 닫힌 환경으로 계획하여 수용

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구

체적 지침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가이드라

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항목의 경우, 치유환경 요소에서는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폐쇄감의 완화’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는 ‘보안문제’측면에서의 안전

성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자연재해’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명시하고 있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사회적 환경 요소의 경우, 치유환경에서는‘다양한 레벨에서의 그룹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

분하고 공적인 공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역

설하고 있다. 반면,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

G」의 경우 데이룸(Dayroom)과 다용도실, 피트니스 룸 , 공동 외부 공

간,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동 내에서 활발한 

사회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

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이러한 공간은 수용

자의 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누락되어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 항목에서는 공간을 점유하는 자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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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채광량, 인공조명의 조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요

하게 여긴다. 반면,「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는 수용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치유환경 요소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온도 및 채광

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의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 자율성 항목에 대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정보교환 항목의 경우, 치유환경 요소에서는 수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의 경우 수용자의 

정보접근 권리를 강조함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인 도서관의 규모를 제시하고 공부 공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의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 정보화 교육장 설치의 목적, 위

치, 실의 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설계 

시에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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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치유환경 관점에서 본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

인의 문제점

(1) 치유환경 관련 내용 누락

  치유환경 관점에서 본 국내 교정시설 설계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

점은 치유환경요소가 대부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치유환

경요소는 심리적 환경 요소의 자연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 요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데,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

한‘자연요소’에 관한 내용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물리

적 환경 요소의 경우 ‘길 찾기’ 항목에서 수용자 스스로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자연 환경’계획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으

며, 심리적 요소 중 ‘자연요소’와‘ 프라이버시’항목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심리적 요

소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안전성 항목과 사회적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행태적 요소의 자율성 항목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2) 수용자 권리에 대한 명시 부족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치유환경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수용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 및 계호의 관

점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요소 중 안전성 항목에서는 수용자가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

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내 교정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 관찰이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각지대

를 없애고, 동선을 단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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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교정이념과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괴리 

  앞서 2장에서 우리는 국내 행형법이「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

준규칙」(the Mandela Rules)의 영향 하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136) 더불어, 국내 교정이념이 감시와 형벌 위주의 응보주의에서 탈

피하고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재사회화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바 있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국내 교정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로, 국내 행형법에서는 사회복귀의 촉진과 수형자의 법

적지위의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나137), 여전히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

드라인은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보안성 및 계호 유지 관리 측면

의 내용만 강조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용 거실은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

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138), 국내 교정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내

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단순한 면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36) “제2차 대전 후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세계적 변화의 하나

로는 행형법 내지 교정제도의 개혁이었다. 즉, 1945년에 제정된 스웨덴 행형법을 시작으

로 1964년 영국의 감옥규칙, 1974년 스웨덴 신행형법, 1975년 이탈리아 행형법과 1976년 

독일행형법 등 많은 중요한 행형입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행형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것은 형사정책사상의 진전에 따른 근대행형의 이념, 즉 수형자에 대한 합목적적 교정

처우에 의한 사회복귀의 촉진과 수형자의 법적지위의 확인이라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수용자처우의 국제적 표준화를 도모한 것으로써 1955년에 국제연합이 결의

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형개혁의 

흐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 행형의 기본법규인 

행형법의 전면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래부터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박상열, 행형법개정의 의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정연구(제47

권),2010, p.8 직접인용 및 재인용

137)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3174#0000)
138) 박상열, 상게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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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교정시설 사례 분석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교정은 지난 30년 간 괄목할 만한 발

전을 이루어왔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

는가? 수용자가 스스로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와의 관

계를 재설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가? (비록 치유환

경을 인식하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치유환경에서 제시하는 환

경 조건들이 시설에 부합한가? 3장에서 나타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

인의 미비점이 시설의 치유환경 구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렇다면 교정시설 수용동 내 치유환경 구현을 위해서 교정시설 설계 가이

드라인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본 장에서 사례분석을 시행

하며 던지고자 하는 본원적인 질문들이다

4.1 분석 대상 및 시설의 일반 현황

4.1.1 분석 대상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 신설된 9개의 교정

시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치소를 제외한 6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표4-1)

10년 이내 신축, 이전된 교정시설 중 ‘교도소’에 해당하는 6개소

A

교도소

B

교도소

C

교도소

D

교도소

E

교도소

F

교도소

표 4-1 분석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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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치유환경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미국NIC의 연구와 같이 수

용자와 관리자, 방문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정시

설 내 모든 공간을 아울러 적용하는 것이 좋으나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

두고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공간 대상을 수용거실, 다목적실, 운동공간으

로 한다. 해당 공간은 현행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가 하루 일과 중에

서 개인적, 사회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표 

4-2) 수용자의 거주공간에는 일반 독거실, 혼거실(3인실, 5인실)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에는 다목적실과 운동 공간이 있다. 

1) 수용거실 (일반 독거실, 혼거실)

  수용거실은 수용자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수면, 식사, 세면, 독

서, 집필, 휴식 TV 시청 등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림4-1) 

거주공간 커뮤니티 공간

수용동
[1]일반 독거실 [3] 다목적실

[2] 혼거실 [4] 운동 공간

표 4-2 분석 대상 공간

그림 4-1 혼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수용자들

(사진출처: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

ew&idxno=9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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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 수용자들의 경우 평일에는 취업 및 직업 훈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 주로 일과가 끝난 저녁에 시간을 보낸다. 반면, 미결수용

자의 경우 기결수용자와는 비교하여 더 오랜 시간을 수용거실에서 보내

고 있다. (표4-3)

 2) 다목적실 

다목적실은 교정시설 수용동에서 운동공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다른 

수용자와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는 곳이다. 따라서 다목적실은 수용

동 내 존재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식기세척, 

사동별로 시행되는 교육 활동, 공동 급식, 이발, 휴게, TV 시청과 같은 

단체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예로, 여주 교도소의 경우 수용동 다목적실

에 공동 식사 공간과 공동 세탁공간을 마련하여 수용자들이 수용거실 내

부가 아닌 외부에서 식사할 수 있으며 식사 시간에 서로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림4-2) 해당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정은 여

전히 교정시설 내 커뮤니티 공간의 도입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기결 수용자의 하루 일과 미결 수용자의 하루 일과

시간 행위 시간 행위

6 : 20  기상 6 : 30 기상 및 점호

6 : 30 인원점검 7 : 00 아침식사

6 : 50 ~ 8 : 00 아침식사 및 청소 8 : 30 일반 접견 시작

8 : 00 일과시작 9 : 00 변호인 접견 시작

8 : 20 ~ 11:50 일과 및 오전 작업 11 : 30 점심식사

12 : 00 ~ 13 : 00 점심식사 및 휴식 18 :　00 변호인 접견 종료

13 : 00 ~ 16 : 50 오후 작업 21 : 00 취침

17 : 10 일과종료 16 :　00 일반 접견 종료

17 : 40 ~ 18 : 00 저녁식사 및 청소 17 : 00 저녁 식사

17 : 30 ~ 21 : 00 자유시간

21 : 00 취침

표 4-3 수용자의 하루 일과표 (예시) 

(출처: 교정본부 홈페이지,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402001800038를 참고하여 저자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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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데이룸(Dayroom)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수용돟 내에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외국 교정의 태도와 상반된다.139) 국내 

교정시설의 다목적실은 외국 교정시설의 데이룸(Dayroom)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실을 커뮤니티 공간의 거점으로 두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39) 외국 선진 교정시설의 경우,  
데이룸(Dayroom)과 같은 공유 공
간을 갖추고 있다. 데이룸
(Dayroom)이란, 수용자가 수용동
에서 수용거실 밖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채광, 높은 
층고, 넓은 면적,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가구 배치 등의 
특징을 보인다. 수용자들은 낮 시간 동안 데이룸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자유롭게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림4-2  여주 교도소 다목적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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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공간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유럽의 규칙」에 따르면, 수용자의 운동

과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운동과 여가활동140)

27.1 모든 수용자에게는 기상조건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 매일 1시간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7.2 기상이 좋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7.3 수용자의 신체건강을 증진하고, 적당한 운동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하게 조직된 단체활동은 교정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

27.7 수용자는 운동과 여가활동 시간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 

만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규칙상 수용자들은 자유가 제한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외부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이런 까닭에, 수용동

의 운동 공간은 수용자가 외기를 느끼고 햇볕을 받으며 잠시나마 수용생

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예로 일본의 동경구치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4-3), 실내 운동 공

간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외기와 직접적으로 면할 수 있게 계획되었

다. 이로써 수용자는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동경구치

소의 운동공간은 독거운동시설부터 단체 운동시설까지 두어 다양한 레벨

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141)

140)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추록,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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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본의 행형법은 피수용자의 처우 중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피수용자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햇빛과 신선한 바깥공기에 접할 수 

있는 실외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조에서도 ‘가능한 한 실외에

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

고 있다. 물론 기후사정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

에,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실외운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일광과 바깥공기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실외’는 일반적으로는  지붕과 벽 등에 의해 

햇빛과 바깥공기가 차단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형사시설의 건물구조에 따라서는 

도주 방지와 조감방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차단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실외로 인

정된다. 장소적 조건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각 형사시설의 운동장 등의 넓이가 다양한 

그림 4-3 동경구치소 실내 운동장 (좌: 단체 운동장 우: 독거 운동장) (출처: 출처: 이

연미, 도심형 고층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레크레이션 공간 개선방안-국내 및 해외 사

례분석을 바탕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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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동은 대체로 어둡고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 외부 환경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그림4-4) 또한 대부분의 경우 면

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독거운동장만 두고 있어 수용자들의 사회적 행

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가운데, 최소한의 보행과 달리기, 스트레칭 등이 가능한 정도의 넓이의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면 본조의 요청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 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본행형

법」,2016 p.213 직접인용

그림 4-4 수원구치소 수용동의 운동 공간과 도면 (사진 및 자료 출처: 법무부, 

도면 출처: 이연미, 도심형 고층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레크레이션 공간 

개선방안-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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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석 대상 시설의 일반 현황 

 사례 분석의 대상은 10년 이내 신축된 국내 교정시설 중 교도소 6곳

(A교도소, B교도소, C교도소, D교도소, E교도소, F교도소)으로 하며 대상 

시설의 일반 현황은 표4-3와 같다. 142)

142) 교정시설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설명은 알파벳으로 대체하

였다.

기관명

교도소

A

교도소

B

교도소

C

교도소

D

교도소

E

교도소

F

교도소

준공년도 2014 2014 2014 2014 2011 2009

수용동 

배치형식
전주형 전주형 전주형 전주형 방사형 전주형

규

모

대지면적

(㎡)
288,334 167,919 148,187 206,995 457,229 99,003

연면적

(㎡)
51,467 20,104 20,538 20,145 115,833 21,680

건물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청2
층)

지하1층
지상3층

(청사2층)

지하1층
지상3층

(청사2층)

지하1층
지상3층

(청사2층)

지하1층
지상4층

(청사2층)

지하1층
지상3층

(청사2층)

직원정원 약500 약200 약200 약150 약800 약200

수용인원

(명)
약

2000 약500 약500 약500 약3000 약400

표 4-3 분석 대상 교정시설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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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교도소

A 교도소는 1908년 개청하였고 광복 이후 두 번의 이전을 거쳐 현재

로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설은 2014년도에 준공을 시작하여 2015년 

이전하였다. 설계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출입구의 위치를 바꾸게 

되었으며, 시설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출입문이 2개로 계획하게 되

었다. 수용동의 형태는 전주형 구조이며, 지하1층, 지상1~3층 (청사는 2

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는 약 2000여명의 수용자와 500여명의 직원

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림 24 A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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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교도소

1975년도에 개청한 B교도소는 2014년도에 현재의 건물 준공이 시작되

었고, 2015년에 기관을 이전하였다. B교도소는 수용동이 전주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청사2층)으로 계획되었다. 현재의 B교도

소는 약 500여명의 수용자와 200여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다. 

신축된 B교도소는 이전의 교도소보다 연면적을 두 배로 높게 확보하였

으며, 수용정원과 독거실 비율 역시 두 배 높게 계획되었다. B교도소는 

특히 계획 과정부터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특산품인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수용자의 가구 및 생활용품을 만들고 B

군 지역 생산품 관련 연구소와 연계를 맺고 직업훈련을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봉사단을 구성하여 교정공무원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

사활동을 하여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림 25 B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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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교도소

 

  C교도소는 2015년도 개청되었으며,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이후 전

라북도 내에 100여년 만에 지어진 교도소이다. C교도소는 20,538㎡의 연

면적에 전주형 형태의 수용동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약 500명의 수용인원과 200여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감시대를 없애고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벽화와 화단을 꾸미는 작업에 참

여하는 등 비 선호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정 

공무원들 역시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으며 시

설 운용에 필요한 식재료를 지역생산품으로 사용하는 등 긴밀한 관계 유

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6 C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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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교도소

  D교도소는 2014년 개청된 완화 경비시설이다.143) 또한, 206,995㎡의 대

지면적과 20,145㎡의 연면적에 수용동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전주

형 건물로 계획되었다. 또한 약 500여 명의 수용자와 150여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D교도소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는 D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차 부품 제작 등의 직업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립 

도서관과 연계를 맺고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 시스템을 갖추는 

등 친환경 계획을 통해 교정시설의 공공시설 이미지 확립에 노력을 기하

고 있다.

143)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경비 등급별로 엄중경비시설, 중간경비시설, 완화경비

시설, 개방시설로 분류된다.

그림 27 D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 136 -

5) E 교도소 

  E 교도소는 서울시 00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9년도에 00형무소로 

개청 후 1968년도에 이르러서는 000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2년도 신축계획에 수립하고 9년 후인 2011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이

전 및 신축하였다. 또한 457,229㎡의 대지면적,115,833㎡의 연면적에 수

용동은 방사형 구조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교도소와 

구치소 두 시설로 나뉘어있다. 현재 E교도소는 비 선호시설 이미지를 개

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교정공무원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용 체육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림 28 E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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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 교도소

  

  F교도소는 2010년 개청되었으며 99,003㎡의 대지면적에 21,680㎡ 연면

적의 소규모 교정시설이다. 수용동은 전주형 방식의 배치형태를 띄고 있

으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400명의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고, 2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자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

다. F교도소는 특히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2016년 국민 안전처로부터 지

진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진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생가능성을 보여주는 좋

은 예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9 F교도소 배치도 (출처: ⓒAuthor )



- 138 -

4.1.3 조사 평가 방법

  먼저, 2.3절에서 치유환경 요소를 도출하여 구축한 분석의 틀을 근거

로 하여 6개 기관의 수용동의 거주공간 즉, 일반 독거실, 혼거실 그리고 

수용동의 커뮤니티 시설인 다목적실과 운동 공간을 평가한다. 

 수용거실(독거실, 혼거실)의 경우 수용거실의 단위 유닛뿐만 아니라 수

용거실과 면하고 있는 복도 등의 공간 역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

어 수용자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다목적실 역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도 공간

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운동 공간의 경우, 6개 시설 중 수용동 

내 계획되어 있는 실내 공동 운동장을 분석한다.   

  분석의 틀에서 제시된 치유환경 요소 측면에서의 평가는 실제 수용시

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용자의 평가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수용동의 경우 철저한 보안 문제로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인터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평

가는 시설 도면과 답사를 통한 사진 자료 혹은 언론 등에 의해 공개된 

시설의 사진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144) 특히, 물리적 환경 중에서 쾌

적성의 지표가 되고 있는 음 환경, 빛 환경, 환기, 면적 항목의 경우 도

면 자료를 통해 창의 크기를 평가하고 바닥면적 대비한 창의 크기를 통

해 평가를 내렸으며 사진 자료가 있는 시설의 경우 참고하여 분석하였

다.

 

  더불어 시설의 현황이 국내 기준과 부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144) 시설 사진 및 도면은 연구자가 법무부 연구 과제에 참여하며 획득하고 정

리한 것으로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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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환경의 길 찾기 항목에서 제시한 세부항목들의 경우는 도면자

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외부 자연 환경의 뷰’는 자연적 요소가 없다

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창문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인공요소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평가 항목의 경우 분석의 대상이 다목적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계획 

상 해당 활동을 감안하여 디자인하지 않았으므로 ‘아니다’로 평가하였

다. 다음으로 심리적 요소의 자연요소 항목의 경우,  ‘거실의 창은 외

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어야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한가?’와 ‘수용자들

의 공간에 랜드 스케이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계획하고, 산, 수 

공간, 도시 광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에 해당 사례가 비록 창을 

통해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경요소 및 정원 

등의 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안정성 

항목의 경우에는 도면을 근거로 평가하되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하

였다. 사회적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의 경우, 도면을 근거로 평가하

였으며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의 경우 비록 수용동 외부에 옥외 공간이 있다고 하

더라도 수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고, 다양한 레벨에서의 커뮤니케

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공적영역 항목 역시 도면을 근거로 평가하였으며 ‘공적인 영역은 1:1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룹 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해야한

다.’의 항목은 비록 해당 공간이 공적인 성격을 띨 지라도 가구 배치 

계획 등이 세워져있지 않아 다양한 규모의 사회적 활동에 부적합한 공간

이라면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행태적 요소의 자율성의 

경우 시설답사와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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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결과

  다음은 최근 10년 이내 신축ㆍ이전된 교정시설 6개소를 치유환경 측면

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4.2.1 수용동의 거주공간 – 일반 독거실

① A 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A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5㎡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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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90cm×130cm로 

거실면적의 약 1/4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건물길이 약 55m, 

복도 폭:2.1m

(유효 폭 1.9))

●
복도 폭:2.4m

(유효 폭 2.1)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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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A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145) 또한, 독거실의 면적은 4.5㎡로 

국내 기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며, 개인이 쓰기에 협소한 공간으로 판단

된다. 독거실은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90cm×130cm로 거실

면적(4.5㎡)의 1/4에 해당되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

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압박감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독거실 내 창은 자연

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

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길 찾기 항목을 기준으로 본 A교도소 독거실은 수용거실과 복도가 맞

닿아 있고 편복도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복도의 양 쪽 끝에 가구,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복도

에는 120cm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용이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

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복도의 폭은 2.1m로 국내 교정시설 건

145) “수용거실은 네 면이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므로 차음에 적합한 환경으로 평가

하였으나 사실 소음은 교정시설 환경의 끊임없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중의 대화, 큰

소리의 명령과 라디오 등의 소리로 인해 높은 레벨의 소음이 발생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시설의 수선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음을 반사하는 재료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금속성의 울림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여주교도소의 

경우 복도가 철제 구조물로 지어졌으나, 소음으로 인하여 그 위에 카펫을 깔고 사용하고 

있다.”출처: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139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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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기준인 2.4m(유효 폭 2.1m)에는 부합하지 않는다.146) 독거실과 마주보

는 복도에는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위한 전시 공간이 없어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독거실은 맞은 편 복도에 놓인 신발장 위에 화분을 두는 

등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지만 건

축 설계 과정에서 독거실 안에서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계획 

혹은 옥상정원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

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

다.

146)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 상 복도의 폭은 수용동 길이가 50m이하인 경우 

2.1m(유효 폭 1.9m), 50m초과 70m미만인 경우는 2.4m(유효 폭 2.1m)이다.

그림 30 A교도소의 수용동 복도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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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수용동은 마스터 플랜 계획 당시 독거 수용자가 다른 수용

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독

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기에는 폭이 좁다. 현재의 A 교도소 수용자들은 다

목적실, 교육실, 운동 공간 등을 이용할 때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소

통을 할 수 있으나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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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B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6㎡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대체로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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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B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Q1-3

창의 규격은 

90cm×90cm로 

거실면적의 약 1/6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63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4m

(유효 폭 

2.1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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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있어 차음성을 확보하였

으며, 독거실의 면적은 4.6㎡로 국내 기준 상 미달되며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으로 판단된다. 독거실은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90cm×90cm로 거실면적(4.6㎡)의 약 1/6에 해당된다.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압박감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어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독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으나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기엔 부족

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길 찾기 항목을 기준으로 본 B교도소 독거실은 수용거실과 

복도가 맞닿아 있고 편복도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복도의 양 쪽 

끝에 가구,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적 요소가 있다. 또한, 복도

에는 150cm 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4m(유효 폭 2.1m)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독거실

과 맞닿은 복도에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위한 전시 공간이 없어서 인

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독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

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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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독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

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하여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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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 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C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5㎡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87cm×125cm로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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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C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거실면적의 약 1/5에 

해당한다.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48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있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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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있는 구조로 계획되었으

며, 차음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독거실의 면적은 4.5㎡로 국내 기

준 상 미달되며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실정이다. 창의 크기는 

87cm×125cm로 거실면적(4.5㎡)의 약 1/5에 해당된다. C교도소의 독거실

은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압박감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독거실 내 창

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

과 맞닿아 있으나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C교도소 독거실은 편복도로 계획된 복도가 맞닿아 있고 복도의 양 쪽 

끝은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다. 복도에는 120cm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에 

부합한다. 

  C교도소의 경우 그림16과 같이‘문화누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수

용동의 독거실 및 혼거실에 면하여 복도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지역 화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감

상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 치유환경 물리

적 환경요소 중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독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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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실정이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

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독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

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하여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C교도소의 문화누리 공간 

(출처: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

r_01/cor_0101/cor_10105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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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 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D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65㎡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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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D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Q1-3

창의 규격은 

100cm×90cm로 

거실면적의 1/5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아니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6m,

복도 폭 2.1m

(유효폭 1.9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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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있는 구조로 계획되었으

며, 차음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독거실의 면적은 4.65㎡로 국내 기

준 상 미달되며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실정이다. 독거실은 남향 배치되

어 있고 창의 크기는 100cm×90cm로 거실면적(4.65㎡)의 약 1/5에 해당

된다. D교도소의 독거실은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압박감을 해소하

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독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

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으나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기

엔 부족한 실정이다.

  D교도소 독거실은 복도가 맞닿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편복도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도는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를 볼 수 없는 구조이지만 

120cm폭의 창이 다수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에 부합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독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

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독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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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하여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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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E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7㎡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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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E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Q1-3

창의 규격은 

90cm×125cm로 

거실면적의 1/5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2m,

복도 폭 2.4m

(유효 폭 2.2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 159 -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사방이 물리적으로 막혀있도록 계획되어 

차음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독거실의 면적은 4.7㎡로 국내 기준 

상 미달되며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실정이다. E교도소의 수용동은 방사

형 형태로 계획되어 독거실의 경우 남서향 혹은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

다. 또한, 창의 크기는 90cm×125cm로 거실면적(4.7㎡)의 약 1/5에 해당

되며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

가 있다. 독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으나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E교도소 독거실은 편복도 식의 복도가 맞닿은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복도는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를 볼 수 없는 구조이지만, 120cm폭의 창

이 다수 계획되어 있고, 특히 복도의 끝에 180cm 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복도의 폭은 2.4m(유효 폭 2.2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

효 폭 1.9m)에 비해 넓은 폭을 확보하였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독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

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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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독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

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하여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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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F 교도소 일반 독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F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독거실

도면

사진

면적 약 4.6㎡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어둡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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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E교도소 수용동 독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90cm×100cm로 

거실면적의 1/5에 

해당한다.

1/10이상
창설치

Q1-4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공간
○ 5.4㎡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 길이 약42m,

복도폭 2.1m

(유효 폭 1.9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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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 수용동의 독거실은 사방이 물리적으로 막혀있도록 계획되어 

차음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독거실은 남향 배치되어 있으며 면적

은 4.6㎡로 국내 기준 상 미달되며 개인이 쓰기엔 협소한 실정이다. 독

거실은 창의 크기는 90cm×100cm로 거실면적(4.6㎡)의 약 1/5에 해당되

며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독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으나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기엔 부족

한 실정이다.

  F교도소 독거실은 편복도 식의 복도가 맞닿은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복도는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를 볼 수 없는 구조이지만, 복도의 끝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120cm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

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을 

충족한다.

  또한, F교도소의 경우 그림15와 같이 교정시설 내 미술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회를 연 좋은 선례가 있으나 수용거실에 

면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의 영역에서 예술작품을 접하게 할 필

요성이 있다. 147)

147) F 교도소는 2016년 1월 ‘한은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F교도소 소장은 

당시 F우리신문 인터뷰에서“이번 전시회는 수용자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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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독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고, 동선은 단순

화되어 있어 수용자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독거실은 다른 수용자와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독거실에 인접한 사회적 소통 공간이 없

다.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하여 홀로 

수용되는 독거실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http://www.hnwo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23)

그림 31 F교도소의 미술작품 전시회 (출처: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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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독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

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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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용동의 거주공간 –혼거실

① A 교도소 혼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A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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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인

실

5

인

실

면적 약 8.4㎡(3인실), 약 12.9㎡(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150cm×130cm로 

거실면적의 약 

1/5(3인실),1/7(5인실

)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매우 협소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건물길이 약 55m, 

복도 폭:2.4m

(유효 폭 2.1m)

●
복도 폭:2.4m

(유효 폭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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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혼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A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8.4㎡(3인실), 약 12.9㎡

(5인실)로 수용자 1명당 3.4㎡(화장실 제외)인 국내 기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혼거실은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150cm×130cm로 거실면적의 1/5(3인실), 1/7(5인실)에 해당되어 국내 기

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압박감을 해

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를 더 크게 계획

할 필요가 있다. 수용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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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길 찾기 항목을 기준으로 본 A교도소 혼거실은 수용거실과 복도가 맞

닿아 있고 편복도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복도의 양 쪽 끝에 가구,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복도

에는 폭 120cm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용이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A교도소의 독거실과 같다. 그러나 

복도의 폭은 2.1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4m(유효 폭 2.1m)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독거실과 마주보는 복도에는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위한 전시 공간이 없어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혼거실은 독거실과 마찬가지로 맞은 편 복도에 놓인 신발

장 위에 화분을 두는 등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 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설계 과정에서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계획 혹은 옥상정원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치유환

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을 충족하기엔 미비한 실정이다. 혼거실 내 사각

지대는 최소화되어 있으나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

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수용동은 마스터 플랜 계획 당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소하고 

과밀 수용된 수용거실 내에서 거주하는 혼거실은 수용자의 심리상 악영

향을 주어 수용자 교화에 차질을 빚고 보안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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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혼거실의 치유환경 도입을 위해서는 야간에 여러 명의 수용

자가 수면을 취하는 장소가 되어야하고 주간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요구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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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교도소 수용동 –혼거실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혼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B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사진

3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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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실

면적 약 8.5㎡(3인실), 약 13.4㎡(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대체로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150cmx90cm(3인실)

,150cmx120cm(5인

실)로 거실면적의 약 

1/5(3인실),1/8(5인실

)에 해당한다.(*도면과 

실제시설 상이)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매우 협소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63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4m

(유효 폭 

2.1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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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B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8.5㎡(3인실), 약 13.4㎡

(5인실)로 수용자 1명당 3.4㎡(화장실 제외)인 국내 기준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혼거실은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150cm×90cm(3인실),150cm×120cm(5인실)로 거실면적 1/5(3인실), 1/8(5

인실)에 해당되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밝은 실내 환

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

로 압박감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창의 크기

를 더 크게 계획할 필요가 있어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수용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길 찾기 항목을 기준으로 본 B교도소 혼거실은 수용거실과 복도가 맞

닿아 있고 편복도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나 수용동 일부에 중복

환경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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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태의 복도가 생기는 구간이 있다. 복도의 양 쪽 끝에 가구,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적 요소가 있다. 또한 복도에는 150cm 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용이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복도의 폭은 2.1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4m

(유효 폭 2.1m)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혼거실과 마주보는 복도에는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위한 전시 공간이 없어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혼거실은 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자연요소를 볼 수 있도록 

조경 계획 및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A교도소 혼거실 사례와 마찬가로 B 교도

소의 혼거실 내 사각지대는 최소화되어 있으나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

는 공간인 만큼 수용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

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B교도소는 수용자 간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수용거실과 면해있는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

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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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교도소 혼거실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혼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C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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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인

실

5

인

실

면적 약 7.3㎡(3인실), 약 12㎡(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3인

실)
●

(5인

실)

Q1-3

창의 규격은 

150cmx90cm로 

거실면적의 약 

1/5(3인실), 

1/9(5인실)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협소한 공간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 177 -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C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7.3㎡(3인실), 약 12㎡(5

인실)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창의 크기는 모두 150cm×90cm

로 거실면적 1/5(3인실), 1/9(5인실)에 해당되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

다. 3인실은 대체적으로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5인실

의 경우 많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게 3인실과 같

은 크기의 창 계획이 되어있어 개선이 요구되므로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

는 적합하지 않다. 수용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48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있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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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C교도소 혼거실은 독거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편복도로 계획된 복도

가 맞닿아 있고 복도의 양 쪽 끝은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

용동 일부에 중복도 형태의 복도가 생기는 구간이 있다. 복도에는 

120cm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에 부합한다. 또한 ‘문화누리 공간’을 통하

여 수용동의 독거실 및 혼거실의 복도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치유환경 요건을 충족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혼거실은 수용자들이 수용거실 혹은 인접한 공간에서  자

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 계획이나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 있지 않

아 치유환경의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프라이

버시와 안전성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C교도소는 수용자 간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수용거실과 면해있는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

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적 환경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공적영역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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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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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교도소 혼거실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혼거실의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D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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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48)

3

인

실

5

인

실

면적 약 7.5㎡(3인실), 약 12㎡(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150cmx90cm로 

거실면적의 약 

1/5(3인실), 

1/9(5인실)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협소함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6m,
●

복도 폭: 

2.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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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D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7.5㎡(3인실), 약 12㎡(5

인실)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혼거실은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는 모두 150cm×90cm로 거실면적 1/5(3인실), 1/9(5인실)

에 해당되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3인실은 대체적으로 밝은 환경

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5인실의 경우 많은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게 3인실과 같은 크기의 창 계획이 되어있어 개선

이 요구되므로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용거실 내 창

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

148)왼쪽 상단 

이미지출처: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1/cor_0101/cor_101057.jsp

복도 폭 2.1m

(유효폭 1.9m))

(유효 폭 

1.9m)

인공
요소

Q1-9 있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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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D교도소 혼거실은 독거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편복도로 계획된 복도

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수용동 일부에 중복도 형태의 복도가 생기는 구

간이 있다. 복도는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 등이 보이지 않는 구조이지만 

120cm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에 부합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혼거실은 수용자들이 수용거실 혹은 인접한 공간에서  자

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 계획이나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 있지 않

아 치유환경의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프라이

버시와 안전성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D교도소는 수용자 간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수용거실과 면해있는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

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적 환경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공적영역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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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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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교도소 혼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E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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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인

실

5

인

실

면적 약 8.5㎡(3인실), 약 13㎡(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150cmx125cm로 

거실면적의 

1/5(3인실), 

1/7(5인실)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협소함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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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한 적합

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8.5㎡(3인실), 약 13㎡(5인실)로 국내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혼거실은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의 크기

는 모두 150cm×125cm로 거실면적 1/5(3인실), 1/9(5인실)에 해당되어 국

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수용거실이 대체적으로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3인실과 5인실의 창 크기가 같아 수용인원이 많은 5인

실의 창 계획 개선이 요구되며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용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2m,

복도 폭 2.4m

(유효 폭 2.2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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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

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E교도소 혼거실은 편복도로 계획된 복도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수용

동 일부에 중복도 형태의 복도가 생기는 구간이 있다. 복도는 계단, 로

비, 엘리베이터 등이 보이지 않는 구조이지만 120cm폭의 창이 다수 계

획되어 있고 특히 복도의 끝에 180cm 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

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도의 폭은 2.4m(유효 

폭 2.2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에 비해 넓은 

폭을 확보하였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혼거실은 수용자들이 수용거실 혹은 인접한 공간에서  자

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 계획이나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 있지 않

아 치유환경의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프라이

버시와 안전성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E교도소는 수용자 간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수용거실과 면해있는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

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적 환경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공적영역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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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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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F교도소 혼거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F 교도소 수용동 거주 공간 >
대상 혼거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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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인

실

면적 약 7.7㎡(3인실), 약 12.4㎡(5인실)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어둡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3

창의 규격은 

150cm×100cm로 

거실면적의 

1/5(3인실),1/8(5인실

)에 해당한다.

○
바닥면적
1/10이상

창설치
●

Q1-4 과밀수용으로 협소함 ○
인당 3.4㎡

(화장실제외)
○

Q1-5 아니다 ○

바닥면적
1/20이상
자연환기
창 설치

●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 길이 약42m,

복도폭 2.1m

(유효 폭 1.9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5 자연 조망 불가 ○ 조망확보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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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 수용동의 혼거실은 사방이 물리적으로 닫혀 있어 차음을 위

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8.5㎡(3인실), 약 13㎡(5인실)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혼거실은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고, 창

의 크기는 모두 150cm×100cm로 거실면적 1/5(3인실), 1/8(5인실)에 해당

되어 국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수용거실이 대체적으로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3인실과 5인실의 창 크기가 같아 수용인원이 

많은 5인실의 창 계획 개선이 요구되며 치유환경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

지 않다. 수용거실 내 창은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거실 

내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

와 자연계획이 미비한 실정이다.

  F교도소 혼거실은 편복도로 계획된 복도가 맞닿아 있는 형태로 계획

되어 있다. 계단, 로비, 엘리베이터를 볼 수 없는 구조이지만, 복도의 끝

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120cm폭의 창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는 

가능한 
공간설계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 

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없음 ○
동선 

단순화
○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조절 불가함 ○ N/A N/A
Q4-2 장치 없음 ○ N/A N/A
Q4-3 조절 불가함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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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복도의 폭은 

2.1m(유효 폭 1.9m)로 국내 교정시설 건축 기준인 2.1m(유효 폭 1.9m)을 

충족한다.

  또한, 수용거실에 면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의 영역에서 예술

작품을 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혼거실은 수용자들이 수용거실 혹은 인접한 공간에서  자

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조경 계획이나 옥상정원 계획이 되어 있지 않

아 치유환경의 자연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자 개인 공간 보장이 요구되고,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프라이

버시와 안전성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F교도소는 수용자 간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수용거실과 면해있는 복도 역시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

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적 환경 요소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 사회적 환경 요소의 공적영역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혼거실 내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수용자가 여닫을 수 있는 자

율성이 있지만, 수용자 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인공조명 조도, 채광

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94 -

4.2.3 수용동의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① A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A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82 ㎡ (6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건물길이 약 55m, 

복도 폭:2.4m

(유효 폭 2.1m)

●
복도 폭:2.4m

(유효 폭 2.1)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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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A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

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82㎡의 공간을 수용

환경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 196 -

자 약 60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1.36㎡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시설 건축 기준을 충족하기는 하나, 운동 공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하다. 향

은 동향 배치되어 있으며 120cm×110cm의 채광창이 3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충분한 채광이 어렵다. 환기는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A교도소 다목적실은 수용거실이 나열되어 있는 복도와 이어져있으나 

보안상 설치된 출입문에 의해 물리적으로 막혀있고 가구, 계단, 로비, 엘

리베이터, 등의 건축적 요소가 보이지 않아 수용자는 자신의 위치를 파

악할 수 없다. 또한,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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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세탁을 위한 공간이 있을 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환 항목을 충족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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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B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38㎡ (6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63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4m

(유효 폭 

2.1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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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B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B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

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38㎡의 공간을 수용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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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약 60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0.63㎡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시설 건축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며, 운동 공

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하

다. 향은 북향 배치되어 있고 폭 150cm의 채광창이 3개 계획되어 있어 

실내 환경이 어두우며, 과밀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넓은 창 계획

이 요구된다. 환기는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B교도소 다목적실은 수용거실이 나열되어 있는 복도와 마주보고 있는 

중복도 형태이다. 또한,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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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세탁을 위한 공간이 있을 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환 항목을 충족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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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충족, N/A: 해당없음)

< C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33㎡ (45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48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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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C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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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C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

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33㎡의 공간을 수용

자 약 45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0.73㎡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시설 건축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며, 운동 공

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하

다. 향은 북향 배치되어 있고 폭 120cm의 채광창이 3개 계획되어 있어 

실내 환경이 어둡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수의 수용자가 과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넓은 창 계획이 요구된다. 환기는 자연환기 방

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C교도소 다목적실은 수용거실이 나열되어 있는 복도와 마주보고 있는 

중복도 형태이다. 또한,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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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세탁을 위한 공간이 있을 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환 항목을 충족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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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D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23㎡ (5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48m, 

복도 폭:2.1m

(유효 폭 1.9)),편복도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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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D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D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

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23㎡의 공간을 수용

환경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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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약 50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0.46㎡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시설 건축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며, 운동 공

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하

다. 향은 북향 배치되어 있고 폭 120cm의 채광창이 2개 계획되어 있어 

실내 환경이 어두우며, 과밀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넓은 창 계획

이 요구된다. 환기는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D교도소 다목적실은 수용거실 복도와 마주보고 있는 중복도 형태이다. 

또한,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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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세탁을 위한 공간이 있을 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환 항목을 충족

하지 못한다.



- 210 -

⑤ E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E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51㎡ (4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2m,

복도 폭 2.4m

(유효 폭 2.2m))

●

복도 폭
2.1m

(유효 폭
1.9m)

●

인공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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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E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E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수용거실이 나열된 

요소 벽에 전시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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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물리적으로 닫혀있지 않아 차음성 면에서

는 불리하다. 면적은 약 51㎡의 공간을 수용자 약 40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약 1.3㎡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

시설 건축 기준을 충족하나, 운동 공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

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하다. 향은 서향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고 폭 120cm의 채광창이 2개 계획되어 있어 실내 환경이 어두우므로 

더 넓은 창 계획이 요구된다. 환기는 자연환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창이 모두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지만 자연과 연결성을 느끼기엔 크

기와 자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E교도소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림 32 E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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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에 세탁을 위한 공간이 있을 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정보교환 항목을 충족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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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F교도소 다목적실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F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다목적실

도면

면적 22.6㎡ (5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인원 x 

1㎡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 길이 약42m,
●

복도 폭
2.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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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F교도소 수용동 다목적실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복도폭 2.1m

(유효 폭 1.9m))

(유효 폭
1.9m)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없음 ○
기분전환
가능한 

공간설계
○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3 계획 되어있지 않음 ○ 동선단순화 ○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없음 ○ N/A N/A

정보교환 Q4-4 없음 ○
지침 마련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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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쾌적성의 영역에서 F교도소 수용동의 다목적실은 물리적으로 닫혀 있

어 차음을 위한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 면적은 약 22.6㎡의 공간을 수

용자 약 50명 이상 공용하고 있어 수용자 1명당 0.45㎡의 공간을 사용하

고 있다. 이는 국내의 교정시설 건축 기준 역시 충족하지 못하며, 운동 

공간을 제외한 수용동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협소

하다. 향은 북향 배치되어 있고 폭 120cm의 채광창이 1개 계획되어 있

어 실내 환경이 어둡다. F교도소의 다목적실은 매우 협소한 면적으로 계

획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채광창 면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충분한 자연환기가 이루어지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수용자가 폐쇄감

을 느끼기 쉬운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거실 복도와 마주보고 있는 

중복도 형태이므로 치유환경 요소의 쾌적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또한, 

예술 작품 등 인공요소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요소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수용자가 자연요소를 조망할 수 있는 창 계획 

및 조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적/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

로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고독, 명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장

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영역

을 충족하지만, 수용자들이 타인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선이 없고 과밀과 밀실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영역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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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다목적실은 외부에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거나 독립된 행

위를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는 다양한 레벨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목적실에 면하고 있는 복

도 역시 수용자의 이동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공적

영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모든 다목적실의 창문은 미닫이로 계획되어 여닫을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인공조명 조도, 채광량, 실내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목적실의 가까이에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149)(정보화교육실,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수용동이 아니라, 사회복귀과동150)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교환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하며, 수용자가 원할 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

로 사회복귀과동에 위치한 교육실과 같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의 교육실 형태와 구별되는 새로운 교육 공간이 필

요하다.

149)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정보 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정보화교육실, 도서관이 있다. 
150) 수용자의 교화, 교육, 교화상담, 교육 방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사무실로 시청각실, 자료실, 교화협의회실, 종교실, 교육실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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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수용동의 커뮤니티 공간 –운동 공간

① A교도소 운동 공간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A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도면

면적 24 ㎡ (22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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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A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x6.6㎡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건물길이 약 55m, 

복도 폭:2.4m

(유효 폭 2.1m)

●
복도 폭:2.4m

(유효 폭 2.1)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계획 미비함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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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수용자들은 자유가 제한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외부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그러므로 운동 공간은 수용자가 외

기를 느끼고 햇볕을 받으며 잠시나마 수용생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

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A 교도소 수

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독거운동장이 유일하다. 독거운

동장은 4.8㎡의 면적으로 계획된 5개 실로 구성되어있고 감시를 위한 

1480mm 폭의 복도가 있다.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이지만,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또

한, 운동공간은 동향 배치되어 있고 각 실마다 120cm 폭의 창이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자연환경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므로 쾌적성 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다. 

  또한,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고 수용

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

요소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A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실

내 운동 공간은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미결 수용자의 경우 유일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수용자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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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자연 요소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항목은 A교도소의 운동 공간이 독거운

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자연요소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

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한 

실내 운동장을 두어야하고 그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A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모두 개별 운동만 허용되므로 커뮤니

케이션과 공적 영역을 포함한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항목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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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교도소 운동 공간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B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미결수용동 위치)

도면

면적 20.8㎡ (6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채광창 면적 부족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1/4x6.6㎡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 복도 폭:2.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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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B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 수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실내운동장이 유

건물길이 약 63m, 

복도 폭:2.4m

(유효 폭 2.1m)

(유효 폭 

2.1m)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불가

(복도측 창 계획)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자연조망불가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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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실내운동장은 면적 20.8㎡의 한 층 높이로 계획되었으며 약 60

명 이상의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실은 사방이 막힌 공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이지

만,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외기에 면한 창 계획이 되어 있

지 않고 감시를 위해 복도 측에만 창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밀 되어 있고 외기에 면하는 창이 없어 외부 조망과 자연환기가 불가

능하다는 점에서 쾌적성 영역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고 수용

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

요소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룹 운동, 혼자할 수 있는 운동 등 수용자가 원하는 운동 행위

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은 확보되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B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앞서 살펴본 A교도소의 독거운동장과 달리 수

용자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통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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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수용동의 운동공간을 계획할 때 대기실을 두고, 다양한 레벨의 영역

을 구별하며, 자연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용동 운동공간이 치유환경의 행태

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

용자가 직접 운동공간의 온도, 빛의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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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교도소 운동 공간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C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미결수용동 위치)

도면

면적 총 28.7㎡ (4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그렇다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1/4x6.6㎡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건물길이 약 48m, 
●

복도 폭:2.1m

(유효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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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C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 수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독거운동장이 유

복도 폭:2.1m

(유효 폭 1.9)
1.9m)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계획미비함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조망 방해 요소가 

있음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계획 미비함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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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독거운동장은 면적 9.7㎡의 실 2개과 9;3㎡ 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시 목적의 면적 6.1㎡의 운동장 전실이 있다. 또한, 사방이 막

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

로 판단된다. 외기에 면한 2500mm의 큰 창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수용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조망 방해 요소가 있어 수용자는 

외부 조망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고 수용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

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요소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룹 운동, 혼자할 수 있는 운동 등 수용자가 원하는 운동 행위

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은 확보되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C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모두 개별 운동만 허용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 공적 영역을 포함한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항목 모두를 충족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용동의 운동

공간을 계획할 때 대기실을 두고, 다양한 레벨의 영역을 구별하며, 자연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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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용동 운동공간이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직접 운동공간의 온도, 빛의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④ D교도소 운동 공간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D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미결수용동 위치)

도면

면적 총 15㎡ (85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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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그렇다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1/4x6.6㎡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6m,

복도 폭 2.1m

(유효폭 1.9m))

●

복도 폭: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계획미비함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자연조망불가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자연조망불가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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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D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D교도소 수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독거운동장이 유

일하다. 독거운동장은 면적 15㎡의 공간을 85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내 운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방이 막힌 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로 판단된

다. 그러나 외기에 면한 창이 없어 외부 조망 및 자연환기가 불가능하

다. 또한,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어 수

용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요소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룹 운동, 혼자할 수 있는 운동 등 수용자가 원하는 운동 행위

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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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은 확보되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D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모두 개별 운동만 허용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 공적 영역을 포함한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항목 모두를 충족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용동의 운동

공간을 계획할 때 대기실을 두고, 다양한 레벨의 영역을 구별하며, 자연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용동 운동공간이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직접 운동공간의 온도, 빛의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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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교도소 운동 공간151)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151) E교도소의 경우 수용동 내부에 운동공간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E

교도소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E구치소의 사례로 대신하였다.

< E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미결수용동 위치)

도면

면적 총 15㎡ (85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그렇다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1/4x6.6㎡
○

Q1-5 아니다 ○ N/A N/A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42m,

복도 폭 2.4m

(유효 폭 2.2m))

●

복도 폭: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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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E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 수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독거운동장이 유

일하다. 독거운동장은 면적 15㎡의 공간을 85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내 운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방이 막힌 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로 판단된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계획미비함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자연조망불가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자연조망불가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공간 없음 ○ N/A N/A

Q3-2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공적영역
Q3-4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5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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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외기에 면한 창이 없어 외부 조망 및 자연환기가 불가능하

다. 또한, 가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어 수

용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요소 항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E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와 달리 E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그룹 운동, 혼

자할 수 있는 운동 등 수용자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레벨에서의 운동 행

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E 교도소의 경우, 수용동 운동공간에 면하여 대기실을 두었다. 이러한 

공간은 운동시간 전에 대기하는 수용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단체행

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환경 요소로 발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간이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용동 운동공간이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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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직접 운동공간의 온도, 빛의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⑥ F교도소 운동 공간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충족, ○ :치유환경 요소 / 국내 기준 불 충족, N/A: 해당 없음)

< F 교도소 수용동 커뮤니티 공간>
대상 운동 공간 (미결수용동 위치)

도면

면적 총 30㎡ (30명 이상 공용)

평가항목
치유환경 요소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기준

질문 현황 평가 기준 평가

물리적 
환경

쾌적성

Q1-1 그렇다 ●
소음완화
계획필요

●

Q1-2 그렇다 ● N/A N/A
Q1-3 그렇다 ● N/A N/A

Q1-4 매우 협소 ○
수용자수x

1/4x6.6㎡
○

Q1-5 아니다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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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환경적 관점에서 본 F교도소 수용동 운동공간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길 찾기

Q1-6 그렇다 ● N/A N/A
Q1-7 그렇다 ● N/A N/A

Q1-8

그렇다

(수용동길이 약 39m,

접한 복도 폭 2.7m

(유효폭 2.5m))

●

복도 폭:2.1m

(유효 폭 

1.9m)

○

인공
요소

Q1-9 없음 ○
수용자 작품 
벽에 전시

○

심리적
환경

자연요소

Q2-1 없음 ○ N/A N/A
Q2-2 없음 ○ N/A N/A
Q2-3 없음 ○ N/A N/A
Q2-4 없음 ○ N/A N/A

Q2-5
자연 조망 

계획미비함
○ N/A N/A

Q2-6
옥상정원 및 테라스

없음
○ N/A N/A

Q2-7 자연조망불가 ○ N/A N/A
Q2-8 없음 ○ N/A N/A

프라이
버시

Q2-9 없음 ○ N/A N/A
Q2-10 없음 ○ N/A N/A

안전성

Q2-11
사각지대

최소화되어있음
● N/A N/A

Q2-12 자연조망불가 ○ N/A N/A

Q2-13 대체가능한 동선 없음 ○ 동선단순화 ●

사회적
환경

커뮤니
케이션

Q3-1 홀 계획 되어 있음 ○ N/A N/A

Q3-2 계획 미비함 ○ N/A N/A

공적영역
Q3-4 그렇다 ● N/A N/A
Q3-5 계획 미비함 ○ N/A N/A
Q3-6 계획 되어있지 않음 ○ N/A N/A

행태적
환경

자율성
Q4-1 계획 미비함 ○ N/A N/A
Q4-2 조절 불가함 ○ N/A N/A
Q4-3 장치 없음 ○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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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 수용동의 운동공간은 미결수용동에 위치한 독거운동장이 유

일하다. 독거운동장은 면적 30㎡의 공간을 30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내 운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음성을 확보하기엔 유리한 구조로 판단되지만.  

외기에 면한 창이 없어 외부 조망 및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

구, 계단,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건축 요소가 없어 수용자는 스스

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길 찾기와 인공요소 항

목도 충족하지 못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중정이나, 테라스, 파티오와 같은 외부공간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각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요소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F교도소의 운동 공간은 모두 개별 운동만 허용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 공적 영역을 포함한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항목 모두를 충족

시키지 못한다. 독거운동장에 면해 있는 전실 역시 수용자들의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시를 위한 공간이다. 다만 독거운동장에 면하여 약 26

㎡의 홀과 2700mm 폭의 복도가 있어 이러한 공간을 개선하여 수용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수용자는 자신의 운동 활동에 맞게 스스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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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인공조명 조도,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행태적 환경 요소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용동 운동공간이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직접 운동공간의 온도, 빛의 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4.3 소결

  지금까지 국내 교정시설의 10년 이내 지어진 교도소 6 곳 (A교도소, B

교도소, C교도소, D교도소, E교도소, F교도소)의 현황을 치유환경 관점에

서 분석하였고 이에 더하여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진행하였던 사례 분석의 소결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치유환경 요소가 실제의 교정시설에서 전혀 적

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침의 내용 상 보안성만 강조

되고 수용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경우 역

시 그 미비점이 실제 시설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로 2장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을 근거로 분석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

동의 수용거실, 다목적실, 운동공간은 치유환경 요소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요소의 경우, E교도소의 다목적실

을 제외하고는 ‘음환경’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요소는 대부분 치유환경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리적 

환경 요소의 쾌적성 부문 중 ‘면적’의 경우 치유환경 요소를 충족하는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 외에도 심리적 환경 요소의 자연요소 항목,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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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항목과 사회적 환경 요소 항목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행태적 

환경 요소 항목의 자율성과 정보교환 항목 역시 6개 시설의 수용거실, 

다목적실, 운동 공간 모두에서 불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많은 시설의 경우「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Mandela Rules)과 국내 행형법에 명시된 수용자의 권리보다 보안성을 최

우선시 하여 계획함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A교도소, C교도소, F교도소

의 경우 수용자가 함께 운동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장

이 아닌, 독거운동장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보안

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 국내 교

정시설은 효과적으로 교정이념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여전

히 진정한 의미의 교정(矯正,Correction)시설이 아닌 구금(拘禁)시설에 머

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자체적 노

력을 통해서 치유환경 요소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A교도소

의 수용동은 수용동 복도에 식물을 두어 수용거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는 수용거실에서 자연 조망을 하기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자연요

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 자체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C

교도소와 F교도소의 경우‘ 문화누리 공간’을 두어 예술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화가 혹은 수용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수용

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시설의 자

체적인 치유환경 적용을 위한 노력은 결국, 설계 가이드라인의 미비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교정이념과 교정시설의 괴리에 따른 

자체적 대응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교정시설의 수용동 내 수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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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커뮤니티 공간에 치유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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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

  지금까지 3,4장을 통해서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미비점은 

교정시설 계획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 시설의 문제점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누적된다면 결국 국

내 교정시설 내 치유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국내 교정이념의 실현에 어려

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국내 교정시설 수용동의 수용거실 및 커뮤니

티 공간에 치유환경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교정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3,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치유환경 요소 도입

  먼저,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상 치유환경 요소는 대부분 누

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시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사례 대상

인 6곳의 교도소의 수용동은 모두 치유환경 요소 적용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계획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환경 적용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국내 교정시설 설

계 가이드라인에서 누락되어 있던 치유환경 요소 즉,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심리적 환경 요소, 사회적 환경 요소, 행태적 환경 요소 내용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특수성 (보안성, 안전성, 교정 프로그램, 

분류처우, 효율적인 계호 등)을 고려하고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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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교정의 이념과 수용자 권리 명시

   국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사례로 살펴보았던 유엔사무국의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의 경우 각 지침 

에 만델라 규칙에서 제시한 수용자의 권리와 해당 계획이 수용자에게 미

칠 영향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은 주로 보안과 효율적 계호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교정시설

을 계획하는 설계자는 수용자의 권리보다 보안과 계호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을 계획하는 

설계자는 교정시설 설계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설을 계획하게 되므로, 

설계 가이드라인은 교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정표와도 같다. 따라서 

국내 교정 이념에 부합하는 교정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

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행형법과 만델

라 규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국내 교정이 추구하는 이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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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안 제시

  5.1에서 살펴본 개선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정시설 

수용동의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표5-1)

1) 치유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

① 소음이 있는 환경은 수용자와 관리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수용거실의 문은 닫힌 형태로 계획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재료와 패널을 사용한다. 특히 수용거실에 도주 방지를 위

한 철격자를 사용한 경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 유리 등을 설

치한다. 

② 수용자는 외부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적으므로, 효과적

인 자연 채광을 위해서 거실 면적 1/7 이상의 채광면적을 확보하며, 남

향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용자 스스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나 루버를 설치한다. 또한, 수용거실에 인공조명을 설치하

여 수용자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용동에는 데이룸(Dayroom)을 도입하여 현재의 다목적실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한다. 수용자들은 주간에는 수용거실이 아닌 데이룸(Dayroom, 

)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야간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한다. 수용자는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수용거실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수용

거실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두 명의 수용자를 수감하도록 한

다. 하지만 이 경우 수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데이룸

(Dayroom)의 면적은 수용자당 최소 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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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족할 시 인공 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한

다.

⑤ 수용자가 수용동 어느 위치에 있는 지 관계없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복도는 편복도 식 계획을 지향하고 외부 자연 환경 뷰가 

보이는 창을 계획한다. 이는 수용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폐쇄감을 완화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⑥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용동은 수용자가 예술작

품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수용자 혹은 예술가

의 벽화 혹은 조각품 등을 위한 전시공간을 계획하거나 벽에 걸 수 있도

록 한다.

2) 치유환경의 심리적 환경 요소

① 만델라 규칙 제23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수용자는 외부 자

연환경에 최소 1시간 이상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실내 운동 

공간은 외부에 노출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수용동 내에는 

중정(Courtyard)을 설치하고 수용자가 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다. 또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서 중정 내 

관목, 잔디와 같은 자연요소를 적극 도입한다. 만일, 중정(Courtyard) 설

치를 위한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용동 옥상 을 활용하여 옥상정원을 

계획한다.

② 수용자는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수용거실은 

사방이 물리적으로 닫히도록 계획해야한다. 또한, 수용자가 홀로 조용한 

활동을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용거실, 데이룸(Dayroom,현재의 다목

적실)및 중정, 레크레이션 공간의 가구는 독립적인 활동부터 그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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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하여 사각지대

를 최소화한다. 수용자의 폐쇄감과 압박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공용

공간은 가능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며 외

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치유환경의 사회적 환경 요소

① 수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외부 공간을 두어 옥외에서 교

육 수업과 수용자의 자발적 사회활동을 도모한다. 수용동의 데이룸

(Dayroom, 현재의 다목적실)은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1:1 대화뿐만 아

니라 그룹 미팅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수용동은 넓은 공적 공간을 입구와 가까이 계획하고, 사적인 수용거

실 영역은 보다 멀리 계획한다. 또한, 수용동 내의 데이룸(Dayroom,현재

의 다목적실)은 되도록 중정과 함께 배치하며, 외부 자연환경 뷰를 볼 

수 있도록 전면 창으로 계획한다. 또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도록 파티션 혹은 슬라이딩 유리 문 등을 설치한다.

4) 치유환경의 행태적 환경 요소

① 수용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수용거실, 데이룸(Dayroom,현재의 다

목적실). 운동 공간) 등은 수용자가 그들 스스로 창문의 채광량, 인공조

명 조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② 모든 수용자는 평등하게 정보에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야한

다. 따라서 수용동 내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장 및 도서관을 배치한다. 도서관의 크기는 수용자 당 최소 5권의 책을 



- 247 -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한다. 또한, 도서관 내부에는 수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부 공간을 계획한다. 

제안항목 기존안 개선안 

치

유

환

경

요

소

물리
적 

환경

쾌

적

성

음

환

경

큰소리를 내거나 물건과 

창(철격자) 및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음성을 확보한다.

소음이 있는 환경은 수용자와 관리자의 스트레

스를 유발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수용거실의 문은 닫힌 형태로 계획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재료와 패널을 사용한다. 특히 수

용거실에 도주 방지를 위한 철격자를 사용한 

경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 유리 등을 

설치한다. 

빛

환

경

자연채광을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

동정시찰 등 계호활동에 

유리하게 계획한다.

수용자는 외부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적으므로, 효과적인 자연 채광을 위해서 

거실 면적 1/7 이상의 채광면적을 확보하며, 

남향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용자 스

스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나 루

버를 설치한다.

또한, 수용거실에 인공조명을 설치하여 수용자

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적

면적 규정 명시,

개인별 활동 및 

사용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수용동에는 데이룸(Dayroom)을 도입하여 현재

의 다목적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용자들

은 주간에는 수용거실이 아닌 데이룸

(Dayroom)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야간에 

는 수용거실에서 취침한다. 수용자는 적어도 하

루 10시간 이상은 수용거실 밖에서 보낼 수 있

도록 한다. 수용거실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

며 최대 두 명의 수용자를 수감하도록 한다. 하

지만 이 경우 수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한

다. 또한, 데이룸(Dayroom)의 면적은 수용자당 

최소 8㎡로 한다.

환기

자연환기를 위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이상 

유효면적을 확보한다.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족할 시 인공 환

기 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길

찾

기

부지 및 시설의 주 출입구를 

쉽게 찾거나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 및 공간을 

연결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수용자가 수용동 어느 위치에 있는 지 관계없

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복도는 편

복도 식 계획을 지향하고 외부 자연 환경 뷰가 

보이는 창을 계획한다. 이는 수용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폐쇄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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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하며 행선지 별로 분별이 

쉬워야한다.

인

공

요

소

수용자가 직접 만든 소품을 

벽에 걸 수 있는 환경 계획이 

되면 좋다.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용

동은 수용자가 예술작품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수용자 혹은 예술가

의 벽화 혹은 조각품 등을 위한 전시공간을 계

획하거나 벽에 걸 수 있도록 한다.

심리
적

환경

자

연

요

소

이동통로는 4m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기분 전환이 

가능한 공간을 가급적 쾌적하게 

구성하도록 설계한다.

만델라 규칙 제23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수용자는 외부 자연환경에 최소 1시간 이

상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실내 운동 

공간은 외부에 노출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수용동 내에는 중정(Courtyard)을 설치하고 수

용자가 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

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성 함

양을 위해서 중정 내 관목, 잔디와 같은 자연요

소를 적극 도입한다. 

만일, 중정 설치를 위한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

는 수용동 옥상 을 활용하여 옥상정원을 계획

한다.

프

라

이

버

시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용자는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수용거실은 사방이 물리적으로 닫히도

록 계획해야한다.

또한, 수용자가 홀로 조용한 활동을 원하는 경

우를 대비하여 수용거실, 데이룸(Dayroom,현재

의 다목적실)및 중정, 레크레이션 공간의 가구

는 독립적인 활동부터 그룹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

전

성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복도는 3명 1열의 신속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

이하게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수용자의 폐쇄감과 압박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하

여 공용공간은 가능한 층고가 높고, 채광량이 

많고, 외부 자연환경이 보이며 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회
적

환경

커

뮤

니

케

이

션

동선을 단순화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관찰이 용이하게 

해야한다. (코너, 교차점 및 

사각지대 최소화)

수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외부 공

간을 두어 옥외에서 교육 수업 과 수용자의 자

발적 사회활동을 도모한다. 수용동의 데이룸

(Dayroom, 현재의 다목적실)은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1:1 대화뿐만 아니라 그룹 미팅을 하

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공

교육, 급식, 이발, 휴게, TV시청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동은 넓은 공적 공간을 입구와 가까이 계

획하고, 사적인 수용거실 영역은 보다 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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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

역

공간이므로 수용인원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설계한다.

획한다. 

또한, 수용동 내의 데이룸(Dayroom,현재의 다

목적실)은 되도록 중정과 함께 배치하며, 외부 

자연환경 뷰를 볼 수 있도록 전면 창으로 계획

한다. 또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파티션 혹은 슬라이딩 유리 문 등

을 설치한다.

복도 밖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행태
적

환경

자

율

성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용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수용거실, 데이

룸(Dayroom,현재의 다목적실). 운동공간) 등은 

수용자가 그들 스스로 창문의 채광량, 인공조명 

조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정

보

교

환

정보화 교육장의 위치, 실의 수 

등은 설계 시에 지침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모든 수용자는 평등하게 정보에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야한다. 따라서 수용동 내 수

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

육장 및 도서관을 배치한다. 도서관의 크기는 

수용자 당 최소 5권의 책을 보유할 수 있는 크

기로 계획한다. 또한, 도서관 내부에는 수용자

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부 공간을 

계획한다. 

표 5-1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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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를 마치며

  

   교정(矯正)의 본원적인 목적이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본 연구

는 오늘날 교정에서 행해지는 수용자 교화 과정이 오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수용자 교화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그들에게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스스로 

사회 복귀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믿음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수용동 내 치유환경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

며 치유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서는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정시설 환경적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개략적

으로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치유환경과 교정시설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치유환경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치유환경의 이론적 전개과정을 정리

하였다. 다음으로 치유환경 요소 도출을 위해 국제 치유환경 건축 포럼

과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치유환경 디자인 가이드에서 키워드를 도출하

고 이를 다시 카테고리화 하였으며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치유환경 요소는 크게 물리적 환경요소 (쾌적성, 길 찾기, 인공요소), 심

리적 환경 요소(자연요소, 프라이버시, 안전성), 사회적 환경 요소(커뮤니

케이션, 공적영역), 행태적 환경 요소(자율성, 정보교환)임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으로는 교정시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교정시설의 다양

한 명칭과 의미를 통해 교정시설에 담겨져 있는 역할 기대와 의미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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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그 뒤, 서구의 교정 이념 및 교정시설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

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정 이념 및 교정시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교정이념은 응보주의를 거쳐 교육적 개선주의, 과학적 

처우, 회복적 정의로 흘러왔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먼저 치유환경 관점에서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여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 교정시설 치유

환경 요소와 UNOPS의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과 국내 「교정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분석 대상 시설과 공간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연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신축 및 이전된 국내 교정시설 중 교도소 6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개인 활동이 허용되는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을 공간적 범위로 삼았

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치유환경 적용 시설이 병원에서 주거

시설과 노인시설, 교정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 후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2장에서 도

출한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답사와 사진, 도면을 근거로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내린 소결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례 대상인 6개의 시설은 개청년도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인 

신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기준 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거실과 다목적실, 운동 공간의 면적은 모두 

국내 교정시설의 기준규칙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쩨, 국내 교정시설 수용동의 환경은 치유환경 요소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유환경 요소의 물리적 환경 요소의 면적 

항목, 심리적 환경 요소의 자연요소 항목, 프라이버시 항목,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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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항목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행태적 환경 요소 항목의 자율성과 정

보교환 항목은 6개 시설의 수용거실, 다목적실, 운동공간 모두에서 불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자체적 노력을 통해 치유환경 요소를 

적용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을 수용자들을 교화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치유환경의 건축적 요소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지

침으로써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치유환경 요소에서 제시한 각 항목들이 수용자가 거주하는 수

용거실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떤 환경적 결과를 자아낼 수 있을지 명확

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힐 수 있다. 치유를 

유도하는 공간은 결국 개인의 감정과 기억 등과 같은 감각과 연관이 깊

어 같은 환경적 조건에 있을 지라도 개인차가 있으며, 다수에게 치유효

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리처드 노이트라가 1954년 『설계를 통한 생존(Survival 

through Design)』를 통해 “정신과 신체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점, 즉 그 유기체를 움직이는 감각적 단서들에 대한 이

해가 언젠가는 분명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는 도구상자에 담길 것이다.”152)라

고 한 바를 기억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교정시설 수용동의 수용거실과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

환경 도입 계획을 위한 방안이 앞으로 교정시설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가까운 미래에 신축될 새로운 교정

152) 에스더 M. 스턴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서울: 길벗), 서영조 옮김, 

p. 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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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속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할수록 반대로 수인들의 심성

도 따라 악화되어서, 횡령이나 사기죄로 들어온 자라도 절도나 강도

질을 연구해서 만기 출옥 후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자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지금 감옥은 물론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다

는 감정이 충만한 곳이므로 왜놈들의 처사로는 털 끝 만큼이라도 감

화를 줄 수 없으나, 내 민족끼리 감옥을 다스린다 하여도 남을 모방

하여서는 감옥 설치에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사

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 설치한 가치가 있겠

다고 생각되었다. ”153) 김구, 『백범일지』 중에서

153)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1947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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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correctional facility stands as an isolated island in the urban 

environment. The high wall surrounding the facility defines the 

boundary between the good and the evil, and gradually wipes out the 

names of the evils. This place also gradually turns into a place of 

isolation, where people start to forget that people live inside the 

facility. The ‘good people' outside the wall do not easily erase the 

feeling of hostility and fear, and the ‘bad people’becom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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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Correctional Paradigm, the basis of corrections was based on 

retributism of punishment, exclusion, and deprivation during most of 

human history. It was not until the 19th century that the correctional 

ideology moved away from retributism and the movement to treat the 

prisoners as human beings began to arise.

  South Korea has conducted criminal administration based on 

humanistic philosophy since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is history 

has been cut off due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ffort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prisoners have been made in earnest only 

after the 1990s. Today, South Korea's correctional ideology is 

developing based on various topics of edification, recovery, and healing. 

However, the correctional facility does not reflect the change in 

ideology, but still remains in the space of rejection and deprivation. 

Inde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correctional ideology and the 

facility, the dwelling environment of the prisoners must be emphasized. 

The dwelling environment should at least ensure minimum freedom, 

safety, and comfort, but at the same time allow prisoners to repent 

their own sins and heal through the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the healing environment’in the accommoda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with the ultimate goal of helping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s.

  

  Healing environment refers to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the 

spontaneous healing in both mental and physical means of people living 

within the space through appropriate environmental planning. The 

healing environment in architecture was mainly limited to the 

construction of hospital facilities, but recently it has been exten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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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Nevertheless, the healing 

environment of correction facilities is deemed hard to connect.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 

of prisoners based on humanistic philosophy and the concept of a 

healing environment that helps a person heal within appropriate 

environment are basically equivalent. This claim is derived through the 

similarity analysis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healing environment 

and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healing environment. Furthermore, based on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Therapeutic Environment Forum and the 「Healing 

Environment Design Guidelines」 for the U.S. Veterans, the 

architectural elements for the healing environment are derived. Based 

on these elements, framework for healing environment analysis can be 

established. On top of this analysis, the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Design Guidance for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under the perspective of healing environment. 

Through this process, three facts can be derived. First, the domestic 

Design Guidance for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 is missing contents 

related to the healing environment. Second, the domestic 「Design 

Guidance for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 lacks clarification on the 

right of prisoners. Third, the domestic 「Design Guidance for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 does not faithfully reflect the core 

domestic correctional philosophy in realizing the healing environment.

  Moreov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imperfections of the 

aforementioned guideline mentioned are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 262 -

the healing environment in the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study analyzes six domestic prison accommodations built within the last 

10 years under the perspective of healing environment. From the 

analysis,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if the elements of healing 

environment are missing in the facility design guideline, it can be seen 

that the corresponding elements are not applied in the actual 

construction at all. In addition, if the contents of the design guideline 

do not sufficiently describe the rights of the prisoner, it is found that 

these insufficiencies affect the plan and make it difficult to implement 

healing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place priority on the security of the facility rather 

than the rights of the prisoners specified in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Domestic Criminal Act. Finally, although the design guidelin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do not reflect the elements of healing environment, 

they feel the necessity of it and there have been voluntary efforts of 

the facilities to apply these elements.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potential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esign guideline of the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and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ing environment.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reference points that can 

be used in the future design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future 

revision to design guidelines for these facilities.

keywords : Correctional Facility, Healing Environment, Correctional 

Paradigm, Design Guidance for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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