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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정시설 수용동의 
역사적 변천과 거주성

- 미국 테네시주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수 빈
지도교수 백   진

 ‘수인(囚人)’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 교정시설 안의 거주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다. ‘수(囚)’는 사람을 빈틈없이 닫힌 네모 안에 넣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 ‘인(人)’은 자신을 짓누르는 각자의 무거운 기둥을 그 공

간 안에 있는 한 계속해서 떠받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인’을 둘러싼 네모

난 공간은 어느새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그를 옥죄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교정시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본질을 잃고 지속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현상에 한 인식과 교정시설의 거주자에 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시설에 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고 

교정시설의 ‘삶의 장’으로서 본질에 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정시설에서의 거주’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정시설의 

거주자와 거주 공간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관계에 해 이론적으

로 고찰한다. 이후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변화 과정에 해 미국과 한국에 집중

해서 보며,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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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칸은 그가 당면한 1950년 에 건축가들이 시설의 본질에 한 고려없

이 기능주의적인 계획을 하는 것을 비판하며 ‘시설의 원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다. 로빈 에반스는 주택이 복도식 평면을 띠게 된 것에 의문을 품고 원형(과거)

로 돌아가 그 원인에 해 분석한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 해서도 같은 시각에

서 분석하며, 그는 평면이 곧 시설 내 거주자의 생활을 규정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렇듯 칸과 에반스는 각자의 방법으로 시설의 고착화

(institutionalization) 현상을 비판하며 원형에 해 언급하는데, 이때 칸은 ‘

감적 원형(fictive origin)’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에반스는 ‘고고학적 원형

(archaeological origin)’의 극복을 주장한다. 

 이 중 에반스는 통시적 관점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평면’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방법론은 1) 평면의 구성 요소를 보고, 2) 구성 요소들이 다시 결합

되는 방식을 보고, 3) 동시  인물의 생활상을 소설, 회화 등의 건축 외적 매체

와 평면에 드러나는 건축적 특성과 비교해 그 계획적 함의에 해 생각하는 것

이다.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은 이러한 에반스의 방법론을 토 로 발전시켰다. 분석

의 상은 한국의 교정시설 3곳,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 4곳을 선정하 다. 

분석은 수용 거실, 공용 공간, 근무자실, 팀사무실-과 수용동의 주출입구로 이루

어진 ‘단위 평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분석 과정에서는 거주 공간의 형태와 내

부 구성, 수용동의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본 후, 각 요소 간의 관계에 해 보

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드러나는 건축적 특성을 동시  수용자의 생활상을 

소설, 회화 등의 건축 외적 매체와 비교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한국의 교정시설은 복도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으

며, 수용자의 생활 공간은 수용 거실로 계속해서 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의 요인으로는 지리적 배경인 한국의 전통적

인 남향 사상과 복도가 형성하는 시설의 이미지가 교정시설과 일치했기 때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 계획의 고착화는, 점차 변화하는 수용자의 생활 환경에 

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교정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 제시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의 사

례를 이어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점차 데이룸이 복도를 흡수하는 모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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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거실이 2인실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

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테네시주

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수용자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근 적 

교도소의 등장 이후 1980년 부터는 자체적인 수용동 원형 모델을 개발하여 극

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은 ‘모범 감옥’이라는 근 적 교

도소의 예시, 즉 고고학적 원형에서 출발한다는 동일성을 갖지만,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두 사례 지역의 차이점을 유발한다.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 받아들

인 서 문 형무소로 표되는 고고학적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테네시주의 경우 열악한 수용 환경 등 고고학적 원형이 갖는 문제점

에 한 인식 후 데이룸에 기반한 새로운 원형 모델을 개발했다. 이후, 이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같이 생각하며 이전의 모델

을 극복해나갔으며, 이는 곧 실제 거주 양상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되는 한국 교정시설 수

용동 계획에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동 내 거주자가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 유닛을 중심으로 수용동의 

계획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셋째, 수용동 원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수용동의 계획적 특성과 실제 거

주 양상을 건축 외적 매체를 통해 조하면서 계획적 함의에 해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테네시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의 방

향에 해 제언하 다. 본 논문은 이렇듯 교정시설에 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관련 연구의 길을 넓혀주었고, 건축 공간과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는 실제 생활

에 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교정시설, 수용동, 통시적 관점, 평면, 거주성

학  번 : 2018-2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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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은 감옥을 “문명사회의 검은 꽃”1)이

라고 묘사한다. 이렇듯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는 교정시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꽃으로 비유된다. 또한, 사회의 ‘악(惡)’으로 치부되어 사회

적으로 죽은 존재인 수용자는 시설의 생활을 통해 살아있음으로 이러한 역설적 

의미를 내포하는 존재이다. 수용자와 모든 일상을 함께 위하는 근무자 역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함께 부정당한다. 이렇듯, 시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 숨죽여 존재한다.

 이러한 교정시설과 그 안의 사람들에 한 부정적 이미지는 곧 시설을 응보주

의에 입각한 공간으로 계획되도록 했다.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거주 환경을 제공

하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루어지는 억압된 공간은 ‘원형’이자, 근 적 교도소의 

시초이며 모범적인 사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처벌과 감시를 통한 공간의 구현

으로 수용자를 교화하고자 했던 원형은 ‘거주’라는 시설의 본질을 배제했던 것이

었으며, 이는 곧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교정’과 ‘거주’라는 두 

본질 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현 의 많은 교정시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며, 교정시설은 

‘교정’과 ‘거주’라는 두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본질을 갖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또한, 적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곧 또 다른 본질인 교정으로 

이어지게 되며, 거주자의 생활 방식이 건축적 언어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본질을 잃어버

린 듯한 현재 교정시설의 계획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본연의 모습을 회

복하고 진정한 ‘삶의 장’으로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하는 것일

1) 나다니엘 호손, 『주홍 글씨』, 김동욱 역, (서울: 민음사), 2007, p.7,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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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시설에서 실제 거주자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건축적 언어로 구현되고 있

을까?’가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설(institution)’의 고착화된 현상

(institutionalization)을 포착하고 시설의 ‘원형(origin)’ 혹은 본질에 해 다시 

생각해보는 ‘통시적 관점’의 방법론에 주목한다. 특히, 로빈 에반스(Robin 

Evans)는 자신이 포착한 시설 계획의 원인으로 작용한 ‘고고학적 원형’을 찾기 

위해, 시설의 평면에서 드러나는 건축적 특성의 계획적 함의를 동일한 시 적·

지리적 배경에 놓인 인물의 생활을 묘사한 회화 및 소설과의 조를 통해 도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시설에 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생각하게 하며,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의 교정시설은 1990년  이후 수용자를 단순히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

는 것에서 재사회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복귀에 그 존재 목적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의 계획은 이전 세 가 제공했던 응보와 처벌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념과 실제 지어진 시

설의 괴리는 제 로 된 환경을 구현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의 

진정한 재사회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이 당

면한 문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구현해주지 못하는 건축 공간

과, 이에 따라 제 로 된 교정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한편, 미국은 기존 시설의 한계를 인식하고 1980년  이후 ‘새로운 세 의 감

옥(New Generation Jail)’으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환

경(Normative Environment)’2)을 형성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는데, 이

는 수용자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근무자에게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계획 방향의 변화는 수용자와 직원의 직접적

이고 인간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3)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교정시설

2)  ‘정상환경(Normative Environment)’라는 표현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적하며 근무자의 안정
적인 업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용된다. 이 개념은 
수용자의 ‘재사회화(rehabilitation)’으로 교정 이념이 변화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
해 시설의 가구와 마감 등의 건축적인 요소들은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의 
거주자들이 유 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성인교정시설 설계지침』, 최윤석 역, 백
진 감수, (서울: 법무부 교정본부), 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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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주 공간이 거주자에게 정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교정의 이념을 건

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사례에 해 로빈 에반스의 방법론에 기인한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각각의 사례가 과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실제 거주 양

상을 시설의 계획이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시설의 본질에 해 반추해 보아야 하는 기점에 서 

있는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동 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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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동의 계획이 고착화된 현상을 포착하고,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하는 배경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통시적 접근’

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시설의 평면

을 분석하고 이를 시설에서의 실제 생활상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소설, 

회화)를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인 한국의 교정시설과 비교하기 위한 

상으로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을 선정한다. 이때, 미국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교정시설이 독자적인 행형법 하에 유지된다4)는 점에서 두 사례 지역

의 위계는 동일 선상에 있다. 또한, 거주자가 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실질적 거주 공간인 ‘수용동’에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장에서는 먼저 교정의 의미와 교정시설에 해 고찰한 후, 교정시설의 거주

자, 거주 공간의 특성과 요소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 해 알아본다. 특히, 

교정시설의 거주자와 구성 요소에 해 고찰하는 것은 3, 4장의 평면 분석의 

상에 해 규명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그리고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변화 과

정을 연구의 사례 국가인 미국과 한국에 한정해서 본다. 이는 연구의 범위를 명

확히 해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어서 시설에 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의 의의를 ‘로빈 에반스’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교정시설에 맞게 적

용한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규명한다. 이때, 분석의 중심이 되는 평면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동의 주된 구성 요소만을 나타내 재편집한 ‘단위 평면’의 개

념을 정의하고 사용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국내와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변천 과정에 

해 살펴 본다.5) 사례 상의 범위는 각 지역의 일반경비등급에 해당하는 시설

로 한정한다. 미국의 경우 중간경비등급이며, 한국은 완화·일반경비등급에 해당

하는 시설이다. 이는 한국에서 부분의 시설이 일반경비등급에 해당하는 점6)과 

4)  미국은 지방 자치가 발전하여 각 주마다 법과 제도가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주 안에서도 지방
마다 일정 범위의 재량권이 있다. (출처: 홍남식, 미국의 교정현황에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2002, p.28 참조)

5)  본 연구에서 구체적 분석의 상으로 삼는 시설은 국내 3개 소, 미국 테네시주 4개 소이며 이 중 답
사가 이루어진 시설은 국내의 서 문형무소(2019.07.18.), H 교도소(2018.07.20., 2018.09.16.)이
다.

6) 한국의 전체 교정시설은 개방시설 1개소, 완화경비시설이 14개소, 일반경비시설이 36개소, 중경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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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서 시설의 등급별로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토

로 가장 높은 비율의 등급 시설로 통일한 것이다.

 이후, 상 지역의 수용동 계획 방식(간략한 구성과 형태)에 해 개괄적으로 

고찰한 후, ‘첫 근 적 교도소’, ‘중간 단계의 시설’, ‘가장 최근의 시설’이라는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사례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서 문 형무

소’, ‘E 교도소’, ‘H 교도소’를 선정하 으며, 미국의 테네시주는 ‘테네시 주립 

교도소’, ‘찰스 배스 교정시설’, ‘북서부 교정시설’, ‘블레드소 교정시설’을 선정

하 다. 각 사례는 앞서 2장에서 논의한 교정시설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1) 

수용동의 형태와 구성, 2) 구성 요소별 특징, 3) 구성 요소 간 연결 방식에 해 

분석된다. 이후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건축적 특성이 기인한 배경을 찾기 위해 

회화와 소설에 묘사되는 수용자의 생활상과 시 적 배경을 시계열적으로 조하

며 계획적 함의에 해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 4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 로 각각의 거주 공간의 

거주성 구현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동일성과 차이를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한국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구성 방향에 해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선행연구 고찰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인 수용동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고찰하 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까지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에 관한 연구는 ‘현황 분석 및 유형화’와 ‘개선 방향 

제안’의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교정시설에 

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배치 방식, 수용동의 형태 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황 파악에서 나아가 개선 방향에 해 제시하는 연

구는 좀 더 수용동에 집중하여 수용동 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해 제안

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치유 환경과 같은 환경 개선의 측면이나 수용동 설

계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1개소가 운 되고 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2018년 교정통계연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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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국내에서의 교정시설 수용동에 관한 연구는 2000년 김응규가 국내 교

정시설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에 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 이외에는 현황 분

석과 개선 방향에 관한 것이다. 김응규의 연구는 감옥의 형태가 최초로 기록된 

부여시 부터의 변천 과정에 해 다루었다는 데에서 역사적 관점이 적용된 연

구이며 이후 해외의 선진 교정시설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하는 개선방향의 범주가 수용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점, 비교의 상으로 삼는 외국 교정시설이 미국, 국, 일본 등 

많은 국가를 동시에 보고 있어 사례의 위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저자

(연도)
제목 내용

학

회

지 

논

문

이영수, 

문영삼

(2006)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2004년도 계획 설계가 진행된 교정시설 3개 

소에 한 6개 안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정시설 건축의 최근 경향 및 유형 분석

문영삼 

(2006)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계획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계획 경향과 시설 기준을 수용동 

중심으로 비교해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의 

개선 방향 제시

기하리, 

남경숙 

(2010)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의 실내 환경 계획 연구

교정시설의 치유환경 요소 도출 및 국내 

교정시설 수용동 분석

이연미, 

백진 

(2017)

도심형 고층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개선방안: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의 도심형 고층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레크리에이션 공간에 해 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박상수, 

공순구 

(2018)

교정시설의 실내환경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 지어진 해외 교정시설 사례 분석 

후 장·단점을 도출해 국내 교정시설의 개선 

방향 제시

학

위 

논

문

김응규 

(2000)

교정시설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문헌 조사를 통한 국내 교정시설의 개괄적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도출하며, 해외 

교정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 제시
허성관 

(2003)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교정시설의 현황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제시

문영삼 

(2006)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교정시설 건축계획의 특성을 도출하고, 최근 

국내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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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리 

(2012)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관한 연구

교정시설 수용동의 치유환경 적용 가능성에 

해 알아보고, 치유환경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제시

이연미 

(2018)

교정시설 수용 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0년 이내 신축된 

국내 교정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수용동 내 거실과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요소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제시

[표 1-1]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관련 국내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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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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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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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정시설의 거주성과

통시적 관점

 

2.1 교정시설과 거주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변화와 현황

2.3 시설(Institution)에 대한 통시적 관점

2.4 소결: 교정시설의 거주성과 통시적 관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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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정시설의 거주성과 통시적 관점

 2장에서는 사례 분석에 앞서 교정시설의 본질인 ‘교정’과 ‘거주’의 측면을 이야

기한다. 먼저, 2.1절에서는 ‘교정’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갖는 의미와 나타나게 

된 과정, 그리고 ‘거주 공간’이라는 또 하나의 본질에 해 다뤄본다. 이후 2.2

절에서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이 변화해 온 과정과 현황에 해 미국과 한국에 

집중하여 다루며, 이를 통해 시설에 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상황임을 짚는

다. 2.3절에서는 시설의 본질에 해 생각해보는 것의 의미와 그 방법적 측면에 

해 로빈 에반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하며, 이는 곧 연구의 총체적 시각 
및 방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2.1 교정시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1 교정의 의미와 교정시설

 

 ‘교정(矯正, Correction)’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을 뜻하며, 의학에서는 인간의 질병이나 성격을 교정한다는 의미로, 법

률적으로는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깨우쳐서 사

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이러한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형기 동안 교육·교화 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

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8 

 이러한 교정의 개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교정을 뜻하는 어의 

‘correction’은 라틴어의 ‘correctionem’에서 기원하는데, 이는 ‘개정(an 

amendment)’, ‘개선(improvement)’을 의미했다. 이후 13세기 ‘교정, 개정, 처

벌또는 꾸짖는 행위’를 뜻하는 고  프랑스어 ‘correccion’을 거쳐 14세기 중반 

7 문 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9, 간접인용
8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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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나 처벌을 통한 잘못된 행동에 해 꾸짖거나 교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중

세 어 ‘correccioun’를 거쳐 현재의 ‘correction’으로 나타나게 되었다.9

 현재 우리가 논하는 ‘교정’의 개념이 구금 시설에서 쓰이게 된 것은, 1575년 

국 왕실 법규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죄가 가벼워 중범죄 계급에 속하

지 않은 자에 해 교정하는 감금의 장소’인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 

해 명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교정원은 국의 브라이드웰(Bridewell, 

1555)로, 이는 강제 노역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수용자를 구금하고 작업을 통한 

생산을 교정의 수단으로 사용하 다. (그림 2-1)

[그림 2-1] 브라이드웰 교정원(1955)

(출처:https://janeaustenslondon.com/2017/01/21/from-pal

ace-to-prison-a-short-history-of-bridewell/)

 그러나, 이러한 교정의 개념은 처음부터 시설의 근간이 된 것은 아니었다. 고

부터 18세기까지는 응보주의의 개념에 따라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한 

응당한 처벌과 책임을 물었다. 응보주의는 범행자에 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자비란 범행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에 

비해 완화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부정의일 뿐만 아니라, 자비는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상 적 부정의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10 즉, 이 시

기에는 범죄자를 ‘교정’의 상보다는 ‘처벌’의 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9 https://www.etymonline.com/ 참조
10 [네이버 지식백과] 칸트 처벌론 – 응보주의 (칸트 『실천이성비판』 (해제), 2004,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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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9세기부터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으로 표되

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교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리주의

적 관점의 처벌이 주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교정·교화

의 효과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처벌은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잠재적 범죄자에 한 예방 효과를 들 수 있다. 즉, 

교정·교화와 범죄의 예방을 통해 ‘최  다수의 최 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범죄에 한 처벌을 내릴 때 그것이 최 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

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정의 개념이다.

 벤담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1791년 ‘판옵티콘(Panopticon)’이라는 건

축 양식을 고안하 다. (그림 2-2) 이는 그리스어에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쳐 고안된 명칭으로, 그 내부의 구성은 소수의 

감독자가 자신의 감시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 수용된 모든 수감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했다.11 즉, 최소의 감시로 최 한의 효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공

리주의적 관점의 처벌의 의미와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비

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Surveiller and Punir)』(1975)에서 판옵티콘 개념을 언급하

며 계승될 수 있었다.

11 이연미, 교정시설 수용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서
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45,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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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

(출처: Wikipedia)

 이후 교정의 의미는 “범죄자는 ‘실족한 형제’이며 형벌을 통해 참회와 개선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퀘이커의 정신에 따라”12 ‘종교적 신념에 의한 참회’로 변화했

다. 이때의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되어 내적 성찰을 통해 참회와 회개를 꾀해야 

했으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에

서 참회를 강제당하는 이러한 방식은 곧 여러 비판에 부딪혔고, 이후 다시 ‘노

동’을 가미하면서 수용자와 사회의 연계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재사

회화를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에 이르게 되었다. 

 제2차 세계 전 이후에는 미국의 행형 사상 발전에 힘입어 인도주의적 측면의 

‘교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두되었다. 이는 범죄 행위 등 사회 규범을 일탈한 

행위자에 한 실증적 연구의 성과로서 범죄나 비행이 원인이 되어 사회로부터 

낙오된 자의 사회에의 재적응, 즉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의 행

형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비행자에 한 비형벌적 처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정의 의미 변화는 교정시설을 칭하는 다양한 명칭에서도 드러

12 정승환,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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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먼저, 노동을 통한 교정을 위한 장소로 존재했을 때는 ‘reformatory’, 

‘house of correction’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19세기 이후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참회하도록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감화소(penitentiary)’가 나타났으며 

20세기 이후 수용자의 구금이 아닌 교정에 목적을 두는 ‘교정시설(correctional 

facility)’가 나타났다. 즉, ‘correctional facility’는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치

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범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관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옥(獄)’, ‘감옥(監獄)’, 또는 ‘전옥서

(典獄署)’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일제 치하의 1923년부터 ‘형무소(刑務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명칭에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했다. 이후 1961년 「행형법」 제정 이후 

‘교도소(矯導所)’로 개칭했고,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로 전면 개정하여 개별 처우와 수용자의 안전한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교

정 이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교정시설(矯正施設)’에 이르게 되었다. 

2.1.2 교정시설의 거주자

(1) 수용자

 ‘수용자(受用者)’는 범법이나 일탈 행위로, 감옥이나 수용시설 따위의 특정한 장

소에 갇혀 지내는 사람13을 일컬으며, 수형자(기결수용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

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

람을 말한다. 또한, ‘수형자(受刑者)’, 또는 ‘기결수용자(旣決收容者)’란 징역형·금

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된 사람을 말하며,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서 체포되거나 구속 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14 이 

중 연구에서 다루는 수용자의 범주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수용동)에서 일정 기

13 고려  한국어 사전, 직접인용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 [법률 제14281호, 2016.12.2., 일부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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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주하며 생활을 하는 기결수용자로 한정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정시설에서 효과적인 교정·교화의 실현을 위해 수용자는 범죄의 경

중에 따라 구분된다. 이러한 등급의 구분은 수용자가 수용되는 시설의 경비등급

에 따른 것으로, 각 교정시설을 경비등급별로 지정하는 것과 상응하게 경비 처

우급을 수용자에게 지정하는 것이다.15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UNOPS))에서는 교정시설의 경비등급과 

수용자의 경비 처우급을 네 가지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16

교도소 유형 위험 등급 수감되는 수용자의 특징

일반 교도소 

(Closed 

Prison)

레벨 1

 최고 수준(Maximum)의 경비가 필요한 수용자

 수용자의 탈주가 국민 또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레벨 2
 최고 수준의 경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의 위험도를 가

지고 있으며 외부에 위협이 되는 수용자

레벨 3
 탈출을 시도하려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개방된 환

경에 수용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수용자
개방 교도소 

(Open 

Prison)

레벨 4
 탈출의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며, 개방된 환경에 적합하다고 여

겨지는 수용자

[표 2-1]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수용자의 특징

(출처: UNOPS, 「Technical Guidance for Prison Planning」, Copenhagen: United Nations, 2016, 

p.42를 참고)

 UNOPS의 분류 기준은 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게 구현되는데, 먼저 한국의 

15 유병철, 교정시설의 특성과 경비등급제도 개선방안, 『교정연구』 통권 제74호, 한국교정학회, p.40
16 UNOPS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국 HM Prison Service의 <Prison Service 

Instruction>(2010.03.)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분류 시스템(Typical Classification System)’에 기
반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등급 설명

High Supervision
수용자의 모든 활동 및 이동은 근무자의 허가 후 근무자가 동행하며 

감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Medium 

Supervision
수용자의 부분적인 활동 및 이동에 해 제한 혹은 감시가 이루어짐

Low Supervision
수용자의 활동 및 이동에 해 최소한의 감시가 이루어지며, 몇몇 활

동의 경우 감시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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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 교정시설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

분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등급은 이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처우급(S2), 일

반경비처우급(S3), 중(重)경비처우급(S4)로 분류된다.17 한편, 미국은 교정시설 경

비등급을 주로 최소(Minimum), 중간(Medium), 중구금(Maximum), 초중구금

(Super Maximum)의 단계로 구분하며, 수용자를 레벨 1부터 4의 등급으로 구

분해 각 시설에 수용한다. 약 80%의 수용자가 최소, 중간, 중구금 세 등급의 시

설에 수용되고 15%의 수용자는 초중구금 수용을 포함하여 보호 수용

(Protective Custody), 격리수용(Administrative Segregation), 징벌적 수용

(Disciplinary Status), 정신질환자 및 환자의 수용 등으로 분리되어 수용되며, 

나머지 5%는 등급 제외자이다.18

 이렇듯 범죄자들의 범죄 및 심리적 특성,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

는 것은 그들 간의 악 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용자 각각의 개인차를 반 하

여 교정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19 또한, 등급의 구분은 수용자의 일상적 행

위를 제한하며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등

급별 처우에 따른 행위 제한과 더불어 후술할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언급한 타

자가 제시하는 시간표에 따라 수용자의 일상 생활은 결정된다. [표 2-2]는 한국 

기결수용자의 하루 시간표와 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정리한 것으로, 수용자

는 일과 시간을 제외한 부분의 시간을 수용 거실에서 보내고 있는 등 제한된 

이동 반경 및 동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분류처우 업무지침 [시행 2017.9.1.] [법무부 예규 제1161호, 2017.8.17. 일부 개정], 제4절 53조
18 유병철, 상게서, p.41
19 김지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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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행위 장소
6:20 기상 수용거실
6:30 인원 점검 수용거실

6:50 ~ 8:00 아침식사 및 청소 수용거실
8:00 일과 시작 거실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8:20 ~ 11:50 일과 및 오전 작업
작업장, 운동장, 다목적실, 

종교실, 강당 등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작업장

13:00 ~ 16:50 오후 작업
작업장, 운동장, 다목적실, 

종교실, 강당 등
17:10 일과 종료 작업장에서 거실로 이동

17:40 ~ 18:00 저녁식사 및 청소 수용거실
17:30 ~ 21:00 자유시간 수용거실/다목적실

21:00 취침 수용거실

[표 2-2] 한국 기결수용자의 하루 시간표(예시)

(출처: 이연미(2018), 교정시설 수용 거실 및 커뮤니티 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p.6)

 수용자에 한 등급의 구분 및 행위의 제한은 이들을 단순히 처벌의 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교정의 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의 기본 원칙에서는 

수용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반하여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시설

의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이들의 안전한 사회로의 복귀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20 이는 곧 수용자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존재가 아닌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밝히

는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 내부 환경이 외부의 그것에 일정 수준 상응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을 통해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이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2015, pp.23-25



- 20 -

(2) 근무자

 교정시설의 또 다른 거주자인 ‘근무자(교도관)’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

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함)의 경계(警戒) 및 운 ㆍ관리를 하며, 수용자의 전반

적인 생활(구금, 형의 집행, 위생, 보건, 직업훈련, 교육·교화 등)과 교정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을 칭하는 명칭이다.21 교도관 생활 10년이면 징역

이 5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무자는 재소자(수용자)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

며 교정시설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자의 일과는 수용자에게 초점

이 맞추어져 일상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등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현민(2018)은 자신이 목격한 근무자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교도관의 일과는 곧 수용자의 일과다. 미출역 사동에서 담당 직원은 종일 복도 중앙 

걸상에 홀로 앉아 있다. 자신이 감시해야 하는 수형자들처럼 그도 사동 문밖을 한 발

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이라고는 손때가 탄 구닥다리 인터폰뿐으

로 휴 폰은 물론이고 담배나 라이터도 가져올 수 없다. 교정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반半징역살이라고 자조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이런 근무환경으로 말미암는

다.22

 이렇듯 수용자와 부분의 일상을 함께 보내게 되는 근무자의 업무는 크게 보

안(Security), 계호(Supervision/Surveillance), 서비스 업무(Service), 치안 유

지(Policing)의 4가지로 나뉠 수 있다.23 이러한 업무의 방식에 가장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은 수용자를 계호24하는 방식일 것이다. 근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분리될 수 있는데, 근무자의 위치가 고정되었는지의 여부가 그 기

준이 된다. 이에 관해 미국 국립교정원의 「Jail Design Guide」에서는 ‘감시

(Surveillance)’와 ‘감독·관리(Supervision)’으로 계호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

데25, 이는 곧 근무자의 수용자에 한 신체적·시각적 접촉, 효과적인 업무 수행

21 교도관 직무 규칙 [시행 2015.01.30.] [법무부령 제838호, 2015.01.30., 일부 개정], 간접 인용
22 현민, 『감옥의 몽상』, (서울: 돌배게), 2018, p.164
23 Jewkes, Yvonne, et al., “The Prison Officer”, in Handbook on Prisons, 2nd ed, (New 

York: Routhledge), 2016
24 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여 지킴 (출처: 표준국어 사전, 직접인용)
25 본문에서 ‘Surveillance’는 수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간헐적인 ‘감시’의 의미로, ‘Supervision’

은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 제한없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직접 ‘감독’하고 수용자와 관계를 맺
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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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근무자의 적정 인원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감시 혹은 

감독의 방식은 최소 ‘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 ‘간접 감시(Remote 

Surveillance)’, ‘간헐적 직접 감시(Intermittent Surveillance)’, ‘모니터링

(Electronic Monitoring)’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근무자가 

상주해야 하는 방식(직접 감독, 간접 감시)’, ‘근무자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

식(간헐적 직접 감시, 모니터링)’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26 각각의 방식에 따

른 근무자의 근무 방식은 [표 2-3]과 같다.

 이러한 계호 방식에 따라 수용자를 감시/감독하는 근무자는 일정 범위당 구성

되는 ‘관구 팀(Housing Unit Team)’ 혹은 ‘수용관리팀’ 체제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관구팀은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근무자들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26 미국국립교정원(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NIC)), 「Jail Design Guide」, 미국국립교정원
(NIC),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45, 간접인용

27 Jewkes, Yvonne, et al., Ibid, p.266, 간접인용

계호 방식 근무자의 근무 방식

근무자가 

상주

직접 감독 

(Direct 

Supervision)

관구 혹은 유닛(unit)27당 한 명의 근무자가 근무하

며, 내부의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를 시각적·물리

적으로 직접 감시하게 되며, 수용자와 직접적인 교

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간접 감시 

(Remote 

Surveillance)

유닛 외부의 수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감시한다. 외부에 있지만 시각적인 직접 감시가 가

능한 위치에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

용자와의 교류는 최소화된 ‘시각적 감시자

(observer)’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무자가 

주기적으로 

계호

간헐적 직접 감시 

(Intermittent 

Surveillance)

낮은 수준의 감시 형태로, 근무자는 유닛 내부 혹은 

외부에 위치하며 간헐적으로(1시간 혹은 30분당 1

번) 순찰하게 된다. 따라서 유닛 내부에 한 장악력

이 수용자보다 낮게 되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감시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기

도 한다.
모니터링 

(Electronic 

Monitoring)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혹은 도청장치 등을 감시

의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며, 근무자는 유닛 혹은 수

용동 외부에 위치하며 원격 제어를 한다.

[표 2-3] 계호 방식에 따른 근무자의 근무 방식 (출처: 미국국립교정원(NIC), 「Jail Design 

Guide」, 2014, pp.45-46의 내용을 토 로 저자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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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동에 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이러한 팀(Team)은 미국의 경우 일반적

으로 한 명의 관구 관리자(Unit Manager), 한 명의 사회복지사, 두 명의 상담

사, 서무로 구성되어 있다.28 팀은 수용자 프로그램의 계획과 감독, 관리하는 유

닛의 적절한 환경 유지, 수용자의 수용과 통제에 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듯 교정시설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무자의 거주 

환경에 한 관심은 자칫 수용자에 밀려 논외의 상이 되기 쉽다. 이에 관해 

미국의 사법 및 교정시설 건축 전문가 토드 필립스(Todd S. Phillips)는 근무자

의 거주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운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 효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교정시설은 합리적으로 고안된 사무

실과 직원들을 위한 공간 및 기타 역들로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적절하고 세

심한 자연 채광, 편안한 업무 역 및 휴식 공간, 탈의실, 창고, 그리고 보조 장비 구

역 등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9

28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성인교정시설 설계지침(Design Guide 
for Secur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최윤석 옮김, 백진 감수, 법무부 교정본부, 2016, 
p.46, 간접인용

29 Phillips, T.S. 외 2인, Building Type Basics for Justice Facilities, John Wiley & Sons, 2003, 
p.31,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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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교정시설의 거주자인 수용자와 근무자는 ‘수용동(Housing Unit)’이라는 거주공

간에서 ‘공거(公居)’하고 있다. 수용동은 수용자가 주거 생활을 하는 공간인 거실

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욕, 세탁, 급식 배식, 상담, 순회 진료, 교육 등 활동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며, 주간 일과 시간 이후 및 야간에는 출입을 제

한하는 지역으로 보안 경계 등급이 가장 높은 곳이다.30 본 절에서는 수용동의 

특수성, 형태, 구성 요소 등에 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다.

2.2.1 특수성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1922~1982)은 의도적인 위협으로부

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총체적 시설(Total Institution)’의 하나로 

교정시설을 분류한다. 총체적 시설에서의 생활의 모든 면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한 권위 아래 수행되며, 시설의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동일

한 일을 함께 수행해내며 시설 내에서의 모든 일상 활동은 빈틈없이 계획된다.31 

이러한 총체적이고 개인을 부정하는 시설의 체제는 내부에서 거주하는 개인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며, 이에 파생되는 특수성으로 1) 이질 집단의 공존, 2) 타

자에 의한 시·공간적 점유가 제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1) 이질 집단의 공존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와 근무자라는 두 부류의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하며 생활

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은 조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

이는데, 이러한 양면성은 교정시설에서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한다. 교정시설은 

‘보안’이 시설 계획의 제1 원칙으로 여겨지며, 근무자는 이러한 보안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자를 통제·관리해야 하는 권력의 변적 존재이며 수용자는 

이에 복종해야 하는 집단이다. 또 한편으로는, 근무자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수용자는 교도관의 지시에 순응하는 가로 가

30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2014, p.83, 간접인용 
31 어빙 고프만, 『수용소: 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한 에세이』, 심보선 역, (서

울: 문학과 지성사), 201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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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심사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등 각 집단의 필요에 의한 상호의존

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적절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해진다.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제 로 형성되지 않으면 교정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또한, 이는 곧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근무자의 업무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교정시설의 경우, 교정사고 발생률은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최근 5년 새에 8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근무자)의 자살률 역시 2014년 2건에서 

2018년 8건으로 3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무자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

가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32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주된 생활공간으로 존재하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

간은 두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두 집단이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자는 수용자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질서를 강요하는 한편 인간적인 접촉과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의 반사

회적 태도나 가치체계를 건전한 시민의 그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

다.33 이에 따라 근무자는 수용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재사회화의 방향

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정시설 역시 이들이 각자 존재하는 역 이

외에도,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타자에 의한 시·공간적 점유의 제한

 국가권력은 수용자로부터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그 자유

의 박탈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상자의 시간을 박탈하고 또 다른 

시간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된다.34 이러한 새로운 시간 개념의 형성은 앞서 

언급한 ‘시간표’를 통해 구현되며, 나아가 공간적 점유의 범위까지 통제되고 있

다. 이렇듯 통제된 시간과 공간 점유의 허용을 통해 수용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이는 곧 시설 안의 비가시적인 권력을 드러낸다. 또

한, 수용자는 이러한 통제된 일상 속에서 제도화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무력감에 

32 김도읍 “최근 5년간 교도관 폭행사건 급증.. 안전 책 마련되야”, 『민주신문』, 2019.10.11. 
33 문 삼, 상게서, p.54
34 최정기,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전남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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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기도 하는데, 신 복(1941~2016)은 이에 따른 기계화된 일상을 그의 옥중 

서간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튿날 아침 기상나팔이 불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시작되며 또 똑같은 

내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나날의 반복 속에서 수감자들은 모

든 동작과 사고가 기계처럼 습관화되어버린다. (…중략…) 이러한 방향감각의 상실에

다 기계처럼 단조롭고 습관화된 나날들, 실로 힘든 하루하루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인

가 새로운 의욕과 창의, 이런 것들이 무척 아쉬워지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35

 이에 관해서는 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작용하는 ‘권력’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권력은 곧 규율로 발현되며, 규율은 공간을 분할한다. 이러한 규율은 

시간의 통제라는 일차적 도구를 통해 개인의 활동을 통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교정시설 안의 권력은 개인의 몸을 통제하게 된다. 즉, 규율이란 인간을 개인으

로 분해하고 각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각 개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간과 공간, 힘, 행위를 분해하고 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6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개인의 공간은 개인을 재조직화하여 교정시설이라는 하

나의 전체적인 공간에 걸맞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시설 

안의 공간마다 기능적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개인의 공

간적 범위를 한정한다. 한정된 공간적 범위는 시설에 맞게 재조직화된 인간(수용

자)가 배치되는 범위와 일치한다. 공간적 배치는 드나듦과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정의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표현한다. 사

회적 관계는 건축적 구조와 분포 등을 통해 공간 자체를 배열하며, 그러한 공간 

속에 사람들을 배치한다.37 

 이러한 의도적인 공간의 배치는 수용자를 감시하는 타자에 의한 것으로, 감시

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수용자는 의도적으로 배

치되고 내·외부와 형성하는 관계에 해서도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 근무자

가 감시 업무를 제 로 수행할 수 없게끔 계획된 공간은 곧 근무자의 업무 능률 

35 신 복, “70년 의 벽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증보판, (서울: 돌배게), 2019, pp.61-62
36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를로퐁티와 푸코의 몸 개념』,(서울: 이학사), 2011, p.202
37 이진경, 『근 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그린비), 2000,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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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와 더 억압적인 방식의 감시를 불러오며, 결과적으로는 수용자에게 효과적

인 교정·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2.2.2 형태

 수용동은 기본적으로 수용 유닛(unit)이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는 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닛을 칭하는 명칭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Pod(block)’ 

혹은 ‘Module’로 칭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사동’ 혹은 ‘관구’라 불린다. 이러

한 유닛이 결합된 수용동의 형태는 수용자들에게 교정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보

여주며, 전체 교정시설에 한 분위기를 형성한다.38 이에 따라 각 시설은 보안

등급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용동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며, 형태는 각각 일자

형, 원형, 방사형, 중정형, 절충형, 전주형, 부정형, 포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형태에 따른 특성은 [표 2-4]와 같다. 

38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성인교정시설 설계지침(Design Guide 
for Secur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최윤석 옮김, 백진 감수, 법무부 교정본부, 2016, 
p.6,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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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장점 단점

일자형
감시가 용이하고 지 제약이 적

음

일부 일조 불리하며 단조로운 형

태

원형

감시 중심

(중앙의 감시탑 1개소에서 전체 

수용거실을 감시할 수 있으며, 수

용자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줌)

일부 일조 불리

방사형
감시와 통제 용이

(계호 시설 및 인원 최소화 가능)
일부 일조 불리

중정형

동 단위 처우 가능

계호 용이(수용동이 완전 폐쇄되

기 때문)

중정: 옥외 휴게시설, 운동장으로 

사용하며 일조에 용이

복도 길이가 길고 단조로운 형태

절충형
계호 융통성

변화에 적응 용이
일부 일조 불리

전주형

감시와 통제 용이

수용실의 남향 배치 가능 → 일

조 유리

복도 길이가 길고 단조로운 형태

부정형

(데이룸형)

수용 단위별 처우 가능

교정 중심

(데이룸과 같은 공유 공간 강조)

다양한 형태의 수용동 계획

일부 일조, 계호 불리

넓은 면적 필요

[표 2-4]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형태별 특성

(출처: 기하리, 치유환경으로서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 학교 석사학위논문, p.24의 내용을 

토 로 연구자 재편집)

 한편, 수용동의 형태는 계호 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으며, 근무자와 수

용자의 관계 형성에도 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수용동의 유형을 3세

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 계호에 한 보안 방식의 효율성을 중시하

고 점차 변화하는 교정 패러다임의 의미를 담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시사한

다. 세 별 차이는 수용자에 한 계호 방식과 평면 구성의 차이에서 드러난

다.39 (표 2-5)

39 Wener, Richard, et al., “Three Generations of Evaluation and Design of Correctional 
Facil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January 1985, Vol.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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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구성 및 계호 방식40 특징

1세

전주형 수용동으로, 근무자는 복도 끝 근

무자실에 근무하며 복도를 따라 간헐적으

로 순찰하게 된다. 사각지 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선형 간헐적 직접 감시

(Linear Intermittent Surveillance)

2세

부정형(데이룸형) 수용동으로, 데이룸 내/

외부에 분리된 근무자실이 계획되며 사각

지 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데이룸형 원격 감시

(Podular Remote Surveillance)

3세

부정형(데이룸형) 수용동으로, 근무자는 데

이룸 내부에 개방된 스테이션에서 근무하

고 수용자-근무자 간 인간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데이룸형 직접 감독

(Podular Direct Supervision)

[표 2-5] 수용동 유형의 3세  구분과 특징

2.2.3 구성 요소

 수용동 내부는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 거실과 다목적실(공유공간), 상

담실, 세탁실, 목욕실 등 후생 시설과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

통제실, 근무자실 등으로 구성되며,4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보안과 통

제가 강조되는 시설의 특성상 실 간 유연한 관계와 배치가 요구된다. 이 중 수

40 그림 출처: 미국국립교정원(NIC), “New Generation Jails”, 1983, pp.26-28
41 기하리, 상게서, p.23



- 29 -

용자의 주생활 공간은 수용 거실, 수용자와 근무자가 공존하는 곳은 공용 공간, 

근무자의 주생활 공간은 근무자실과 팀사무실로 볼 수 있으며 구성 요소별 특징

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거실

 수용 거실은 수용자가 수면, 식사, 세면, 독서, 집필, 휴식, TV 시청 등 일상적

인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평일에는 직업 교육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 를 제외

한 모든 시간을, 주말이나 공휴일은 취사원들을 제외한 모든 수용자가 24시간 

거주하는 공간이다.42 한 거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혼거실’과 1명이 거주하는 

‘독거실’이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에 의하면 각각의 수용자는 독거실에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43 많은 

국가들이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밀 수용의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모든 수용자를 독거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며, 미국의 경우 2층 침

를 도입하여 2인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등 상황에 맞

게 변용하는 모습 역시 보인다.

 또한, 수용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각 국가 혹은 국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정시설 가이드라인은 거실의 적정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데, 표적인 것과 한국의 기준을 정리한 것은 [표 2-6]의 내용과 같다.44 

42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p.84, 간접인용
43 제12조 ①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수용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

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혼거실이 사용되
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수용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규칙(만델라 규칙)」, 2015, p.29)

44 수용 거실에 관한 기준은 범국가적으로 참고되고 있는 국제 적십자(ICRC)의 「Water, Sanitation, 
Hygiene, and Habitat in Prisons」, 미국국립교정원(NIC)의 「Jail Design Guide」, 그리고 이를 
참고로 하는 한국의 「교정시설 설계매뉴얼」에서 제공하는 독거실에 한 예시 평면과 기준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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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수용 거실 평면 예시(독거실) 기준 및 내부 구성

국제 적십자
면적: 5.4㎡(화장실 제외)

내부 구성: 침 , 책·걸상

미국 

(미국국립교정

원, 「Jail 

Design 

Guide」)

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내부 구성: 별도의 화장

실을 계획하지 않고 침 , 

책·걸상, 옷걸이, 수납선

반 배치

한국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면적: 5.4㎡(화장실 포함)

내부 구성: 화장실 계획, 

TV, 수납장 배치

[표 2-6] 가이드라인별 수용 거실 기준 및 내부 구성 (출처: 각주 44 참고)

(2) 공용 공간(복도)

 복도는 수용동에서 거주자의 이동을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근무자가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복도는 ‘주복도’라고 불

리며, 복도를 따라 수용 거실이 줄지어 배치되어 근무자는 이를 왕복하며 감시

한다. 이러한 복도의 특성은 복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수용동 구성

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복도의 배치에 따른 평면 구성은 편복도형, 중복



- 31 -

도형, 외복도형, 반외복도형, 아트리움형, 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복도형과 

중복도형, 외복도형과 반외복도형은 감시와 통제에 유리한 형태이나 일부 수용

실의 일조와 통풍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아트리움형이나 홀형은 자연채광

이 가능하며 중정을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45 [표 2-7]은 복도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형태 및 구성 특징

편복도형

 수용 거실이 복도와 일렬로 병치되는 형태 

 감시와 통제, 일조에 용이

 복도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며 단조로운 형태

중복도형

 수용 거실이 복도를 중앙에 두고 마주 보는 형태로, 

수용 거실이 외기와 면할 수 있음

 감시, 통제에 용이

 일부(한쪽 방향)은 일조 불리하며, 단조로운 형태

외복도형

 2열로 맞닿은 수용 거실을 복도가 둘러싸는 형태

 수용 거실을 직접 외부에 면하지 않게 해 보안이 철

저하며, 엄중계호시설에서 사용

 일조, 채광, 수용자 정서에 악영향 미칠 수 있음

반외복도형

 외복도형과 비슷한 형태이나, 수용 거실 사이의 틈

이 있음

 거실 사이의 틈은 설비 시설이 위치해 환기 개선

아트리움형

 중복도식의 변형으로, 수용 거실 사이에 아트리움 

계획

 채광, 통풍이 유리하고 내부 중정은 커뮤니티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홀형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수용 거실을 둘러싸는 형태

로, 부정형 수용동에서 나타나는 유형

 수용 환경의 개선 및 자치 공간을 부여할 수 있고,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통풍이 유리함

 근무자를 홀 출입구 쪽에 배치해 계호 및 감시에도 

유리

[표 2-7] 복도 형태에 따른 수용동의 특성

(출처: 기하리, 상게서, p.25를 토 로 연구자 재편집)

45 기하리, 상게서, p.25,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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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 공간(공유 거실)

 공유 거실은 수용자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된 공용 공간으로, 수

용자에게 인간적인 관계 형성의 장으로서 제공되며 교정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수용동에서 근무자와 수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의 정도에 따라 수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의 깊이

가 달라진다. 

 이러한 공유 거실은 ‘다목적실’, ‘주간 휴게실’ 혹은 ‘데이룸(Dayroom)’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이는 공통적으로 TV 시청, 게임 등의 일반적인 여가활동을 위

해 마련된 수용동 안의 공간46을 지칭한다. 전통적인 배치에서는 수용 거실이 줄

지어 배치된 주복도로부터 떨어진 출입구 부분에 보통 주간 휴게실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는 근무자가 수용 거실과 휴게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음과 동시에 

수용자에게 충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

에 따라, 기존의 복도와 주간 휴게실 공간을 조합한 계획이 나타나는데, 이를 

‘데이룸(Dayroom)’이라 칭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데이룸 공간은 ‘부정형(데이룸형)’의 수용동을 형

성하며 수용 거실로 둘러싸여 수용 거실이 데이룸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엄격

하게 순찰되어야 하는 전통적인 복도가 필요하지 않게 한다. 또한, 데이룸 내부

에는 샤워, 간단한 조리 공간, 다목적실, 화상 접견 등의 기능이 계획된다. (그림 

2-3) 이러한 변화는 수용 거실 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수용자의 일상 행

위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수용 거실이 취침과 휴식 공간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46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성인교정시설 설계지침(Design Guide 
for Secur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최윤석 옮김, 백진 감수, 법무부 교정본부, 2016, 
p.49,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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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데이룸 내부의 모습

(출처: https://www.co.wright.mn.us/237/Jail)

(4) 근무자실

 근무자실은 수용 유닛별로 감시를 하기 위해 계획된 근무자가 머무는 공간으

로, 수용동 입구, 목욕실, 다목적실 등 부속실과 복도를 통행하는 수용자 등의 

관찰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47 이러한 근무자실의 형태와 위치는 

계호 방식과 데이룸의 유무에 따라 수용동의 형태와 구성이 달라지는 것에 향

을 받게 된다. 데이룸이 있는 경우, 수용동은 ‘포드형(Podular)48’의 데이룸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 구성을 보이게 된다. 이때 계호 방식은 ‘데이룸형 원격 감시

(Podular Remote Surveillance)’와 ‘데이룸형 직접 감독(Podular Direct 

Supervision)’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근무자는 수용 유닛 

외부에 위치한 독립된 근무자실에서 근무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수용 유닛 외부

에 위치한 개방된 ‘스테이션(Station)’에서 수용자를 직접 감독하게 된다. 한편, 

데이룸이 없는 경우는 선형의 복도를 중심으로 수용 거실이 일렬로 붙는 수용동 

구성을 보이는데, 이때의 감시 형태는 ‘선형 간헐적 감시(Linear Intermittent 

Surveillence)’이다. 이 경우 근무자는 수용 유닛 내부 혹은 외부에 위치한 독립

된 근무자실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게 된다. (표 2-8) 

47 법무부, 상게서, p.105, 간접인용
48 앞서 언급한 ‘부정형’의 수용동 형태의 또 다른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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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룸 감시 형태 사진 근무자실 위치 및 형태

있음

데이룸형 원격 

감시 (Podular 

Remote 

Surveillance)

 수용 유닛 외부에 위치

 수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

된 근무자실로 계획

데이룸형 직접 

감독 (Podular 

Direct 

Supervision)

 수용 유닛 내부에 위치

 수용자와 물리적·심리적으

로 개방된 데스크(스테이

션)의 형태로 계획

없음

선형 간헐적 

직접 감시 

(Linear 

Intermittent 

Surveillance)

 수용 유닛 내부 혹은 외부

에 위치

 수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

된 근무자실로 계획

[표 2-8] 데이룸과 감시 형태에 따른 근무자실의 위치 및 형태

(5) 팀사무실

 근무자는 ‘관구 팀(Housing Unit Team)’ 혹은 ‘수용관리팀’ 체제하에서 근무

하게 되며, 팀사무실 시설을 인적 또는 물적 범위로 그룹화한 단위그룹별 수용 

관리를 위한 중간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49 팀사무실은 수용동이

나 주요 건물의 출입구 등 각 역의 통행 요충지에 배치하여 관할 유닛에서의 

접근 동선을 짧게 하고, 연결 복도(또는 주복도) 등 내부의 움직임의 관찰이 용

이해야 하며 주출입구는 연결 복도(또는 주복도)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50 

 이러한 팀사무실은 수용동 전체를 관할하는 업무 공간인 만큼, 독립적인 환경

49 법무부, 상게서, p.108, 간접인용
50 법무부, 상게서, p.108,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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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부로 수용자의 접근을 최소화해야 하

며 내부에서 수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과 불가능한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2.2.4 구성 요소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시설은 

이질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이며, 두 

집단 모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요소 간 긴밀한 연결을 

통해 수용자에게 인간적인 환경을 허

하는 동시에 근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먼저, 수용동 전반적

으로는 팀사무실과 현장의 근무자 간

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각 공간에 

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용 유닛 내부에서는 복도 혹은 데

이룸에서 수용 거실의 조망이 용이하

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을 지향하는 관계 구조는 곧 수용자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오

늘날의 교정 이념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공

간 구성을 지향하게 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국립교정원(NIC)에서는 [그림 2-4]와 같이 수용동의 요소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해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요소는 중심이 되는 공간(전체 

수용동의 중심이 되는 통제실, 유닛 내부의 중심이 되는 데이룸)을 기점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중앙의 통제 공간은 모든 공간에 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

러한 요소들의 관계에 해 보는 것은 수용동 전반의 감시 체계, 역 등에 

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4] 교정시설 수용동 구성 요소간 관계

(출처: 미국국립교정원(NIC), 상게서,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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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변화와 현황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은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에 한 인식과 계획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근 적 감옥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배

경부터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미국의 교정

시설이 교정패러다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 교정시

설에 해 살펴본다. 

2.3.1 미국

 미국의 교정시설은 1700년 부터 ‘사회복귀(Rehabilitation)’에 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변화해왔다. Toole(2015)이 묘사한 시 별 미국 교정이 취해 온 

교정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수감자들의 생활상은 이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마차 뒤에 한 남자가 묶여 운반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내의 큰 

도로 곳곳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해는 1793년이고 이것은 그가 누군가에 한 험담

을 한 것에 한 처벌이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장면은 1816년, 감옥 밖에서는 20명

의 남자들이 침묵 속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거나 말을 하지 

않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안에 있는 그들의 수용 거실로 다시 돌아간다. 이 사

람들은 죄로 처벌받고 독거 수용을 통해 갱생하고 있다. 이후 1915년, 한 여자가 수

건을 입에 물고 손목을 의자에 묶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원형 

금속제 헤드 피스가 있다. 그녀는 그녀의 범죄에 해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다. 

20년 후, 두 남자가 감옥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을 보자. 둘 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지

만 왼쪽 남자는 10년 형을, 오른쪽 남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0년,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여자(외부 교사 혹은 근무자: 연구자 역)와 마주 보고 원을 그

리며 앉아 있는 한 무리의 여자들(수용자: 연구자 역)이 있다. 그들은 모두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51

51 Toole, Kayla J.,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A Study of Rehabilitation in 
United States Corrections”, Senior Honors Program, University of Rhode Island, 2015, 
p.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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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700년 의 공개 처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hWcX9vZiKc)

 묘사되어 있듯이 미국 교정시설의 변화는 공개 처벌이 행해지던 ‘1700

년~1850년 ’, 종교적 참회를 꾀하던 ‘1850년~1900년 ’, 인도적 처벌의 시기

인 ‘1900~1970년 ’,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수용자에 한 

개별 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1970년 ~현재’의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각 시기의 사이에는 당시 지향하던 교정 패러다임과 건축된 시설이 제

로 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과밀 수용 등의 비정상

적인 수용 환경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작용해 왔다. 각 시

기별 교정 패러다임의 특징과 시설을 칭하는 명칭, 그리고 교화 수단은 [표 

2-9]와 같다. 



- 38 -

시기 교정 패러다임 명칭 특징

1830~1930 종교적 참회
참회소

(Penitentiary)

독방 감금, 엄중 보안

규모 수용

1930~1960 인도적 처벌 및 치료

교도소(Prison), 

교정시설

(Correctional 

Facility)

처우별 분리 수용

치료 환경 조성

1960~1970 지역사회 모델

교정시설

(Correctional 

Facility)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움

1970~현재
범죄에 한 효율적 

통제

교정시설

(Correctional 

Facility)

수용동 형태 및 구성 변화

시설 내 커뮤니티 형성

[표 2-9] 미국 교정시설의 시기별 명칭과 특징

(1) 근대적 행형 제도의 등장 (1700~1830)

 먼저, 1700년 까지는 ‘감금’보다는 ‘처형’의 비중이 컸기에 당시의 감옥은 공

개적 처형 전 기하는 장소에 불과했으며, 감금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풀려나

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상도 90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다.52 당시의 교정패러

다임은 처형 장면을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처하게 되

는 상황에 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시설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임시로 머무는 공간으로의 의미가 컸다.

 1780년 의 변화는 국의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의 ‘이상적 

교도소’에 한 주장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에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존 하워드는 직접 교도소들을 방문하여 현황을 기록한 「교도소의 상태」 (The 

State of the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1777)를 통해 당시 국 교도

소의 다수가 거주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알리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무질서, 규칙 제정의 실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

별한 수용, 주변 사회와 교도소 사이의 불확실한 경계로 인한 시선 교차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당시 시설 환경의 열악함을 주장하

고 있다. “만약 정부가 현재나 장래에 흉포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52 Toole, Kayla, Ibid, p.4,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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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의 부화장이며 양성장인 이 교도소에 장시간 구금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

이 아니라고 단언한다.”53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독방 감금

(Solitary confinement), 종교적 회개, 노동을 주장한다. 그가 계획한 ‘격리 병

원(Account of the Principal Lazarettos)’ 내부의 교정원(Penitentiary 

House or House of Correction)은 남자 교도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

섯 개의 옥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수용 유닛으로 구성되며, 600명의 수용자를 

수용했다.54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1781년 국 법률에 반 되어 범죄자의 독

거수용에 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홀샴(Horsham), 글로체스터(Gloucester), 

펫워스(Petworth) 등지에는 이에 기반한 최초의 독거 수용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었다.55 (그림 2-6) 이후 하워드의 주장은 유럽과 미국 등지의 행형 개혁 운동

에 많은 향을 끼쳤다.

[그림 2-6] (좌) 하워드의 이상적 교도소, 1789 (1: 수용자블럭, 2: 옥외공간, 3: 

교회당, 4: 보안경계벽, 5: 보안동), (우) 홀샴 교도소(Horsham Prison), 1774

(출처: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26)

     

53 조기룡, 교정이념의 구체화 전략으로서 분류개념, 『교정연구』 제 33권, 한국교정학회, 2006 p.3
54 Evans, Robin, The Fabrication of Virtue: English Prison Architecture 1750-18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125
55 조기룡, 상게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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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윌리엄 펜(William Penn, 1644~1718)은 하워드의 향에 앞서 고문과 

체벌이 처벌의 주된 방식으로 쓰이던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 고된 노동을 통해 

수용자를 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 다. 1682년 펜실베이니아의 형벌제를 개

혁하면서 형법을 제정했지만, 이것이 폐지되면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고 식민

지 시기 펜실베이니아의 감옥에서는 수용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682

년 개괄된 형벌 제도가 펜실베이니아의 법 제도와 미국 전역의 감옥 개혁에 

향을 미치게 되면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이후 1773년 지어진 월넛 교도소

(Walnut Street Jail)은 초기에 펜의 주장 로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1776

년 헌법에서는 “금전적인 것이 아닌 범죄로 복역 중인 수용자에게는 고된 노동

을 부과하는” 교정법 제정이 지시되었으며, 1786년 헌법에서는 수용자에 한 

“공공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고된 노동의 지속”을 명하고 있다.5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시기에는 고된 노동이 공공적으로 행해지는 등 노동이 수용자를 교화하

는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을 공공적인 처벌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 반 의 의견도 

있었다. 당시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감옥의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협회(the Philadelphia Society, 오늘날 펜실베이니

아 교도소 협회(the Philadelphia Prison Society)라고 알려져 있다)’가 결성되

었다. 이 협회는 벤자민 러시 박사(Dr. Benjamin Rush, 1746-1813)에 의해 

생겼는데, 그는 월넛 교도소(Walnut Street Jail)의 방문 이후 범죄를 개인적인 

죄로 치부하지 않고 ‘치료되어야 할 생물학적인 이상 증세’로 인식하기 시작했

다. 교도소 협회는 존 하워드의 향을 받아 노동, 도덕, 종교에 한 교육을 통

해 분리된 독거 수용과 노동을 요구했는데, 노동은 처벌을 위한 공개적인 형태

의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월넛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공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등의 공공 

노동은 협회의 노력으로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로 개선된 거주 공간의 환경, 수

용자의 노동 환경, 무기 징역의 도입, 그리고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게 되었다.57 

56 펜실베이니아주 교정청, https://www.cor.pa.gov/PCI/Pages/History.aspx
57 Toole, Kayla, Ibid, p.5,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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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펜실베이니아 제와 오번 제의 ‘감화소’(1830~1930)

 과밀 수용으로 인해 1790년 월넛 교도소가 Jail(구치소)에서 Prison(교도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작된 펜실베이니아 제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참회와 개

선으로 이끄는 데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수도원에서처럼 독방에 수

용되어 자신의 내면에 한 성찰을 통해 참회와 회개에 도달해야 했다. 가령 18

세기까지의 지배적인 형벌 형태가 ‘육체적 고통’을 ‘공개적으로’ 부과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면, 19세기 이후에는 ‘자유=시간의 박탈’을 ‘비공개적으로’ 부과하는 

형벌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58 이러한 펜실베이니아 제는 1818년 지어

진 서부 참회소(Western State Penitentiary)와 1829년 필라델피아에 지어진 

동부 참회소(Eastern State Penitentiary)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1829년의 제23조 법에 의하면 두 시설의 기본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독거 수용

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외부와 분리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59 

이에 따라, 두 시설의 건축 목적은 철저한 격리를 위해 최 한 많은 독방(cell)

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으며60, 이 시기의 수용동은 방사형의 계획이 주를 이루었

다. 

[그림 2-7] 동부 참회소(Eastern State Penitentiary)의 배치도(좌)와 수용 거실(우)

(출처: (좌)https://en.wikipedia.org/wiki/Eastern_State_Penitentiary, (우)www.depositphotos.com) 

 

58 한인섭, 감옥과 사회통제: 사회사적 검토, 『법과 사회』 제1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989, p.145 
59 펜실베이니아주 교정청, https://www.cor.pa.gov/PCI/Pages/History.aspx
60 정승환,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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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으로 동부 참회소의 수용동을 살펴보면, 원형의 감시 공간을 중심으로 7

개의 수용 유닛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구성을 띠고 있으며, 근무자는 방사형

으로 뻗어나가는 유닛 중앙의 복도를 따라 각 수용 거실을 순찰한다. 수용 거실

은 폭 8피트, 길이 12피트, 높이 10피트(약 2,4×3.6×3(m))의 크기로 제공되었

다.61 (그림 2-7)

 이후 펜실베이니아제에 반하여 1832년 미국의 에람 린즈(Elam Lynds)가 

1820년 ‘오번 체제(Auburn Syste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완화적 감옥 체제를 

뉴욕주 오번 교도소에서 실시하 다. 오번 체제는 범죄자 간 범죄 행위의 전염

을 막는다는 취지는 같았지만, 겐트(Gent)의 교화원 모델을 따라 주간 수용자 

사이의 침묵 유지 속 노동작업을 하게 했으며 야간에는 독거 수용을 했다는 차

이점이 있다.62 표적인 시설로는 1821년 지어진 오번 교도소(Auburn State 

Prison)가 있는데, 이 시설의 수용동은 중앙에 근무자실을 기점으로 우측에 외

복도형으로 계획되었다. 수용동은 550개의 수용 거실로 구성되며, 거실은 폭 7

피트 6인치, 길이 3피트 8인치, 높이 7피트(2.3×1,1×2,1(m))의 크기로 제공된

다.63 근무자는 2열로 배치된 수용 거실을 둘러싼 외부의 복도를 따라 순찰하게 

된다. (그림 2-8)

61 Johnston, Norman, Forms of Constraint: A History of Prison Architecture, Chicago, 
University of Illionis Press, 2000, p.70

62 이연미(2018), 상게서, p.50
63 Johnston, Norman, Ibid,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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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오번 교도소 배치도(좌)와 수용동 내부(우)

(출처: (좌)http://sk.sagepub.com/reference/crimepunishment/n28.xml, 

(우)www.cpa.eku.edu/images/)

  

 주간에는 공동 작업을 하고 야간에 독거 수용되는 오번제에 기반한 수용동 계

획은 이후 19세기 후반 미국 전역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는 전적인 독거 

수용을 하는 펜실베이니아 제에 기반한 수용동 계획은 건축 및 유지 비용이 비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점차 채택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64 이후 점차 수용동 

외부 작업 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주형(The Telephone-Pole Plan)’의 

수용동 계획이 개발되는데, 이는 주복도를 중심으로 수용동과 기타 프로그램 시

설들이 연결되는 계획이다. 이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것은 미네소타 주립 

교도소(Minnesota State Prison at Stillwater, 1913-14)이다. [그림 2-9]를 

보면, 전면의 본부 건물을 기점으로 장방형의 수용동, 후면의 수용동, 교회, 세

탁실, 식당과 주방이 주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면에 본부 건물

과 맞닿아 있는 장방형의 수용동이 계획되고 복도로 연결된 전주형의 계획은 이

후 약 40년 동안 미국에서 중간보안등급과 중구금 보안 등급 시설의 전형적인 

계획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64 Johnston, Norman, Op. Cit.,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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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미네소타 주립 교도소 배치도 (출처: Johnston, Norman, Ibid, p.141)

(3) 치료적 교정(1930~1960)

 한편, 1930년  이후에는 치료를 통한 교정을 목표로 하는 ‘치료 모델

(Medical Model)’65이라는 새로운 수용동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워드 길

(Howard Gill, 1890-1980)이 메사추세츠(Messachusetts)주 노포크(Norfolk)

에 1927년 계획한 노포크 주립 교도소(Norfolk State Prison Colony, 

Messachusetts)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수용자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커뮤

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용동을 비롯한 건물들은 학 캠퍼스와 비슷하

게 분산 배치되었고 1층의 데이룸과 지하의 후생 시설과 같은 새로운 공용 공간

65 “1930년 에는 행형학자들(penologists)이 범죄 원인을 범죄자의 생물적(biological), 심리적
(psychological), 사회적(social) 결함으로 보고, 범죄자를 진단하여 진료나 직업·교육 훈련 등의 적
절한 처우로 나으면지 역사회로 석방시키는 이른바 ‘갱생모형 (rehabilitation model)’을 주장했다. 
… 이것은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에 비유되어 의료 모형(medical 
model)’로 불리기도 했다.” (출처: 최병문, 미국의 교정제도: 회고와 전망,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학회, 2003, p.436,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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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 다. 수용자들은 죄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생활하 으며, 근무자

들은 교도관을 비롯해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등이 증원되었다. 

 1950년 는 이른바 ‘치유의 시기(The Era 

of Treatment)’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를 개

조(reform)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뉴저지(New 

Jersey)주, 뉴욕(New York)주에서 발달했

다.66 수용자 각각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

기 위해 수용자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이 중

요해졌고, 치료에 적합한 환경의 중요성 역시 

두되었다. 이렇듯 수용자를 치료하고 기존의 

신체적 처벌은 지양하는 것이 이 시기 교정시

설의 주된 존재 목적으로 변화했지만, 수용자

에게 효과적인 처우 방법을 일관적으로 부여하

기가 어려웠을뿐더러 예산과 인식의 부족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4) 지역사회 모델 (1960~1970)

 1960~1970년 에는 이전 세 의 한계를 인지하고 범죄자의 지역 사회 복귀에 

교정의 목적을 두는 ‘지역사회모델(Community Model)’로 변모하 는데, 이에 

관해 1967년 「 통령 법집행·사법행정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범죄와 비행은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실패와 분열의 증상이다. …… 그러므로 교정팀

(the Task Force on Corrections)의 과제는 사회적 유 를 구축하거나 재건하는 

것, 고용과 교육을 얻는 것, 나아가 더 큰 의미에서 사회의 일상적인 기능에서 범죄자

66 Clear, Todd, et al., American Corrections, 8th ed., Belmont: Cengage Wadsworth, 2009, 
p.56

[그림 2-10] 입소 전 갱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없는지 뇌 검사를 받는 

수용자 (출처: Clear, Todd, et al., 

Ibid,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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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67

 이렇듯 지역사회모델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가능하면 교도소보다 지역

사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유 관계를 형성하

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범죄의 증가와 무기 징역형

으로 인한 과밀 수용 때문에 시설의 환경의 열악해졌다. 수용자들은 권리를 보

장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거주 환경은 ‘거주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1974년 마티슨(Martison)이 그의 보고서에서 “현행되고 있는 교정 프로그램

은 효과가 없다.(Nothing Works)”68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문제에 한 인식이 

두되자, 1970년  이후 곧 또 한 번의 ‘감옥 개혁(Jail Reform)’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 이는 곧 ‘범죄 통제 모형(Crime Control Model)’에 기반한 ‘새로운 

세 의 감옥(New Generation Jail)’이 탄생하게 했다.

(5) 새로운 세대의 감옥 (1970~)

 새로운 세 의 감옥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모델이 제공하는 재사회화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지하고 “범죄자의 시설 내 수용과 엄격한 

감독을 중시하는”69 방향으로 변화하면서도, 건축적 측면에서는 감시의 효율성을 

꾀하는 동시에 수용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수용동 계획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전 세 에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수용자에게 

재사회화 및 갱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1980년  이후의 미국 교정은 시설 내

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범죄자에 한 처벌, 수용자의 교화 및 개선 효과

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1983년에는 ‘간접 감시 방식’에서 벗어난 ‘직접 감시 방식’이 도입되게 되면서, 

감시의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수용자와 근무자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었다.70 이러한 변화는 근무자가 수용자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67 출처: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final report, 1967, 
(https://www.ncjrs.gov/pdffiles1/nij/42.pdf)

68 Martison, Robert,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Public 
Interest』 35 (Spring 1974): 22, 1974, 직접인용

69 최병문, 상게서, p.438, 직접인용 
70 Beck. A.R., “Deciding on a New Jail Design”, Jail Concep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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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동의 단위를 축소·재정립하 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개의 ‘포드형(Podular)’ 

수용동이 분산 배치되는 캠퍼스형 배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범죄율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 정부들은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수용동 원형 모델(prototype)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

다. 예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는 과밀 수용의 문제로 시설을 확충해야 하

는 상황에서 [그림 2-11]과 같은 수용동 원형 모델의 개발에 힘썼는데, 이는 당

시 수용동의 계획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1980~1990년  부분의 수용동은 

직접 감독과 간접 감시 방식을 조합한 계호가 이루어졌으며, 수용 거실은 수용

동의 세 면을 둘러싸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71 

[그림 2-11] 1980-1990년  캘리포니아주의 수용동 

모델(Standard living unit)

(출처: Johnston, Norman, Ibid, p.156)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교정시설은 1980년 의 새로운 세 의 모형을 수정·보

완하며 근무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barrier-free), 근무자가 수용자를 직접 감

독하며(direct supervision), 수용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https://www.justiceconcepts.com/jail%20design.pdf,  (2019.11.10.)
71 Johnston, Norman, Ibid, p.156



- 48 -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정리하면, 미국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은 시기별로 당시의 사회적 흐름을 반

하는 동시에 이전 세 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 발전의 계기 음을 알 수 있으며, 

거주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적 구현 방법을 모색해

왔다.

2.3.2 한국

 한국 교정시설의 역사적 변천은 조선시 ,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의 3가지 시

기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다. (표 2-10)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한국 

교정시설의 패러다임과 거주 공간이 변화한 과정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시기 교정 패러다임 명칭 특징

조선시
인본주의에 기반한 

예주형보 사상
옥(獄), 전옥서 남, 여 분리 수용 시작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상의 체화

응보주의
형무소 일본 감옥법 적용

해방 이후~현재 교정·교화 교도소/구치소 행형법 적용

[표 2-10] 한국 교정시설의 시기별 명칭과 특징 (출처: 손영조, 국내 교정시설

건축설계지침의 개선방안 모색, 중앙 학교 건축학과 석논, 2012, p.10을 토 로 연구자 재편집)

(1) 조선시대: 인본주의적 행형과 원형옥 (1392-1910)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성리학 중심의 사회로, 성리학적 사고는 조선의 지

배층이 외부 세계를 보는 인식의 틀이었다. 이에 따라 국정 운  전반에 걸쳐 

성리학적 요소는 기본 전제가 되었으며, 형정(刑政)도 예외가 아니었다.72 조선의 

임금은 덕과 인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법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 아닌 예라는 교화적 수단에 집중했으며, ‘공옥(空獄)73’을 궁극의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두고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72 정봉길, 조선시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요소, 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

73 죄인(罪人)이 없어 감옥이 빔. 옥공(獄空).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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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성들을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

러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욱 선해질 것이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

格〕 (《논어(論語)》, 위정(爲政))74

 이와 같이 덕, 나아가 예를 기반으로 하는 행형에 한 접근은 곧 유가적 예

(禮)를 주로 삼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가적 형벌로 다스리는 ‘예주형보(禮主刑

補)’75의 사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예주형보(禮主刑補)를 기반으로 한 형정관의 

궁극적 목표는 덕으로써 형벌을 없앤다는 ‘이덕거형(以德去刑)’에 있었다.76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임금은 ‘공옥(空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는데, 

감옥이 비는 것은 예주형보(禮主刑補)가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승잔거살(勝

殘去殺)’77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시 의 

임금들은 자신이 올바른 통치를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옥(空獄)을 할 것을 

명하곤 했으며, 옥(獄)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었다. 또한, 공옥(空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보방(保放)제도, 사면(赦免)제도, 수속(收贖)제도78 등을 두었

다. 

 이렇듯 조선의 감옥은 수용자를 장기간 수옥(囚獄)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며, 오

늘날의 교도소보다는 구치소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는 백성들

74 출처: http://db.itkc.or.kr/inLink
75  “‘예주형보’는 예를 주요한 수단으로 하고 형벌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덕주형보(德主刑

輔)’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예는 덕을 그 내면적 속성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구현된 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주형보와 덕주형보는 상호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출
처: 정봉길, 조선시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성격,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제
8권 2호, p.67, 2014, 직접인용)

76 정봉길, 상게서, p.7, 간접인용
77 선정(善政)을 베풂으로써 백성들이 교화(敎化) 감화(感化)되는 것을 말함. ‘승잔(勝殘)’이란 잔악한 사람

이 선(善)하게 되는 것이고, ‘거살(去殺)’은 사형(死刑) 등의 중형(重刑)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백성
들이 모두 선하게 되는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78  “이렇듯 당시 시 적 분위기로 인해 조선시 의 왕들은 공옥(空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 다. 따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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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 다. 이 외에도 옥을 비우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赦免)제도나 금품을 납부함으로써 벌을 신하는 수속(收贖)제도 등을 
두었다.” 이연미, 상게서, p.71.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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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옥(獄)에서 병이 들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다.79 이에 따라 조선시 의 구금 시설인 옥(獄)은 거주

공간으로써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했는데, 임금들은 이러한 상황에 해 

인식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 다. 이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다음의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다.

 "옥(獄)은 죄 있는 사람을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덮어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혹 횡액

으로 병에 걸리어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호(庇護)하는 조건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고, 또 여러 번 전지(傳旨)를 내리어 절목(節目)이 세밀하나, 

관리가 혹 유의하지 않아서 받들어 행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여, 죄수들로 하여금 질

병에 걸리어 드디어 생명을 잃게 되니, 참으로 염려된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

아서 각 해에 반포하여 내린 조장(條章)을 받들어 행하는가 않는가를 엄하게 검사하고 

핵실하여, 폐지하고 해이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땅히 행할 조건을 또 뒤에 기록한

다.

1. 매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새로 냉수를 길어다가 자주자주 옥 가운데에 바꾸어 놓을 

것.

2. 5월에서 7월 10일까지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몸을 씻게 할 것.

3 매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두발을 감게 할 것.

4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옥 안에 짚을 두텁게 깔 것.

5 목욕할 때에는 관리와 옥졸(獄卒)이 친히 스스로 검찰하여 도망하는 것을 막을 것.

이라 하 다" (『세종실록』, 세종 30년 8월 25일, 무진)80

 한편, 조선시 의 옥(獄)은 ‘원형’의 형태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Panopticon)과 형태적으로 흡사한 듯하나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우선 

원형옥은 건물 자체가 아닌 옥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을 원형으로 계획했다. (그

림 2-12) 또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적 측면이 극 화된 판옵티콘과 달리, 원형

옥은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었다.81 임재표(2001)는 이에 해 청나

79 정봉길, 상게서, p.61
80 출처: http://sillok.history.go.kr/id
81 1937년 조선의 행형 제도 및 옥(獄)에 관해 ‘조선시 의 형정(朝鮮舊時の刑政)’이라는 에세이를 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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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자 정현(鄭玄)의 기록 “옥(獄)의 형태가 반드시 둥근 것은 그리는 규(規)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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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옛날에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죄인을 측은히 여겨 풀어주는 것에 관심을 두

었다.”82와 주례의 기록 “죄지은 남자는 노비의 명단에 올리거나 원형옥(圓形獄)

에 가두고 교육하 으며, 수년이 지난 후 풀어준다.”는 것을 통해 원형옥은 사랑

과 정의를 실현하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음으로 추정한다.

[그림 2-12]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나타난 조선시 의 원형옥

(출처: (좌)http://sagunin.com/11327, (우)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1735)

 

 이러한 원형옥을 기반으로 조선 시 의 표적인 옥(獄)은 한양의 ‘전옥서’가 

있다. 전옥서는 형조(刑曹) 소속의 관아로, [그림 2-13]의 배치도를 보면 외부 

담 안에 원형(圓形)의 남옥(男獄)과 여옥(女獄)으로 구분되며, 옥내는 겨울철과 여

름철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온돌방과 판자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형옥 옆에는 

감시를 위한 군사(근무자)들의 숙직소가 위치했다. 전옥서는 중간 담을 기준으로 

외부와 옥사를 구분하 다. 중간 담의 중문을 기점으로 좌측에는 음식 지급소가 

있었고 우측에는 사령청을 비롯한 관리들의 청사가 위치했다. 그러나, 전옥서에

서는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

이었기에, 가족들이 옥(獄)바라지83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카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는 원형옥에 해 “원형옥은 수감자 감시에 편리한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건축 형태”라며 당시의 건축 자재 및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감시 효과를 극 화
하고 높은 원형 담으로 둘러싸인 판옵티콘식 구조를 띠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재표(2001)
에 따르면 마사요시의 이러한 해석은 조선의 인본주의적 행정사상에 한 무지에서 온 것이며, 원형
옥은 수용자에 한 효과적인 통제와 감시보다는 사랑(仁)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개선을 염원한 동양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82 임재표, 조선시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44, 재인용
83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옷과 음식 따위를 어 주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일. 양옥(養獄)이라고도 한다. 

(출처: 표준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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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한양 전옥서 건물 배치도 (출처: 이연미, 상게서, p.73)

 이후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은 한국에 근 적인 행형제도 및 수용시설이 들

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 수용하고 징역형을 받은 자

는 노역에 종사시키도록 했으며, 감옥 운 의 기준이 되는 감옥 규칙과 징역 수

형자의 누진 처우를 규정하는 징역표를 제정하 다. 이수현(2005)은 이러한 변

화는 ‘인본주의적 행형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자유형의 근간을 확립한 시기인 

동시에 과거와 현 의 행형 문화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

한 짧지만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한다.84

 이 시기에 전옥서는 ‘경무청 감옥서’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종로감옥’으로 

변경되었으며, 서 문 감옥의 종로 출장서로 사용되다 1921년부터 사용되지 않

게 되었다. 

84 이수현, 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p.190-191, 간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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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 응보주의와 모범 감옥 (1910-1945)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꾀했던 원형옥(圓形獄)의 형태

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행형제도를 비롯한 여러 일

본의 근 적 제도가 그 로 ‘이식’되었다. 시설을 칭하는 명칭 역시 ‘전옥서(典獄

署)’와 ‘옥(獄)’에서 ‘형무소(刑務所)’로 변화하 다. 즉, 기존의 형집행을 기다리는 

단순 기 시설로서의 옥(獄)에서 근 적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장소로 변화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근 적 제도가 그 로 이식되었는데, 이종민(2016)85은 이 

시기 한국의 감옥 계획은 일본의 ‘모범 감옥’의 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모범 

감옥’이란 1930년 까지 일본이 19세기 중후반의 첨단 서구식 감옥을 모방하여 

도쿄에 총 6곳86의 감옥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 및 당시 일본의 식민지

에 감옥을 설치한 데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모범 감옥은 근 적 행형제도의 등

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서 문형무소(1910~1987)를 기준으로 한국

에 이식되었다. 서 문형무소의 방사형 수용동은 당시 서양의 향을 받은 일본

의 모범 감옥이 방사형의 계획을 추구하던 흐름과 일치하며, “일본 각지의 형무

소를 시찰한 나머지 기후(岐阜) 형무소와 동경 고스게(小管) 형무소의 건축양식을 

본받아 절충하여 설계한 것”87이라는 1933년 조선일보의 기사 일부는 이러한 

향을 짐작케 한다.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용 인원으로 인해 마포 형무소, 

등포 형무소, 함흥 형무소 등 많은 형무소가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그림 

2-14)

85 이종민, 제국 일본의 ‘모범’ 감옥: 도쿄, 타이베이, 경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77호, 연
세 학교 국학연구원, 2016 

86 가지바시(鍛冶橋)․ 고스게(小菅)․ 스가모(巣鴨)․ 이치가야(市ヶ谷)․ 도요타마(豊多摩)․ 후추(府中) 형무소
87 『조선일보』 1933.5.12.: 이종민, 상게서, p.2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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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일본의 모범 감옥 중 하나인 스가모 감옥(좌)와 서 문 형무소(우)

(출처: (좌)이종민, 상게서, p.280, 

(우)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27027021)

 

 이러한 ‘모범 감옥’의 계획은 수용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자

연스럽게 수용자의 거주 공간에 한 고려는 미비했다. 나카하시 마사요시(中橋

政吉)는 ‘조선시 의 형정(朝鮮舊時の刑政)’에서 당시 조선 감옥의 수용 실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과 더불어 과밀 수용

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융희 2년(1908년)말에 수감 인원은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 밀도

는 평당 7명을 넘었고..... 그럼에도 무리하게 채워 넣어 수용하 으므로 평당 평균 수

용 인원은 십수 명에 이르렀다. 재감자는 누워 잘 수가 없어서 1/2씩 또는 1/3씩 교

로 누워서 자게 하 다. 당시 구 감옥의 감방은 모두 3개 방에 15평이었는데 수

감자가 150명이나 되었고..... 공주 감옥은 방 안에 변기를 넣을 공간이 없어 감방 앞

에 항아리를 놓아두고 호스를 방으로 연결하여 용변을 보기까지 하 다. 함흥 감옥에

서는 감방 안에 상·하단의 선반을 설치하고 마치 2층처럼 만들었는데 천장이 낮은 온

돌방을 2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로로 누워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

다. 한일 합병 3개월 후인 1910년 12월 31일 감방의 총면적은 1,479평 4홉에 수감 

인원은 7,021명으로서 수용 밀도는 평당 4.7명이었다.88

 이렇듯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의 교정시설은 조선시 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행형사상의 맥이 끊기고 응보주의에 입각한 근 적 감옥

의 모습으로 편입된다.

88 나카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 『조선시 의 형정(朝鮮舊時の刑政)』, 1936, pp.172~174: 이종민, 1910
년  근 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p.1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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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이후: 과도기적 모습 (1945~1992)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교정시설은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

다. 1950년 3월 2일 제정된 행형법 제1조는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억압적인 모습에서 수형자

의 교화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6·25 전쟁, 1960~1970년 사이의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

나지는 못했다. 최정기(2000)는 이에 관해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 로 수형생활

에서 배고픔을 악화시켰다며 서승(1996)89의 옥중기 중 한 목을 인용하고 있

다. “징역살이에서 가장 힘든 것이 1960년 에는 배고픔이었다면 1970년 에는 

추운 겨울이나 해충과 무더위로 괴로운 여름이다.” 

[그림 2-15] 1960~1970년  독거실 

(출처: 최정기, 상게서, p.97)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는 1986년 수용자들의 급식 제도가 변화한 것90을 

89 장기수 출신 서승의 증언: 최정기,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52: 재인용

90 “1986년 수용자의 주식혼합비율을 조정하여 20% 콩 함량을 없애고 쌀과 보리쌀 각 50%를 혼합하여 
급여하도록 했다. …‘교도소는 콩밥 먹는 곳’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식생활 변화
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식에서 콩을 제외하 다. 더불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개인별로 주식등급을 
구분하여 표준밥형으로 밥을 찍어 배식하던 틀밥은 급식과정에서 식거나 딱딱해지는 등 폐단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자율급식제도로 개선하 다.” 이언담, 한국 교정 70년의 회고: 수용자 기본권 확장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69권 69호, 한국교정학회, 2015, p.54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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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1992년 이후부터는 수용자에 한 인식이 개선되어 수용자의 처우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이 뒤따랐다. 

(4) 현대적 교정의 전개 (1992~현재)

 이언담(2015)은 한국 교정사에 있어 1993년부터 2007년을 ‘교정에 한 통제

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이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하고 2008년부터 2013

년을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91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교정시설은 주목할만한 수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진정한 교정 교화의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먼저, 수용환경의 개선은 수용자의 주된 생활 공간인 ‘수용 거실’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다. 2002년 안양교도소 등 39개 기관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했

고, 수용거실 내에 난방 설비가 구비되었다. 또한, 수용자 1인당 혼거실 면적이 

1.75㎡(약 0.5평)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02년 법무시설기준 규칙의 개정으로 

2.48㎡(약 0.75평)로 조정되었고, 2006년에는 2.57㎡(약 0.78평)로 개선되었고, 

현재(2014 개정 이후)는 5.4㎡(약 1.63평)에 이르게 되었다. 징벌실 역시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게 1인당 4.62㎡(약 1.4평)로 개선하 다.92 

 2007년에는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수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새롭게 구

축되었다. 이후의 교정은 실질적인 교육과 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집

중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용자 전체를 상으로 한 집중인성교육 

체제 및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용 거실에 한정되어 있던 수용자의 공간이 

다목적실 등 수용자의 교화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나타나며 확장되었다.

 정리하면, 한국의 교정시설은 ‘인본주의’라는 독자적 특성에 기반한 원형옥이라

는 독자적인 거주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맥락

이 끊기고 응보와 구금의 공간으로 퇴보한 후, 다시금 현 적 교정의 개념을 반

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1 이언담, 상게서
92 이언담, 상게서,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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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Institution)에 대한 통시적 관점

 앞서 미국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이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를 계속해서 꾀해 온 

것에 비해, 한국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은 2000년 에 들어와서야 현 적인 교정 

이념을 반 한 공간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시설(Institution)’은 사회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공간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주제적 상황(Topical Situation)’이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작용하며, 이는 건축 계획에 있어 핵심적 주

제 중 하나이다. 시설은 그것이 속한 사회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상황을 적극적

으로 반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시설이 역으로 삶의 방식을 

정해버리는, 즉 의도적으로 요소를 배치하고 목적성에 부합한 공간으로 변하는 

‘고착화(institution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시설의 원형, 혹은 본질(origin)에 해 생각하는 시설에 한 ‘통시적 관

점’이 요구되는데, ‘통시적 관점’이란 한 상의 변천 과정 등을 역사적 관점,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관점은 곧 시설의 개혁

(reform)과도 연결되는데, 본 절에서는 당시 시설이 직면한 문제를 비판하고 개

혁적 시각을 가졌던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와 로빈 에반스

(Robin Evans, 1944~1993)의 주장에 해 살펴보고 통시적 관점의 구체적 방

법론에 해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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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시설의 고착화(institutionalization)와 개혁(reform)

(1) 루이스 칸(Louis I. Kahn): 영감적 원형으로의 회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건축

이 권력의 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권력을 통한 시설의 제도·고착화

는 밀폐된 시설 내에서 감시·규율·점수·시간 통제, 공간적 격리와 고립화 등의 

기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유순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수

단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지식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며, 이렇게 생산된 공간은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추상적인 것

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당시)의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곧 목적을 달

성하는 장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

에 관해, 그 고유한 특성, 그 향수와 변인들에 관해 성찰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고 말한다.93 

 이는 곧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근  건축에 한 비판의 지점과

도 일치한다. 칸은 1950년  이후 근  건축이 과거의 창조 방식을 철저히 부

정하며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본질을 잃게 되고 오로지 목적

성을 띠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비판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의 요구’

에 따른 것이 아닌 ‘기능’에 따른 프로그램의 답습으로 인한 시설의 고착화 현상

을 비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본질에 한 질문,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의 

순간들이 갖는 의미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건축이 크게 결여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프로그래머가 준 바 그 로 이 시설을 건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왜 이 변혁

(revolution)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람들이 시설의 현실에 직면하여, 인간의 ‘시설’

에 의문을 품기 때문이다. 이 변혁에서 다시 훌륭한 사실이 생겨날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시설의 재정의’이다.”94 

93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폴 래비나우와의 인터뷰”, 『헤테로토피아(Les Heterotopies)』, 이상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94 Dung Ngo 편저, 『루이스 칸의 잊혀질 수 없는 건축강의』, (서울: 엠지에이치북스), 김광현·봉일범 옮
김, 2016,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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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은 자신이 당면한 현상을 비판하며, 시설에 다시 의문을 품고 그 변화 과정

을 보는 것으로 시설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그는 시설이 나타나기 이전의 순간에 주목한다. 즉, 칸은 건축은 먼저 구축으

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구축에서 건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건축을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95 그에게 있어 시설의 원형에 해 생각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Volume Zero’의 순간을 본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은 스탠포드 앤더슨(Stanford Anderson, 1934~2016)이 

칸과 비올레 르-뒤크(Eugene Viollet Le-Duc, 1814~1879)의 프랑스 카르카

손느(Carcassonne) 지역의 나르본네즈 성문(Porte Narbonnaise)을 각각 그린 

드로잉을 비교해 서술한 것을 통해 더욱 명징해진다. 먼저, 르 뒤크의 드로잉을 

보면, ‘성문’이라는 시설을 완벽히 복원해 디테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이것의 

건축적 원리, 기능적 측면에 집중한 결과이다. 반면, 칸의 드로잉은 총안이 있는 

흉벽과 탑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총안의 흉벽이라는 시스템, 즉 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Beginning)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으며, 

시설의 본질이자 원형의 순간(Volume Zero)에 집중한 결과 다.96 르 뒤크가 

분명한 참조를 가진 과거의 재현을 위해 역사서의 제1장(Volume 1)에 관심을 

가졌다면, 칸의 관심은 그 이전의 제0장(Volume 0), 즉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

떻게 싸우고 방어하고 싶어했는지에 있었다.97 (그림 2-16)

95 김광현, Le Corbusier와 Louis Kahn의 건축의 비교를 통한 ‘시설’의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
획계 제17권 제10호, 한건축학회, 2001, 간접인용

96 Stanford Anderson, “Public Institutions: Louis I. Kahn’s Reading of Volume Zero”,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49 No.1, 1995

97 이건일, 은유로서의 분위기: 분위기를 그리는 언어적 상상력과 은유, 서울 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
문, 2019,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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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카르카손느(Carcassonne)의 나르본네즈 성문(Porte Narbonnaise)에 한 

비올레 르-뒤크의 드로잉(좌)와 루이스 칸의 드로잉(우)

(출처: (좌) http://belcaire.over-blog.com/article-31741988.html, (우) 『Louis Kahn 

Collection』, https://www.philadelphiabuildings.org/pab/app/co_display_images.cfm/480049)

 

 이를 통해 칸이 주목하는 시설의 원형은 고고학적 원형(Archaeological 

Origin)이 아닌, 상상에 기반한 감적인 원형(Fictive Origin)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원형으로 돌아가 시설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시설이 

지향하는 인간 관계의 전형성을 발견한다.98 

 소크 생물학 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1959-65)의 집회

동 계획에서 우리는 시설의 감적 원형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집회동은 비록 예산 문제로 계획되지는 못했지만, 계획안을 보면 중앙의 

홀을 숙소, 독서실, 도서관, 식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둘러싸도록 되어 있다. 이 

곳은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필요에 따라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장으로 계획된 곳이었다.99 

 연구소라는 시설의 본질이 연구자를 위한 감넘치는 분위기라고 했을 때, 집

회동에는 이를 구현하는 건축적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생긴다. 도서실 

안에 계획된 세미나실은 사람들이 책을 보다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의 장으로 작

98 Stanford Anderson, Ibid
99 김광현,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만든 물음, 『기술과 경 』 Vol. 37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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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했으며, 식당 안에도 식사 중 떠오른 좋은 생각을 나누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방을 따로 마련해주었다. 실험동 아케이드의 벽 한 부분에 칠판과 

의자를 마련해 둔 것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연구를 위한 사고의 횡단, 우연의 발상이 가능해지며 이것들은 곧 연구소의 본

질 중 하나를 이루는 순간들이다.

[그림 2-17] 소크 생물학 연구소의 집회동 계획안(좌)과 실험동 아케이드 벽의 칠판(우)

(출처: (좌) 『Louis I. Kahn Colle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Pennsylvania 

Historical and Museum Commission., (우) 

https://faoithin.tumblr.com/post/160451333528/inhabiting-structure-the-salk-institute-1

959)

   

 결국, 칸은 구성원의 행위를 삶으로 묶어내는 시설 이전의 ‘제0장(Volume 

Zero)’라는 순간이 곧 시설의 본질이며 이때의 자극이 시설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칸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들에 해 상상하며, 그 행위의 본질에 해 상상함으로서 시설의 

제0장을 발견-상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100 이러한 칸의 본질에 한 시선은 

당시 다른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s)들과 비되어 이들의 맹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게 있어 시설의 원형이란 고착화된 시설이 ‘회귀해야 하는 

상’이었다.

100 이건일, 상게서,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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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빈 에반스(Robin Evans): 고고학적 원형의 극복

 한편, 건축가이자 역사학자 로빈 에반스(Robin Evans)는 시설이 본래의 목적

보다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시 적 권력에 의해 계획되어 왔음을 발견하고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내면에 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목적

성을 띠고 있으며, 당시까지의 거주 공간에 한 고찰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

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한 이야기가 부재하고 있다.”101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공간과 권력의 관계에 한 관심은 시설의 개혁을 통해 나타난 

‘이상적인(model)’ 시설의 평면 구성이 결국은 그 안에서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

한 권력에 기인한 것임에 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당시 새로운 감옥의 안이

자 전형으로 제시되었던 벤담의 판옵티콘(Panopticon)에 해 그는 “판옵티콘

이라는 건물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고안된 시설로, 거주자에 의해 향을 받고 

형성되기보다 그 자체로 향을 주는 건물이다. 판옵티콘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

에 한 물리적 통제를 통해 그것의 목적을 달성한다.”102라는 말을 통해 시설의 

목적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그의 시선은 에세이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와 저서 「Fabication of Virtue: English Prison 

Architecture 1750-1840」(1982)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주장으로 드러난다.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에서 에반스는 당시 주택 계획에서 

주를 이루던 ‘복도식 평면’의 원형에 해 생각해보기 위해 과거, 15세기 이탈리

아로 돌아간다. 그는 ‘평면-회화-문학’을 연결짓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화

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Raffaello Santi, 1483-1520)에게 집중한다. 

「Madonna dell’Impannata」(그림 2-18)의 구성을 살펴보면, 오른쪽 한 편에 

창문이 단편적으로 표현된 것 말고는 공간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방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는 없다. 신, 성모(Madonna)와 아기 예수, 천사(St. 

Jones), 성녀(St. Anne), 다른 성녀 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

101 Evans, Robin, Ibid, 직접인용
102 “The Panopticon was instead thought of as influencing, rather than influenced by its 

inhabitants; it was introduced as an agent for the betterment of mankind. Its purpose 
was to effect this improvement through a combined system of social norms and 
physical controls.” 

   Evans, Robin, “Bentham’s Panopticon: An Incident in the Social Histor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London, 1971, p.36,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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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준다. 그림 속 구성원들은 서로의 몸에 손을 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

들과 함께하는 것 temperament towards others’을 지향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103 이러한 현상은 그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일상적인 현상에서 나타나

며, 이는 방들이 ‘상호 연결’된 당시의 주택 평면과 연결할 수 있다.

[그림 2-18] 라파엘로, 「Madonna dell’Impannata」, 

1514

(출처:https://en.wikipedia.org/wiki/Madonna_dell%27Impan

nata)

103 Evans, Robins,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 in Translations from Drawings to 
Buildings and Other Essays,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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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라파엘이 계획한 빌라 마다마(Villa Madama)의 초기 구상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24364447@N05/6086941450)

 이후 그는 ‘회화나 문학 작품 속 인물(figure)’과 ‘평면(house plan)’을 같이 

보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 한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더 명확해질 수 있

다는 생각에 따라, 동시 에 지어진 주택의 평면을 본다. 1525년에 지어진 빌라 

마다마(Villa Madama, 1525)은 건축가 안토니오 다 상갈로(Antonio da 

Sangello, 1484~1546)에 의해 완성되었으나, 초기 구상은 라파엘로의 것이었

다. (그림 2-19) 빌라 마다마의 방들은 2개 이상의 개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곧 거주 공간을 별개의 방들의 집합임과 동시에 상호연결된 하나의 ‘큰 방’으

로 작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건물의 많은 부분을 넘나드는 다양한 동선을 

생성하는데, 모든 방은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 간의 위계는 발생

하지 않는다. 앞선 라파엘로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구성원 간 친밀함에 기반한 

르네상스 시 의 ‘공거(公居)104’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호 연관된 방들의 집합체

(a matrix of connected rooms)’적인 구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후 17세기 국의 부포트 주택(Beaufort House, 1597)에서 복도가 처음으

로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복도형 평면’이 주택 계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

104 ‘공거(公居)’는 함께 거주하며 가까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적인 개념과 반 되는 공적인 주거 개념
으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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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도식 계획의 등장은 문의 개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모든 방은 복도로 향

하는 ‘한 개의 문’만을 가지게 되었다. 복도는 방과 방 사이의 불필요한 공간을 

거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하인들의 이동이 집안 구성원들에게 보이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다.105

 이렇듯 신분의 격차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처음 등장하게 된 복도는 집안의 우

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이동을 뒷받침하는 반면 상 적으로 

낮은 위치의 하인들은 점유·이동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후 점차 공간의 

‘사성(privacy)’이 강조되면서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는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역할이 이행되었다. 즉, 복도를 통해 불

필요한 의사소통과 접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각각의 용도에 따른 이동을 철

저히 분리하는 등의 계획으로 점차 심화되었다. 로버트 커(Robert Kerr)가 계획

한 베어우드(Bearwood) 저택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복도를 가정

부용, 일반 남성용, 집사용, 요리사용으로 구분했고 각 복도는 연결되는 실의 성

격에 따라 위치하게 된다. (그림 2-20)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에반스는 주택에서 

복도식 평면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일상적

으로 여겨지는 공간들이 사실은 사회적 생활상에 따라 잘 짜여진 의도된 공간임

을 드러내고 있다. 

105 Evans, Robin,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 in Translations from Drawings to 
Buildings and Other Essays,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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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로버트 커(Robert Kerr)의 베어우드(Bearwood) 저택(1864) 평면

(출처:https://shericebdesign.wordpress.com/2016/09/21/figures-doors-and-passages/)

  

 이후 에반스는 1982년 출판한 저서 「Fabication of Virtue: English Prison 

Architecture 1750-1840」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국의 감옥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심의 흐름을 발전시킨다. 

그는 앞서 거주 공간의 계획이 실제 인물의 생활상과 관련 있음을 밝힌 것에서 

나아가 거주 공간의 계획이 인물에게 미치는 향에 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으레 인간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설로 여겨

지는 ‘감옥’의 계획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국의 뉴게이트 감옥

(NewGate Prison, 1188)의 초기 모습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감옥의 계획과 달

리 오히려 도시의 다른 성문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림 2-21) 이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격리’와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수용자들을 ‘독거 수용’하여 분리하는, 즉 공간의 ‘구획 정리’의 개

념 아래 펜톤빌(Pentonville)의 ‘이상적인 교도소(The Model Prison, 

Pentonville, 1842)’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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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뉴게이트(좌측 하단 두 번째)와 런던의 다른 성문들

(출처:https://research.britishmuseum.org/research/collection_online/collecti

on_object_details.aspx?objectId=3279725&partId=1)

 펜톤빌에는 520개의 수용 거실이 있었는데, 거실의 배열은 정확히 동일한 형태

를 가진 ‘단위’가 압도적으로 반복되며 모든 수용 거실은 중앙의 복도에 연결되

어 있었다. 그들은 중앙의 근무자 감시 아래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다. 펜톤빌

에서 건축의 역할은 수감자들을 개선(교화)하기 위한 '도덕적 과학'으로 여겨졌

다. 이는 ‘건축과 (사회적) 도덕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했다. 즉, 수동적이

고 상징적인 건축적 역할 외에도, 새로운 교도소들은 거주자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생활 양상의 원인

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교도소 개혁’의 시기에 긍정적으

로 받아들여졌던, 사실은 부정적인 건축의 어두운 이면(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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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펜톤빌 교도소(Model Prison, Pentonville)의 지상층 평면도

(출처: https://www.architecturefoundation.org.uk/schools/design/penton-ville/)

 즉, 에반스에게 있어 19세기에 이상적인 모습의 교도소로 제안된 계획은 결국 

특정 도덕적 또는 징계적 목적을 위해 인간을 감독, 통제, 정상화하기 위해 시설

을 기계(도구)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건축의 도구성과 이를 뒷

받침하는 공간, 시각, 기술적 요소들에 집중했다. 결국, 이상적인 계획은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과 다른 생활 방식의 전제를 마련하는 수단인 

것이며, 도덕화된 사회적 관계 지정의 시도인 것이다. 그의 시각에서 주택이나 

교도소를 바라볼 때, 평면은 그 시설이 어떻게 사회적, 가정적 삶의 독특한 패턴

에 한 정확한 '양식(format)'이나 '구성'을 정의하는지 보여 준다.106 

 이렇듯 에반스는 인간이 거주하는 일상적 공간인 ‘주택’과 권력적 공간인 ‘교도

소’에 한 통시적 고찰을 통해 칸의 관점이 그러하듯 현재에 집중하는 비통시

106 Zhu, Jianfei, “Robin Evans in 1978: Between Social Space and Visual Projectio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1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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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의 맹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은 사회를 반 한 의도된 공간

이며, 이에 따라 시설의 원형은 그 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과거

의 순간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야 하는 상이 된다. 이에 더해 에반스가 평면

을 중심으로 소설 혹은 기록, 회화 등과 연계해 실제 생활을 읽어내는 분석 방

식은 삶의 공간에 한 또 다른 이해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표 2-11)

건축가 주장

루이스 칸
시설의 영감적 

원형으로 회귀

당시의 시설이 기존의 것을 답습하며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며, 영감적 순간의 원형으로 회귀하여 시설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함

로빈 에반스

시설의 

고고학적 원형 

극복

현재의 시설이 따르게 된,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안된 

과거의 시설들이 결국에는 ‘제도화’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음을 비판하며, 시설의 원형은 극복해야 될 상으로 

봄
구체적인 극복의 방법으로 시설에 한 ‘통시적 접근’이 

필요함. 이러한 역사적 지평 위에서 평면과 동시  회화나 

문학작품 속 인물(figure)의 모습과 조를 통해 시설의 

변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음

[표 2-11] 시설의 고착화와 개혁에 한 칸과 에반스의 주장

2.4.2 통시적 관점의 구체적 방법론

 시설의 계획이 고착화된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이스 칸과 로

빈 에반스는 각각 감적 원형과 고고학적 원형으로 돌아가 시설의 본질에 해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인다. 칸이 주장하는 ‘ 감적 원형으로의 회귀’는 과거 이

전의 상상적인 순간에 집중하여 새로운 시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면, 에반스가 주장하는 ‘고고학적 원형의 극복’은 현재 시설이 갖는 특성의 원인

으로 작용하는 고고학적 원형으로 회귀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재고찰하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반스는 ‘평면-회화-문학’의 관련성을 이용한 전체적인 방법론을 토 로 시설

을 분석한다. 이는 주택의 평면과 동일한 시·공간적 배경에서의 사람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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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회화, 문학 작품이 서로 연관되어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

정하에 가능한 방법이다. 에반스는 5가지의 주택의 평면 사례107를 들고 있는데, 

시 별 생활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과 그림 등으로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12]는 「Figures, Doors, and Passages」에서 에반스가 사용한 분석의 도

구들을 나타내는데, 비율로 보았을 때 평면을 중심으로 회화, 사진 등 그림 매

체, 소설이 분석 도구로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평면 회화+사진 소설 총계 비율(%)
개수 8 7(4+3) 6 21 38:33:29

[표 2-12]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에서 쓰인 분석 도구

 이렇듯 그의 방법론에서는 ‘평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는 먼저 

벽, 문, 창문, 계단 등 1) 평면의 요소들을 분할하고, 2) 이들이 공간을 결합하

기 위해 연결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평면을 재구성하고 분석한다. 평면은 ‘접근

(access)’의 공간 체계로, 이것이 건축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동

선, 연결 방식, 구성원 간의 위계 등이 발생하게 된다. 3) 이러한 평면 분석을 

통해 평면의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고, 4) 이것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해 회화

나 소설 속 동시  인물들의 생활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에반스의 다

음과 같은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축 평면에서 나타나는 요소들, 즉 벽, 문, 창문, 계단은 먼저 분할된 다음 선택적으

로 공간을 다시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장 정교하게 계획된 건물에도 일반적으로 없는 것은 거주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사

용하는 방식이다... 동시 의 인간의 생활상을 묘사한 매체와 평면을 두고, 그들을 삶

107 로빈 에반스가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에서 들고 있는 이탈리아와 국 주택의 사
례와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례명(시기) 특징

1 Villa Madama(1518-25) 상호연결된 방들의 집합체

2

Beaufort House(1597)

Coleshill House(1650-67)

Amesbury House(1661)

중앙복도가 나타남

3 Bearwood Mansion(1864) 19C 중엽 복도형 계획이 확립됨

4 Red House(1859) 복도형 계획 확립의 심화

5 Russian Club, German Functional House(1928) 방들의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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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의 증거로 함께 바라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행위와 건축 조직 사이의 

결합은 더욱 명쾌해질 수 있다.108

2.5 소결: 교정시설의 거주성과 통시적 관점의 적용

 2장에서는 교정시설에서 거주자의 특성과 생활 모습, 그리고 거주 공간의 요소

들과 변화 과정과 현황에 해 고찰하 다. 한편, 통시적 관점에서 시설에 해 

접근하는 것은 현상에 한 원인과 앞으로 시설이 취해야 할 방향성에 해 시

사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법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통시적 

시각에 기인하여 평면을 중심으로 생활 양상에 해 보는 로빈 에반스의 ‘평면-

회화-소설’ 방법론을 발전시켜 이어지는 3, 4장에서 교정시설 거주 공간 사례를 

분석한다.

 

 로빈 에반스는 1) 평면의 요소를 분할하고 2) 요소들을 토 로 평면을 재구성

하고 3)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고 4) 동시 의 회화와 문학 작품 등을 토 로 실

제 생활 양상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요소를 

수용 거실, 공용 공간(복도), 공용 공간(공유 거실), 근무자실, 그리고 팀사무실로 

분류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평면을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단위 평면’으로 재구성한다.

 단위 평면이란,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 맞게 

재구성한 평면으로, 수용동의 전체 평면이 아

닌 거주자별 공간 요소들-수용 거실, 공용 공

간, 근무자실, 팀사무실-과 수용동의 주출입구

로 이루어진다. 이는 서로 다른 시설의 분석을 

동일 수준의 평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또한, 각 요소의 계획적 함의와 

더불어 요소들이 형성하는 관계에 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요구되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을 분석하기 용이하게 해준

108 Evans, Robins, “Figures, Doors, and Passages”(1978) in Translations from Drawings to 
Buildings and Other Essays,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pp.56-57, 직접인용

[그림 2-23] ‘단위 평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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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23]은 단위 평면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팀사무실, 복도, 

근무자실 혹은 근무자 스테이션, 수용 거실과 공용 공간을 포함하는 수용 유닛 

1개로 재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위 평면에 해서는 앞서 2.2절에서 도출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의 형태

와 내부 구성,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간의 연결과 관계에 해 살펴본다. 이후 

단위 평면을 통해 드러나는 특성이 나타난 원인에 해 알아보기 위해 동시 의 

회화,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실제 생활에 해 알아본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시설이 사회적 분위기를 반 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건축적 요소로 구현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교정시설 역시 사회적으로 시설

에 요구되는 인식에 따라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을 건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

므로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3장과 4장에서는 먼저 근 적 교정

시설이 등장한 이후 사례 상 지역의 시설을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때의 분

석 항목은 거주 공간의 형태와 구성을 중점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의 흐름에 해 알 수 있다. 이후 표적 사례를 선정하는

데, 그 기준은 사례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한 근 적 시설, 새로운 구성 요소가 

도입된 시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설 순이 된다. 이후 각 시설에서 구체적으로 

거주성이 구현되어 온 흐름에 해 단위 평면을 중심으로 자세히 본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1) 거주 공간의 계획적 특성과 흐

름, 2) 시설의 건축적 언어와 실제 거주자의 생활 양상 간의 일치 혹은 괴리, 3) 

이전 세 의 한계를 인식하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거주 

공간이 실제 거주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생활상을 충실히 반 하는 것과 달리,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은 시설의 계획이 거주자의 생활을 규정짓는 공간이기에 

그 거주성의 구현에 한 것은 역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규명하

고자 하는 교정시설의 거주성은 거주자의 생활을 공간이 뒷받침하고 역사적 관

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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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통시적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분석 사례: 한국

3.1 한국의 교정시설과 사례 분석 대상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교정시설은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적 움

직임에서 비롯된 근 적 자유형의 도입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일제강점

기와 한국 전쟁 등 굵직한 시 적 상황들 속에서 그 특색을 잃고 정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현재 모습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화된 계획과 

공간 구성에 있다. 이는 거주 공간의 계획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일례로,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약 70%가 전주형의 계획이다. 전주형은 감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감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교정에서는 

1960년  이후 이 계획 방식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될 필요

가 있다.109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이러한 고착화(institutionalized)된 모습에서 3장의 분

석은 출발한다. 먼저, 서 문형무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중앙간수소’를 기준으

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중복도 수용동의 구성은 일제강점기 동안 교도소 수

용동 계획의 주류로 자리잡는다. 이후 2000년  이전까지 교정시설 거주 공간 

평면 구성을 보면 전주형의 형태가 주류로 자리잡게 되며, 수용동 내부는 근무

자 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하여 감시 체계를 확립했던 이전의 시설과 달리 ‘주복

도’에 사동과 근무자 공간이 각각 마주보는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2002년에 지어진 E 교도소는 방사형의 수용동 유닛이 반복되는 ‘클러스터형’의 

거주 공간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내부 구성 역시 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기존과 다른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는 E 교도소 이

109 “전주형의 수용동 계획에서는 긴 복도가 계획되고 이를 따라 수용 거실이 계획되고 있으며, 근무자실
은 복도 끝에 계획된다. 이러한 형태의 수용동에서는 수용자가 수용 거실에서 부분의 생활을 위
하는데 반해 근무자가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간헐적으로 복도를 순찰하는 
형태의 감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출처: 김수빈·백진, 상게서,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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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신축된 교정시설들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 이후 이전 시기의 계획들과 비슷

한 형태 및 구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지어진 H 교도소

의 경우 주복도에 사동과 팀사무실이 병렬로 나열되는 구성방식이 다시 등장하

고 있으며, 이는 이후 지어지는 시설들에도 해당하는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토 로, 근 적 교도소인 ‘서 문 형무소’, 

새로운 형태와 구성을 보이는 ‘E 교도소’, 그리고 최근의 시설인 ‘H 교도소’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국 교정시설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앞

서 분석한 미국 테네시주와 비교하여 이후 한국 교정시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10 보안시설이라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거주 공간의 평면은 논스케일(Non-scale)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개청 

연도
시설명

수용 

인원
수용동 평면110 특징

1908
서 문 

형무소

중복도식의 방사형 수용동

중앙의 근무자 

공간(중앙간수소)를 중심으로 

사동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

근무자실·데스크: 사동 밖에 

위치함

한국 최초의 근  교도소

1919
전 

형무소

중복도식의 방사형 수용동

중앙의 근무자 

공간(중앙간수소)를 중심으로 

사동이 뻗어나가는 형태

근무자실·데스크: 사동 밖에 

위치함

1923
부산 

형무소

중복도식의 방사형 수용동

중앙의 근무자 

공간(중앙간수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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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폐소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하 다. 

사동이 뻗어나가는 형태

근무자실·데스크: 사동 밖에 

위치함

1949
영등포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관구실(중앙 통제): 사동 밖에 

위치

근무자실: 사동 안에 위치

1963
A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관구실(중앙 통제): 사동 밖에 

위치

근무자실: 사동 안에 위치

1981
B 

교도소
-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1988
D 

교도소
-

중정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2001
E 

교도소

클러스터형 수용동(방사형의 

유닛이 반복되는 형태)

중복도식 구성

수용동 중앙에 팀사무실을 

비롯한 근무자 공간이 있으며 

방사형의 유닛이 둘러싸고 

있음

2006
F 

교도소

방사형 수용동 

중복도식 구성

근무자실: 사동 밖에 위치



- 77 -

2011
G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근무자실: 사동 안에 위치

팀사무실: 사동과 복도를 

마주하여 위치

2011
H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팀사무실: 사동과 복도를 

마주하여 위치

근무자실: 사동 내 각각 위치

2014
I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팀사무실: 수용동 입구와 면해 

있지만 각 사동을 관리하기 

힘듬

근무자실: 사동 내부에 위치

2014
J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근무자실: 사동 내부 위치

팀사무실: 수용동 입구와 면해 

있지만 각 사동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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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2014
K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근무자실: 사동 내부 위치

팀사무실: 수용동 입구와 면해 

있고 사동과 복도를 마주하여 

위치. 각 사동을 관리하기 

힘듬

2014
L 

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편복도식 구성

근무자실: 사동 내부 위치

팀사무실: 사동과 복도를 

마주하여 위치함

[표 3-1] 근  이후 지어진 한국의 교정시설 목록과 평면 구성 (연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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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분석111

3.2.1 사례 1: 서대문형무소 (1908-87) 112 

(1) 시설 개요

 숱한 민족의 수난사를 이젠 안으로만 간직한 채, 서 문 시  그 칠십구 년의 역사를 

마감한 서 문 형무소. ‘한국의 바스티유’로 불리기도 하다가 이제는 퇴역한 서울구치

소, 아니 서 문 형무소는 그러나 오늘, 아직은 철문에 빗장을 지르고 텅 빈 채로 침

묵에 싸여 얼룩진 벽돌담과 감시탑만으로 말없이 오가는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

이다.113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서 문형무소’는 1906년 경무고문이던 마루야

마(丸山重俊)가 한국 내 감옥의 수용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규모 감옥의 신축

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등장한다. 이후 1908년 ‘경성 감옥’이라는 명칭으로 개

소 후 약 80년간 35만 명을 수감해 온 곳으로, 우리 근 사의 산 증인이다. 김

구, 손병희, 안창호, 여운형, 유관순 등의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김동

인과 같은 문학인도 수감되었던 공간이며, 4·19 이후 시설이 이전되기 전까지 

재야인사, 운동권 학생들도 수감되었다. 서 문형무소는 개소 당시에는 건축적으

로 근 적 시설을 갖춘 교도소 으며, 속칭 ‘현저동 호텔’114로 불리기도 하

다.115 이후 1987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부지 내 일부를 재보수 및 복원해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111 서 문형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2019년 현재 운 되고 있는 국가의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3.1절에서 명기한 알파벳 명칭으로 체하 다. 

112 “서 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경성감옥’으로 개소한 이래, 1912년 ‘서 문감옥’, 1923년 ‘서 문형
무소’,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으로 이전하 고, 1998년 ‘서 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 다.” 
(출처: 박경목, 일제강점기 서 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 사연구』, 2016, p.76: 직접
인용)는 말에 따르면 1908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 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위치한 감옥을 통칭하여 ‘서 문형무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근 적 
감옥으로서 등장하고 일본의 행형제도 및 감옥체계가 이식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1908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여 ‘서 문형무소’로 분석하려고 한다.

113 “서 문형무소 소사”, 리 희·나명순, 『서 문형무소: 옮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서울:열화
당), 2008, p.16, 직접인용

114 이는 서 문 형무소가 서울특별시 서 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위치한 데서 기인한 별칭이다.
115 김정동,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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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그림 3-2] 서 문 형무소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600) (출처: 저자 작성) 

 서 문형무소의 수용동은 ‘중앙사’ 혹은 ‘중앙 간수소’라는 근무자의 사무 및 

감시 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사동이 방사형으로 퍼져있는 ‘K’자 모양의 수용동 

형태를 띠고 있다. 수용동의 내부는 [그림 3-3]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의 

근무자 역을 중심으로 수용자 역이 각각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거주자

별 공간이 분리되는 동시에 중앙의 통제하에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수용자는 거실에만 위치하는 원칙 때문에 수용자와 근무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

간은 계획되지 않았다. 각 역의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의 간수소는 

사무실과 약간의 단을 높인 근무자 책상이 구획되어 있다. 수용자의 역인 수

용 거실은 복도를 통해 근무자 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3-3] 서 문 형무소 수용동 구성 



- 81 -

 서 문형무소의 수용 거실은 수용자가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거실은 ‘관’이라고도 묘사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제공했다.116 먼저, 거실의 면적

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 각 수용자에게 제공되었다. 

각 사동마다 큰방 10.9㎡(약 3.3평), 작은방 3.9㎡(약 1.2

평)으로 구성되었고, 옥사 내에는 징벌방(먹방) 1.89㎡(약 

0.5평), 청사 건물 지하 취조실 독방 3.1㎡(약 0.9평), 미

결 구치감 독방 2.5㎡(약 0.75평) 등이 있었다.117118 수용 

거실 내부의 환경 역시 그 좁은 면적만큼이나 열악했다. 

우선, 수용 거실에서 수용자의 식사, 검방, 용변, 식사 후 

제한된 독서, 침묵, 취침의 모든 행위가 일어났던 것119에 비해 내부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감방 내부에는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신 방마다 양동이를 

비치했고, 이렇게 모인 소변은 수용동 외부로 향하는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었

다. 또한, 일반 거실에는 외부를 향하는 창이 계획되었으나 외부 입면에 나무 판

자로 촘촘히 가려져 있어, 환기나 채광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부족한 환기창의 

면적과 용변을 수용 거실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었다.120 수용 거실이 나무로 된 마루로 되어 있어, 

116 “당신은 혹시 길이 여덟 자, 너비 넉 자 크기의 관 속에 들어가 누워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일
까요, 경험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지요. 그 관의 크기는 0.9평입니다. 그 관에는 0.2평의 변소가 붙
어 있어서, 전체의 크기는 1.1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상이 좀 갑니까. … 이 관 속의 
공간은, 변소 벽에 뚫린 사방 한 자의 틈에서, 그것도 철장과 널빤지로 가려진 틈 사이로 뿌유스름한 
빛이 새어 들어올 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출처: “서 문 형무소의 기억”, 리 희·나명순, 『서 문형무소: 옮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서울:열화당), 2008, p.16, 직접인용)

117 박경목, 상게서, p.87
118 당시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시설 계획 기준이 없어, 1928년 제정된 일본의 「형무소기준준칙」을 기준

으로 설계되었다. 당시의 기준은 독거실 4.62㎡, 혼거실 1.65㎡/인(약 0.5평/인)이었다.
119 “… 감식은 각 공장이나 각 감방에서 먹게 한다. (…중략…) 감방에서 잡거(雜居)하나니, 왜놈의 초석

(草席, 다다미) 석 장 반에 해당하는 방 안 면적에 수인 십여 명은 보통이고 어떤 때 어떤 방에는 이
십여 명을 몰아넣을 제가 종종하니, 앉아 있는 시간에는 각 수(囚)의 번호에 수차(數次)를 따라 일, 
이, 삼, 사열을 지어 석식 후에 몇 시간은 수의(隨意)로 서적도 보게 하고 문맹들은 소곤소곤 이야기
도 하게 하지마는, 고성(高聲)으로 서적도 음독(音讀)하지 못하게 하고 이야기는 더욱 엄금을 한다.”

   (출처: 김구, 나의 옥중생활, 『백범일지』, (서울:돌배게), 2005)
120 감옥 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참기 힘든 것이 용변이었다. 감방 내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

에 일명 ‘뺑끼통’이라고 하는 이중의 나무통을 각 감방마다 두어 용변을 처리하 다. 뚜껑을 열면 내
부에 용변통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일을 보고 하루에 한번 씩 비웠다. 용변통은 보통 오전 
10시 전후에 내어가고 오후 14시 전후에 다시 들여왔다. 겨울철은 그나마 견딜만 했겠지만 여름철에

[그림 3-4] 서 문 

형무소의 독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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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가 썩고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에 일정 간격으로 통풍구를 

뚫어 놓았다. 1층은 마룻널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구멍을 뚫어 공기 순환을 

유도하 으며, 2층은 마룻널 위쪽에만 구멍을 뚫어 환기시켰다. 

 한편, 서 문형무소의 수용동은 감시를 극 화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

문형무소의 감시 체계는 ‘중앙 간수소의 사무실-근무자 책상의 근무자-복도-수

용 거실’의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 수용동에 한 전반적인 관리·통제를 담당

하는 중앙 간수소의 사무실은 근무자 책상 후면에 위치하고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사동을 담당하는 근무자는 수용동 중앙의 스테이션에서 상주하게 된다. 

(그림 3-5)

[그림 3-5] 중앙간수소의 근무자 스테이션

 [그림 3-6]의 단면을 보면 이러한 감시의 체계가 좀 더 명확히 보이는데, 수용

동 외부의 중앙사에서 각 수용동의 초입을 지키는 사무실과 근무자 책상에서 일

차적인 감시가 이루어진다. 근무자 책상은 나무로 된 가벽과 단차를 높인 구성

으로 독립적인 공간이며 근무자는 이곳에 앉아 수용동으로의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사동 내부에서의 근무자는 복도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는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박경목, 상게서, p.88,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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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 문 형무소의 단면과 감시 구조 (scale: 1/600)

 [그림 3-7]의 단면은 수용동 내부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사동 내부의 근무

자와 수용자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2층 구조의 수용동은 아트

리움(Atrium)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무자는 2층을 순찰하는 동시에 1층을 

순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자는 앞서 묘사한 바와 같이 감방에서 

정좌 자세로 앉아있어야 하며, 바닥 사이의 통풍구로 환기가 되도록 설계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3-7] 서 문 형무소 사동 내부의 단면 (scale: 1/600)

 

 앞서 살펴봤듯이, 서 문형무소는 중앙의 근무자 책상을 중심으로 복도가 뻗어

나가고 양쪽에 수용거실이 붙는 구조로, 이는 근무자 책상으로부터의 중심성이 

복도를 통해 강조되도록 한다. 또한, 복도가 오롯이 감시와 통제를 위한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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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면서, 수용자에게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

는 비가시적인 감시 효과를 준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복도의 교차점인 중앙에

서는 수용동 전체를 관리하는 동시에 복도를 통해 수용 거실에 한 감시를 하

면서 억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8] 서 문 형무소 수용동 구성 요소간 연결 

 이러한 복도를 중심으로 한 수용동의 연결 구조는 수용동 내부의 거주자 간에 

일방향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했다. 근무자 공간을 중심으로 감시가 강화되고 

수용자는 노역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부분의 시간을 거실 내에서 바른 자세

(정좌, 正坐)로 보내야 하는 등, 서 문형무소의 복도는 각각의 거주자에게 다른 

의미로 부여된 공간이었다. 복도는 근무자에게 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

던 반면, 수용자에게는 금기된 거실 바깥의 공간이자 비가시적인 권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즉, 복도는 거주자 간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공용부가 아닌 

감시와 통제의 일방향적인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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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례 2: E 교도소 (2002)

(1) 시설 개요

 국내 교정시설이 비로소 거주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등장한 

교정시설 중 하나인 E 교도소는 이전 시기에 설계된 시설들에 비해 주목할만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일어난 시설이다. E 교도소라는 시설이 등장한 것은 노후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기존 시설을 체할 시설이 필요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

다.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교정복지

에 한 인식이라는 사회적·시 적 배경 역시 E 교도소가 등장한 또 다른 배경

으로 작용했다.121

 이러한 시 적·사회적 배경을 갖고 등장한 E 교도소는 후술할 수용동의 거주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과거 높은 담과 철탑이 상징하던 무섭고 어두

운 교도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담을 과감히 헐고 정문을 청사와 결합하여 

‘외벽 청사동’을 처음으로 도입해 기피시설로서 교정시설이 갖던 이미지를 탈피

하려고 하 다. (그림 3-9) 외벽청사동은 청사동에 정문의 기능(신분 확인, 출입 

제한 등)을 추가하여 계획된 교정시설 부지의 한 면에 장방형으로 계획되어 시

설의 이미지를 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일조하 다. 이후 계획된 부분의 

국내 교정시설은 외벽 청사동을 도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시설은 근  이후 

한국 교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 3-9] 기존의 외벽과 E 교도소의 외벽청사동 (출처: ⓒ법무부)

121 1992년 이후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에 한 인식이 신장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국가 경제가 발
달하며 교정복지에 한 필요성이 두되며 교정시설의 신축 및 개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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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3-10] E 교도소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600) 

(출처: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 로 저자 재작성)

 이렇듯 국내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 사례로 평가되는 E 교도소의 거주 

공간은 3개의 사동이 1개의 근무자실을 중심으로 붙어있는 방사형의 유닛(unit)

이 반복되는 클러스터형의 형태를 가진다. [그림 3-10]의 단위 평면은 이러한 

클러스터 중 한 유닛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팀사무실 하단의 주출입구를 통

해 수용동으로 들어오게 되며, 팀사무실과 근무자실을 둘러싸는 홀(Hall)에서 각 

사동으로 출입하게 된다. 아트리움(Atrium)형의 사동 초입에는 복도와 결합한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을 지나 중앙의 복도를 기준으로 수용 거

실이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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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E 교도소의 구성

 

 한편, 각 사동은 수용 거실과 공유 공간, 그리고 중복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의 교도소 계획에서 복도가 단순히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했다면, E 교

도소의 복도는 중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동 초입의 공유 공간은 세탁, 

식기 세척, 식사를 위한 공간과 중앙의 복도가 결합된 곳으로, 수용자를 비롯한 

근무자 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관계 형성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듯 E 교도소에서는 수용 거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수용자의 

생활 범위를 수용 거실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복도의 일부가 공유 공간으

로 계획되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수용자는 층별로 6개씩 놓여진 공용 테이블에 앉아서 자리가 지정

된 것은 아니지만 수용 거실별로 무리지어 먹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용자

는 고립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비좁은 수용 거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해서 거실이라는 순기능이 묻히고 위생적으

로 미흡했던 기존의 시설에서 나아가, 기능들을 거실 외부로 재배치해 준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근무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가 일방향적이었던 기존의 

공간 구성에 비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기존의 수용동 계획에서는 수용자가 부분의 일상을 수용 거실 내부에

서 위하면서 비좁은 수용 거실에서 너무 많은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던 

반면, E 교도소에서는 다목적실에서 식사, 식기 세척, 세탁 등을 하고 수용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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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취침과 휴식, 용변의 행위만 일어나

게 된다. 거실 높이 역시 기존의 시설보다 

증가했으며, 난방 설비와 수세식 화장실122

도 완전히 갖춰 계획된 것으로 보아 환경

적 측면에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모

든 사동의 바닥에는 온수난방 설치가 되어 

있어 그동안 수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곤 했던 ‘겨울나기’가 비교적 

수월해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각 수

용 거실 안에 달린 창문은 당시 기존 시설

들에 비해 30% 정도 크게 계획되었다. (그

림 3-12)

 E 교도소의 근무자 공간은 사동 외부에 분리된 ‘실’로 계획되어 있고 이곳에서 

각 근무자는 CCTV로 각 사동을 ‘원격 감시’하는 중앙 통제 및 자동 감시 시스

템을 도입한 것에 따라 계획된 공간이다. 근무자는 다른 교도소에서처럼 일정 

시간마다 직접 복도를 순찰할 필요가 없다. 각 근무자실에서는 3개의 사동을 담

당하는데, 한 사동은 총 3층 구성으로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한 층에 수용한다. 

이때, 감시는 주로 근무자실의 CCTV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의 

이동 빈도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

122 당시 다른 교정시설에는 2002년 이후 안양 교도소를 비롯한 39개 시설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등 이렇다 할 화장실 계획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E 교도소의 독거실의 경우, 화장실이 따로 구획
되어 있지 않다는 위생상의 한계점이 있다. 혼거실의 경우 넓이 1.9㎡의 화장실이 각각 구획되어 있
으며, 폭 600mm의 환기창이 외부 방향으로 나 있다.

[그림 3-12] E 교도소의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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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E 교도소의 단면과 감시 구조

 [그림 3-13]의 단면123은 E 교도소의 ‘팀사무실-근무자실-수용거실’을 연결하는 

감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의 홀 공간으로 천창을 통한 채광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근무자 공간에서는 팀사무실과 근무자실 사이의 복도의 층간 바닥

을 제거한 홀 구조로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천창으로 인한 채광을 확보하 다. 

수용자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도 상부의 천창과 아트리움 구조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복도는 꽤 넓은 폭(6.2m)을 확보하고 있어 공유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기능이 이동에만 머물러 있으

며, 안전을 위해 망을 쳐서 활용하고 있어 개방감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림 3-14] E 교도소의 구성 요소간 연결

 이러한 E 교도소 수용동의 요소들은 기존의 복도보다 폭이 넓어진 홀을 따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수용동 중앙의 팀사무실과 근무자실은 중앙 홀에서 자

123 단면은 관계 구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층마다 존재하는 근무자실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 1개 
층만을 표현했고, 팀사무실과 사동은 아트리움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전체 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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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연결되며, 사동 내부에서는 복도와 결합된 다목적실을 거쳐 중앙 홀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 체계는 근무자 역이 수용동 중앙에 팀사무실을 중심으

로 근무자실이 연계되는 감시 구조를 일차적으로 형성하게 하며, 근무자실의  

이는 근무자의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동시에 업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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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례 3: H 교도소 (2010)

(1) 시설 개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H 교도소는 1949년 ○○ 형무소로 개청한 후, 

1968년에 이르러서 ○○○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2년도 신축 

계획 수립을 거쳐 2011년 현재 위치로 이전·신축하 다. 이 시설은 가장 최근

에 지어진 시설 중 하나로, 2007년 우리나라 행형법이 개정되고124 2008년 이

후 실질적인 교육과 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목적을 두는 가장 최근의 

교정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즉, H 교도소 역시 시설의 노후화, 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획되기 시작했으며 그 계획의 기반에는 현 적 교정

의 의미로 변화한 교정패러다임이 깔려있다.

 또한, 앞선 E 교도소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외벽 청사동’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비선호시설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교정공무원 등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테니스장 등의 운동 시설을 지역 주

민에게 개방하는 등 교정시설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시설이다. 

124 2007년 12월 31일 69개조의 「행형법」을 133개조의 「형집행법」으로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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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3-15] H 교도소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600) 

(출처: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 로 저자 재작성)

 H 교도소의 단위 평면(그림 3-15)는 주복도를 중심으로 팀사무실과 수용 유닛

(사동)이 마주 보게 배치되어 있다. 수용동 우측의 출입구를 통해 수용동 내부로 

들어오게 되며, 이후 각 사동별 출입구를 한 번 더 통과하여 사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동은 편복도형의 계획으로, 근무자실, 다목적실과 탈의·샤워실 등의 

공유 거실, 그리고 수용 거실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 거실은 서향이며, 복도를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근무자가 복도를 따라 거실 내부를 순찰할 수 있는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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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H 교도소 수용동의 구성 

 

 사동 내부는 다목적실, 근무자실, 샤워·탈의실, 수용 거실, 복도로 이루어져 있

다. H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수용 거실에서 식사, 검방, 용변, 식사 후 제한된 독

서, 편지쓰기, TV 시청, 간단한 빨래, 설거지, 취침 등 부분의 일상적 행위를 

한다. 사실상 수용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행위가 좁은 수용 거실 내부

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수용 거실 내부에는 TV, 수납장, 

세면 , 싱크 (혼거실에만 계획됨)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더해, 모든 수용 

거실에는 세면 를 비롯한 화장실이 

비로소 독립 실로 계획되어 위생상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러나 화장실이 수용동 안쪽에 위치하

고 있어 근무자의 사각지 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17) [그림 3-17] H 교도소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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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복도와 결합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해 수용동 내 커뮤니티 공간의 과도

기적 모습을 보 던 E 교도소와 달리, H 교도소는 커뮤니티 공간이 축소된 듯

한 모습을 보인다. 각 사동의 초입에는 근무자실과 마주한 다목적실이 계획되어 

있다. H 교도소의 다목적실은 복도와 직접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닫히지 않은 구

조로, 개수 만이 계획되어 있어 수용자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가능

하다. 또한, 다목적실과 연결된 복도 역시 단순 이동 및 순찰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E 교도소에서 복도 역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

용되던 모습에서 퇴보한 듯하다. [그림 3-18]을 보면, 수용동 내부에 유일한 커

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된 다목적실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복도가 단순 이

동 및 순찰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18] H 교도소의 식기 세척만이 가능한 다목적실(좌)와 단순 이동·순찰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우) (출처: (좌) ⓒ법무부, (우) ⓒ연구자)

 

 이렇듯 다목적실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동 내 커뮤니티 공간이 제 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수용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된

다. 먼저, 사동 내부에 커뮤니티 공간이 다목적실로만 제공되면서, 화상 접견실, 

상담실 등의 프로그램은 사동 외부의 팀사무실 내부로 계획되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수용자는 처우 등급별로 적게는 월 2회, 많게는 월 5회의 통화가 가능하

고125 상담 역시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근무자의 공간인 팀사무실 내부로 

125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
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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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침범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또한, 팀사무실 내부에 진정실이 계획

되어 근무자가 업무에 제 로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림 3-19]의 단면은 ‘팀사무실-근무자실-수용거실’로 이어지는 감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사동을 관망하는 역할을 하는 근무자실은 각 사동의 끝에 

위치하게 되면서, 근무자실에서의 가시적 범위는 복도와 공유 거실에 그치게 되

면서 수용자의 주생활 공간인 수용 거실로의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근무자는 근무자실에 머물면서 일정 시간마다 복도를 따라 

‘간헐적 직접 감시’를 하고 있으며, 근무자당 적게는 12명, 많게는 22명까지 감

시하게 된다. 

[그림 3-19] H 교도소의 단면과 감시 구조

 한편, H 교도소 수용동은 전체 수용동을 가로지르는 꺾인 형태의 주복도를 중

심으로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수용동으로 진입하면 

주복도를 따라 이동하게 되며, 각 사동으로의 이동 역시 주복도에서 연결된 유

닛 내부의 복도로 전이된다. 이처럼 주복도가 강조된 계획은 수용동 내에서의 

전체 동선의 획일화를 유발하며 주복도에서 각 사동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나

타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팀사무실과 근무자실의 연결 방식에도 향을 미치

게 되는데팀사무실과 근무자실이 거리상 멀어지게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게 한다. 또한, 팀사무실이 복도 끝에 위치하게 되면서 수용동 

전체에 한 관망 및 출입에 한 관리가 어렵게 된다. (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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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H 교도소 수용동 구성 요소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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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 교정시설의 거주성

 지금까지 국내 교정시설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전적으로 고찰하고 시

기별로 의미를 갖는 서 문형무소, E 교도소, H 교도소의 사례를 평면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한국 근 적 교도소의 원형인 서 문형무소가 ‘모범 감옥’으로 

제시된 이래 현재까지 단위 평면을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평면의 형태와 내부 구성에 해 3.2절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표 3-2]와 같다. 수용동은 복도를 기준으로 근무자의 역과 사동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계속해서 전주형의 수용동 계획이 선호되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한국의 수용동은 계속해서 긴 장방형의 사동이 복도를 따라 붙어 있는 

전주형 혹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각 

거주자의 역은 중앙의 복도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각각의 방식은 조

금씩 달랐다. 서 문형무소와 E 교도소는 중앙의 근무자 공간에서 뻗어나가는 

복도에 사동이 붙어 있는 계획이었던 반면, H 교도소는 복도를 기준으로 근무자 

공간과 사동이 마주보고 계획되었다. 또한, 복도와 결합한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E 교도소를 제외한 두 사례는 거주자가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

고 있지 않거나 미비했다.

평면 구성

사례 1 

(서 문

형무소)

방사형 수용동
중앙의 근무자 영역을 중심으로 사동이 

뻗어나가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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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복도식의 계획이 주를 이룸에 따라, 부분의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에

서 구성 요소 간의 연결 방식에서는 ‘복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 문형

무소는 중앙의 근무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K자 형태로 뻗은 복도를 따라 수용 

거실이 연결된다. 한편, E 교도소의 경우는 기존의 복도보다 폭이 넓은 홀(Hall)

로 연결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동 통로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H 

교도소는 이후 다시 주복도와 주복도에서 이어지는 사동 내 복도를 중심으로 실

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례 2 

(E교도소)

방사형의 수용동 유닛이 모인 

클러스터형 수용동

중앙의 근무자 영역을 중심으로 사동이 

뻗어나가는 구성으로, 근무자와 수용자 

영역 사이에 복도와 공유공간이 결합된 

‘혼재 영역’이 존재함

사례 3 

(H교도소)

전주형 수용동
복도를 기점으로 팀사무실과 사동이 병

렬식으로 붙어 있는 구성

[표 3-2]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분석 사례별 평면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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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형무소라는 시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K’형의 수용동 형태는 당시 

일본에서 이러한 수용동 구조는 당시의 일본이 지향하던 ‘감시와 통제’에 기인한 

‘모범 감옥’의 수용동 모델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6 특히 당시 

일본의 감옥을 살펴보면, 서 문형무소와 유사한 수용동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21)

[그림 3-21] 고스게 감옥의 ‘K’자형 수용동(좌)과 스가모 감옥의 전주형 수용동(우)

(출처:(좌)https://thetokyofilesmedia.wordpress.com/2016/09/14/tokyo-detention-house-tokyo-pri

son/, (우)Yamaguchi, Noriko, “Writing New Japan in Sugamo, 1948-1952: The Allied 

Occupation and Conflicted Democracy“, The Prison Journal, March 2014, Vol. 94(1), p.58)

 

 또한, 일제는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서 문형무소의 존재 자체를 공포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일제는 서 문형무소라는 가시적인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당

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끌려가 고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의도했

다. 즉, 일시적인 장면만이 존재했던 이전 시 의 즉결 처분이나 위협이 아닌,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붉은 벽돌의 담’으로 둘러싸여진 유형적인 상징물의 

공간 점유를 통해 공포스러운 일이 언제든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려 했다.127 즉, 복도식의 전주형 구성이 한국

의 계획에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모범 감옥의 형태와 공포적 이미지를 계승하게 

된 데에서 출발한다.

126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유입된 선구적 감옥 건축 계획을 토 로 이상적인 감옥 건축의 형태를 ‘판
옵티콘형’의 수용동에서 찾고 있다. 크게 1893년 미국 시카고 건축박람회에서 최우수 설계건물로 선
정된 ‘동경구치소’의 ‘병렬식 수용동’과 1920년 건축된 일본의 감옥 모델이었던 ‘고스게(小管) 감옥’의 
‘방사형 수용동’을 당시 일본의 감옥 수용동 구조의 유형의 표적 모델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37년 이후 공식적으로 방사형의 계획이 지양되었으나, 식민지 던 조선의 경우 처벌 기구의 위용
을 확립하면서 감시와 격리, 통제라는 기능적 편의에 초점을 맞춘 ‘방사형’의 계획이 수용동 계획의 
기본적 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

127 양병일, 서 문형무소 상징 읽기, 『사회과 교육』 제45권 4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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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동의 계획은 근 적 교도소가 등장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형태로 답

습되나, 수용 거실에 한 계획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1911년부터 약 

3년간 서 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구의 옥중 기록을 보면, 수용자들은 지금의 

독거실에 준하는 면적에 10명 이상이 혼거하며 모든 행동은 통제된다.

 … 감식은 각 공장이나 각 감방에서 먹게 한다. (…중략…) 숙소는 감방에서 잡거하

는데, 왜놈의 다다미 3장 반128에 해당하는 방 안 면적에 수인 10여 명은 보통이고, 

어떤 때에는 20여 명을 몰아넣을 때도 종종 있었다. 앉아 있는 시간에는 수인 번호 

차례에 따라, 1, 2, 3, 4열을 지어 앉는다. 석식 후 몇 시간은 뜻에 따라 서적도 보게 

하고, 문맹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도 하게 하지만, 큰소리로 서적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

게 하고, 이야기는 더욱 엄금한다.

 무슨 말소리가 나면 간수가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하 나 물어서 이야기를 하 다 자

백하면 그 수인들에게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놓으라 하여 싫도록 때려주는 터이므로, 

앉았는 동안에 이 방 저 방에서 ‘아이구 아이구’ 소리와 사람 치는 소리가 끊일 때가 

없었다.129

 이렇게 서 문형무소에서 수용 거실이라는 수용자의 주된 거주 공간이 제 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는 내부의 기본적인 환경과 더불어 ‘과밀 수용’

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제에 한 

저항이 절정에 달했던 1930년 에는 감방 1평당 수용 밀도가 3.12명으로 같은 

시기 만이 1.37명, 일본이 1.1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용 밀도가 매우 높

았다. 

 이와 더불어, 시한표’에 따라 서 문형무소의 수감자들은 시설이 통제하는 시간 

속에서 통제되어 갔다. 표의 제목이 ‘시간표(時間表)’가 아닌 ‘시한표(時恨表)’라는 

점에서, 노동은 일제가 수감자들에게 생활의 부분으로 제공한 시혜성의 ‘일’이 

아니라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틀을 짜놓은 통제를 위한 ‘제한’의 

수단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130 ‘ (표 3-3)

128 다다미 1장은 약 1.65㎡(910x1,820(mm))의 너비로 제공되며, 다다미 3장 반은 약 5.79㎡로 볼 수 
있다.

129 김구, 상게서, p.250, 직접인용
130 박경목,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서 문형무소 일상」, 기록의 발견, 기록인 제27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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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12월 2월, 11월 3월, 9~10월 4~5월, 8월 6~7월
기상 7:00 7:00 6:00 6:00 5:00

작업 시작 8:00 8:00 7:00 7:00 6:00
휴게 - - - 10:00~10:15 10:00~10:15
점심 12:00~12:30 12:00~12:30 12:00~12:30 12:00~12:30 12:00~12:30

작업 시작 12:30 12:30 12:30 12:30 12:30
휴게 - - - 15:00~15:15 15:00~15:15

작업 종료 16:00 17:00 17:00 18:00 18:00
취침 19:00 20:00 20:00 20:00 20:00

[표 3-3] 재소자 동작시한표

(출처: 「서 문형무소 예규류찬」, 1939, p.152)

 한편, 독립운동가 등 사상범으로 간주되었던 수용자들은 외부와의 관계 맺음이 

제한되며 홀로 독방에 갇혀 인고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들의 일과는 여름철

에는 오전 6시에 기상하여 방 정리와 세면을 마치고 7시에 아침밥을 먹었다. 

10시에는 교도관의 방 검사(검방, 檢房)가 있었고, 이때 변기통을 밖으로 내어놓

고 오후 2시에 다시 들여 놓았다. 12시에 점심, 17시에 저녁, 21시에 취침의 

일상이었다. 감방 안에 있을 때는 바른 자세(정좌, 正坐)로 앉아 있어야 했다.131 

감방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누울 수 있는 시간은 취침시간이 되어

서야 가능하 다.132

 해방 이후의 수용동 계획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 신 복은 『감옥으로부

터의 사색』에서 그가 갇혀 있던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의 수용동 형태에 해 묘

사하는데, 여전히 방사형의 계획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

옥의 형태는 수용자에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선사한

다.

 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는 6각(六角)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을 중심으로 

6개의 긴 사동(舍棟)이 6개의 방향으로 벋어 있는데, 6개 사동 중의 어느 사동도 동·

서·남·북의 정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133

131 부분의 수용자들은 하루종일 감방 안에서 ‘정좌’의 자세를 하고 지내야 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일례로 조선공산당 재
건운동으로 1930년 1차 투옥되었던 이재유(1905-1944)가 수감기간 동안 『자본론』을 몇 번이고 통
독하면서 “감옥은 공산주의의 학”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재유체포견문기｣, ≪
사상휘보≫ 10, 1937, p.203)

132 박경목, 상게서



- 102 -

 또한, 1971년부터 19년간 수감되었던 서승(1996)134의 옥중기 중 “징역살이에

서 가장 힘든 것이 1960년 에는 배고픔이었다면 1970년 에는 추운 겨울이나 

해충과 무더위로 괴로운 여름이다.”라는 묘사를 통해 이전 세 와 비슷한 환경에

서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은 화가 이응노

(1904~1989)가 1967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그린 옥중화 중 하나로, 

추운 감방 안에서 이불로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수용자의 형상은 공간의 냉기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안에

서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고독과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림 3-22] 이응노, <옥중화-이불로 추위와 싸우는 고암>, 1968

(출처: http://www.artmuseums.kr)

 [그림 3-23]는 당시 독거실의 모습으로,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변기통

을 사용하고 별다른 가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수용자는 이 공간에서 먹고, 자

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용변을 해결하는 등 부분의 생활을 위했다.

133 신 복, 70년 의 벽두, 상게서, p.61, 직접인용
134 장기수 출신 서승의 증언: 최정기,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전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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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독거실의 모습 

(출처: 최정기, 상게서, p.97)

 이후 수용동 계획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민(2018)은 “통로와 사동의 

배치는 E자 모양이다. 통로는 세로줄, 사동은 가로줄의 자리에 위치한다. 사동은 

여섯 채가 있다. 그러니까 E자 두 개를 세로로 붙여 놓은 꼴이었다.”135라고 자

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수용동을 묘사했는데, 이는 곧 수용동의 계획이 

계속해서 전주형의 복도식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교정

시설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전주형 수용동의 선호 현상은 수용 거실을 복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일렬 배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남향으로의 일관된 계획이 비교적 

쉽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남향 선호 사상’과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 풍수지리학에 기반하여 주택의 입지를 결정하는 조선시

의 <양택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주장한다.

 각 실은 남향이 제일이고 동향이 다음이요, 그 다음은 북향이고 서향은 좋지 못하다. 

남향 해가 있어야 양기를 받으며 택지를 논하지 않고, 자좌, 유좌, 묘좌가 다 한가지

인데 모름지기 남향의 창이 없어서는 안된다.136

135 현민, 상게서, p.28
136 서유거, ‘임원십육지’, 손주연·윤홍택, 공동주택의 남향획일화 배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제20호 제1호, 한건축학회, 2000, p.7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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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남향을 중시하는 태도는 이후 한국

에서 ‘남향’을 ‘볕이 잘 드는’, ‘따스한’, ‘한

국적인’ 집의 정서를 자아내는 단어로 굳어

지게 한다. 이는 오지호의 「남향집」(1939)에

서 그가 자신의 ‘남향’집 앞의 딸아이와 풍경

을 묘사한 데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

서 ‘남향’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집의 향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장소의 따뜻하고 인간적

인 면면이다. 남향의 볕을 묘사한 색감과 그

림자, 그리고 고향집을 연상케 하는 집의 구

조는 이러한 느낌을 의도하고 있다. (그림 

3-24)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시설의 

성격을 막론하고 ‘집’을 논할 때는 ‘남향’의 

여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복도는 교도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복도를 순찰

하는 근무자의 발소리로 상징되는 통제의 공간은 곧 복도식의 계획이 ‘통제가 

잘 되는’, ’엄격한’ 이미지를 연상케 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현재 한국에서 복도

식 계획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곧 문학 작품 속에서 

교도소의 차가운 이미지를 묘사하는 요소로 쓰이게 되는데, 공지 (1963~)의 소

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5)에서 주인공 유정이 시설 내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을 통해 이를 인식할 수 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싸늘하고 어둡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묘한 생

각이 들었다. 나중에까지 오래도록 느낀 거 지만 그곳은 늘 온도가 바깥보다 이삼 도

쯤 낮았다. 겨울에는 물론이고 한여름 복 지경에도 그랬다. 누군가가 말한 로 그곳

은 어둠이 서식하는 공간이었다.137

137 공지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파주: 푸른숲, 2005, p.43, 직접인용

[그림 3-24] 오지호, 「남향집」, 1939

(출처: 국립현 미술관(MM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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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의 분석을 토 로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동의 특성은 전주형에 기반한 복도

식 계획의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일본의 ‘모범 감옥’의 형태가 전이되었고, 이후 한국의 전통적인 남향 선호 

사상, 그리고 ‘복도’라는 공간이 형성하는 이미지로 인해 복도식의 전주형 계획

이 선호되어 왔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건축적 특성

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시설이 진정한 삶의 장이기보다는 억압된 공간으로 작용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는 다양한 인간 관계

가 형성되고 일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교정시설이 다시 한번 공간

의 본질에 해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공지

의 소설 속에서 이주임(교도관)이 수용자에 해 말하는 것은 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이주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다.

 “…… (중략)…… 죄인들인데…… 그 사이 밉다 밉다, 하면서 정들어버렸고, 신문에

서 보았을 때는 짐승이었는데 알고 보면 인간인 거고, 인간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

기, 비슷한 거고……”138

138 공지 , 상게서, p.24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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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시적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분석 사례: 미국 테네시주

 
4.1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현황과 사례 분석 상

4.2 사례 분석

4.3 소결: 통시적 관점에서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거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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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시적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분석 사례: 미국 테네시주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 교정시설 거주 공간의 역사적 위치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해 제언하기 위해 해외의 교정시설 

중 미국 테네시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4.1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과 사례 분석 대상

 1970년 를 기점으로 등장한 미국의 ‘새로운 세 (New Generation)’의 교정

패러다임은 1980년  건축 계획적 측면의 개혁(Prison Reform)을 일으켰다. 

미국의 테네시(Tennessee)주 역시 그 향을 받아 1970∼80년  이후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되었다. 그 결과로, 현재 테네시(Tennessee)주 내의 모든 교정시설

은 미국교정협회(ACA)의 승인을 받는 등 양질의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으며, 진정한 교정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 한 자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미국의 사례와 차별성을 가진다.139 

 테네시주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1980년  이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자체적인 ‘수용동 원형 모델(prototype)’을 개발해왔다는 점이다. 1980년 가 

되면서 당시 미국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테네시주의 교정시설은 과밀 수용과 

그로부터 비롯된 수용 환경 악화와 같은 문제점을 겪게 된다. 이에 테네시주의 

교정시설은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형 모

델’140이라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원형 모델(Prototype)의 개발 및 

139 Lee and Rogers, “Tennessee Prison System”, Tennessee Encyclopedia, 
2017.10.08.,(https://tennesseeencyclopedia.net/entries/tennessee-prison-system/)

140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에 있어 원형 모델(Prototype)의 개발 및 도입은 시설의 계획 시 소모되는 비
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많은 이점을 부여한다. 원형 모델은 이론적으로 복제될 수 있
어야 하고, 시설에서 요구되는 정도에 맞는 감시와 보안 체계, 적정한 수의 근무자, 그리고 이를 뒷받
침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형 모델의 도입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특성, 교정철학, 범죄 발생률, 사법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출처: 미국 국립교정연구소(NIC), Ibid, 201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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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시설의 계획 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당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수용 인원의 급증에 따라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형 모델(Prototype)에 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다.141 그러

나 당시 테네시 주에는 교정시설 건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하여 주 실정

에 맞는 원형모델(Prototype)의 부재로 효율적인 부지 활용 계획, 예산 절약, 

수용자 관리, 수용 인원 변동에 한 응, 정상환경(Normative Environment) 

구현의 실패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테네시주에서는 자체 설계팀

을 교정본부 내에 구축해 전반적인 계획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하고 민간설계업

체와 함께 테네시주의 실정에 맞는 원형 모델(Prototype) 개발에 힘써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거주 공간의 환경에 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수용동 원형 

모델이 개발·발전된 과정을 테네시주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  이후 지어진 테네시주의 교정시설142은 [표 4-1]의 목록과 같다. 이를 통

해 최초의 근 적 교도소인 테네시 주립 교도소 이후 데이룸이 등장하기 전까지

는 복도형의 계획이 주를 이루었으며, 1980년 데이룸(Dayroom)이라는 공유 공

간을 적용한 계획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형태와 구성이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3.2절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먼저, ‘종교적 참회’의 시

기에 등장한 ‘감화소(Penitentiary)’의 특성을 따르는 ‘테네시 주립 교도소’에 

해 고찰한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는 테네시주의 근  이후 등장한 첫 교도소로

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교정’과 ‘교화’가 새로운 교정이념으로 등장한 이후

의 시설인 ‘찰스 배스 교정시설(Charles Bass Correctional Complex)’에 해 

살펴본다. 찰스 배스 교정시설은 테네시주에 처음으로 ‘데이룸’이라는 공적공간

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서 교정이념의 변화가 건축적 특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데이룸형 수용동이 정착되어가는 시기의 시설인 ‘북

서부 교정시설(NorthWest Correctional Complex)’를 보고, 마지막으로 ‘블레

드소 교정시설(Bledsoe Correctonal Complex)’는 가장 최근의 시설로, 테네

시주의 지금까지의 변화가 어떻게 축적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141 Sechrest, Pappas, Price, “Building Prisons: Pre-Manufactured, Prefabricated, and 
Prototype”, Federal Probation, Vol.51, 1987

142 앞서 연구의 상 선정 기준에서 명시하 듯이, 테네시주의 사례는 ‘중간보안등급’ 시설의 수용동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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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연도
시설명 거주 공간 단위평면 다이어그램 특징

1831

Tennessee 

State 

Penitentiary 

(1992년 폐소)

최초의 근 식 교도소

외복도의 일자형 수용동

근무자실이 수용 블록 외부에 

위치하고, 근무자는 복도에 위치

1933

Brushy 

Mountain 

Prison 

(2009년 폐소)

외복도의 일자형 수용동

근무자실이 수용 블록 외부에 

위치하고, 근무자는 복도에 위치

1966

Tennessee 

State Prison 

for Women

- 일자형 수용동

1976

Mark Luttrell 

Correctional 

Complex

데이룸형 수용동

삼각형의 수용 블록 2개 연결

근무자실이 수용동 내부에 

계획되지 못함

1979

Middle 

Tennessee 

Correctional 

Complex 

(추후 ‘Charles 

Bass 

Correctional 

Facility’로 

명칭 바뀜)

데이룸형 수용동 2개가 결합한 

‘길드(guild)형 수용동’의 초기안 

근무자실이 데이룸 외부에 위치

1991

Northeast 

Correctional 

Facility

데이룸형 수용동

수용 블록 2개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근무자 데스크가 데이룸 내부에 

위치

1992

Northwest 

Correctional 

Facility

데이룸형 수용동

수용 블록 2개가 중앙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근무자 데스크가 데이룸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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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테네시주 교정시설 수용동 

프로로타입 초기안 중 하나로 

여겨짐 

Lois M. 

DeBerry 

Special 

Needs 

Facility 

(1977년 

준공시설 

재건축)

데이룸형 수용동

장방형의 두 수용블록이 중앙부 

양쪽에 붙는 구성

근무자 데스크가 데이룸 내부에 

위치 

2009

Morgan 

County 

Correctional 

Complex

데이룸형 수용동

장방형의 두 수용블록이 중앙부 

양쪽에 붙는 구성

근무자실이 데이룸 내부에 위치 

2012

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

데이룸형 수용동

사선으로 절단된 직사각형의 

수용 블록 두 개가 중앙부 

양쪽에 붙는 구성

근무자 데스크가 데이룸 내부에 

위치

가장 최신의 테네시주 교정시설 

사례

[표 4-1] 근  이후 지어진 테네시주의 교정시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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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 분석143 

4.2.1 사례 1: 테네시 주립 교도소 (Tennessee State 

Penitentiary) (1898-1992)

(1) 시설 개요

 지금은 사라진 테네시 주립 교도소(Tennessee State Prison)는 1831년 처음 

지어진 기존의 시설을 1898년 신축·이전한 시설이다. 이후 1992년 시설의 노후

화로 인해 폐소하 다. 1898년 에녹 가이 엘리엇(Enoch Guy Elliot)이라는 건

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수용자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수용자들이 한 공간에 혼재하는 것을 방지하 다. 또한, 오번제(Auburn 

System)에 기인한 시설이었으므로, 주간에는 수용동 후면의 공장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독거실에 수용되는 방식을 따랐다. 시설은 800개의 독거

실을 계획하 으나, 개소 첫날부터 1,403명이 수용되는 등 시작부터 지속적인 

과밀 수용의 문제에 시달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건축은 당시 미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감옥 개혁의 흐름이 남부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을 시사하며, 남부 지역의 감옥 개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144 실제로, 같은 남부 지역의 플로리다(Florida), 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이 첫 ‘근 적 교도

소(Penitentiary)’를 건축하기보다 최소 15년 이상 앞서 있다.145

143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사례 분석에 쓰인 평면 자료는 연구자가 1971년 작성된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HABS)」의 <Tennessee State Penitentiary, Administration Building>에 명기
된 기록을 보고 작성한 것이며, 다른 두 사례인 찰스 배스 교정시설과 블레드소 교정시설의 도면 자
료는 테네시주 교정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사례 
분석에 쓰이는 모든 자료와 결과에 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44 Gosset, L., “The Keepers and The Kept: The First Hundred Years of Tennessee State 
Prison System, 1830-1930”, Ph.D. diss.,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92

145 당시 미국의 다른 주의 주 교도소(State Penitentiary) 건축연도를 보면, 버지니아주(Virginia) 1797
년, 켄터키주(Kentucky) 1778년, 조지아주(Georgia) 1817년, 뉴욕주(New York) 1819년, 루이지
애나주(Louisiana) 1835년, 알칸자스주(Alkansas) 1840년, 알라배마주(Alabama) 1841년, 텍사스주
(Texas) 1841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South Carolina) 1866년, 노스 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1868년, 플로리다주(Florida) 1921년으로 테네시주(1831)는 상당히 앞선 시기에 새로운 
감옥 체계를 받아들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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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전경(1896)

(출처: Gibson, Kelly, “Brushy Mountain State Penitentiary: A Historic 

Landscape of Incarceration”, MA thesis, Middle Tennessee University, 2018,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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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4-2] 테네시 주립 교도소(Tennessee State Prison)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600)

(출처: 연구자 작성)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동은 당시 미국의 많은 교도소 수용동 디자인의 전

형을 따르고 있다. 중앙의 본부 건물(Administration Building)을 중심으로 양 

측면에 수용동(Cell house)이 붙는 모습이 그것으로, 장축의 수용 유닛과 단축

의 중앙부가 맞물리는 형태를 하고 있다.146 수용동은 전면의 본부 건물, 중앙의 

근무자실(Guard room), 그리고 근무자실 양옆에 수용 유닛이 붙는 구성을 하

고 있다. 수용 유닛 내부는 맞닿은 수용 거실을 순찰 복도가 둘러싸는 ‘외복도

형’의 구성을 띤다. 

 본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며, 지하에는 수용동 창고가 있고 지

상층에는 교도소장 거처 및 사무실, 중앙 사무실, 직원 휴게실 및 숙직실이 있

다. 본부 건물은 후면의 수용동과 연결 복도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수용동의 근

무자 사무실로 연결된다. 유닛 단위가 아닌 수용동 단위로 근무자 사무실은 수

용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동을 통제하는 중심적·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146 Johnston, Norman, Ibid,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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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면의 사동은 근무자실 상부의 발코니(너비 약 4.8m)를 통해 연결되는데, 

발코니 상부에 위치한 종교실(chapel)을 거쳐 발코니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당시 종교를 통한 교화를 꾀하던 오번제의 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

자가 사동 외부로 나가려면 종교실을 꼭 거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동은 두 열의 수용동이 병렬로 붙어있으며, 철제 복도가 수용 거실 전면에 붙

어 있다. 수용동의 양 끝에는 근무자가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다. 

(그림 4-2, 4-3)

[그림 4-3]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구성 

 테네시 주립 교도소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엄중한 감시를 요구하는 시설이었다. 이에 따라, 수용 

거실은 독거실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과밀 

수용의 문제로 인해 한 거실에 2명이 수용되는 경우

가 많았고, 이로 인해 위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일

반적인 수용 거실의 모습은 [그림 4-4]와 같다. 폭 

약 1,800㎜(6ft), 길이 약 2,400㎜(8ft), 높이 약 

2,400㎜(8ft)의 수용 거실은 약 4.32㎡의 면적을 제

공했고, 침 , 변기, 세면 의 가구가 제공되었다.147 

 

147  Historic American Buildings Survey(HABS), 「Tennessee State Penitentiary, Administration 
Building」

[그림 4-4]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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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형성이 박탈된 듯한 테네시 주립 교도

소에서는 공용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가 아닌, 감시와 이동의 도구로서 작

용했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동에는 총 800개의 수용 거실이 있었으며, 3

명의 근무자가 이들을 관리했다. 수용 거실 전면의 철제 복도는 약 1.6m의 폭

으로 되어 있었으며, 교도관은 복도 양 끝의 발코니 부분에 특정하게 계획된 실 

없이 앉아 있다가 간헐적으로 복도를 따라 순찰하 다. (그림 4-5) 

[그림 3-5] 순찰 복도의 근무자 발코니(좌)와 근무자(우)

(출처:(좌)http://www.smalltownbigworld.com/blog/2016/10/13/looking-back-the-shut-do

wn-of-the-tennessee-state-prison, (우)Lewis, Yosie, et al., Tennessee State 

Penitentiary, Charleston, Arcadia Publishing, 2014, p.)

 

 [그림 4-6]의 단면에서는 이러한 공간 구조에서 수용자와 근무자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수용자는 거실 내부에만 상주할 수 있었고, 근무자는 거

실 전면의 복도를 따라 순찰하면서 수용 거실 내부에 한 감시를 할 수 있었

다. 이때의 수용 블록 내부의 복도는 근무자가 수용자를 시각적·물리적으로 감

시 및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수용자에게는 이를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복도는 거주자 간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공용부가 아닌 감

시와 통제를 위한 일방향적인 공간으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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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동의 감시 체계 (scale: 1/5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동에는 팀사무실이 계획되

지 않고, 근무자실(guard room)이 중앙 통제, 사무 등의 업무를 본부 건물과의 

연계 속에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수용 블록 내부에는 근무자실이 계획되지 않

고 근무자가 발코니에 상주하면서 간헐적으로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에 따

라, 수용동 전체의 감시 체계는 중앙 근무자실에서 주출입을 비롯한 수용동 전

체에 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2층의 연결 통로를 통해 연결된 사동은 근무자의 

순찰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진다.148 (그림 4-7)

[그림 4-7]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단면과 감시 구조 (scale: 1/500)

 이렇듯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구성 요소들은 중앙부의 근무자실에서 연결 통로

와 2층을 거쳐 수용 블록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근무자실과 수용 블록 내의 근

148 단면은 관계 구조를 좀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는 모든 층을 표현하지 않고 1층의 근무자
실, 2층의 연결 통로까지만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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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한다. 수용 블록 내부는 현장의 근무자를 

거쳐 복도를 중심으로 수용 거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4-8)

[그림 4-8]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구성 요소간 연결 

 

4.2.2 사례 2: 찰스 배스 교정시설 (Charles Bass Correctional 

Facility) (1979-2011)

(1) 시설 개요

 ‘찰스 배스 교정시설(Charles Bass Correctional Complex(CBCX))’는 1979

년 ‘미들 테네시 교정시설(Middle Tennessee Correctional Facility)’라는 명

칭으로 개소하여 2004년 찰스 배스 교정시설로 명칭을 변경했고, 이후 2011년 

폐소한 중간 보안 등급의 시설이다. ‘길드형(guild-style)’의 수용동 계획이 처음

으로 나타난 시설이다. 길드형 수용동 그룹이란 테네시주에서 현재의 ‘포드형’ 

수용동의 이전 단계로 등장한 계획으로, 1층 규모의 수용동 16개가 모여 시설 

전체의 보안·사무를 담당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반원의 형태를 이루게 되며, 비

교적 낮은 등급의 수용자의 공동 생활을 장려해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

다.149

 

149 Gibson, Ibid,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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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4-9] 찰스 배스 교정시설(CBCX)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500)

(출처: 테네시주 교정청(TDOC)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 로 연구자 재작성)  

 1970년  이후 테네시주 교정시설 수용동의 원형 모델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시설150 중 하나인 찰스 배스 교정시설(Charles Bass Correctional 

Complex(CBCX))은 장방형의 수용동이 독립형과 연결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

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수용동이 연결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이며 독립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다.151 각각의 수용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수용 블록의 하단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하며, 각

각의 수용동 내부로 진입한 이후 연결된 수용동으로 이동할 경우 각 수용동의 

데이룸에서 연결 통로를 거치게 된다. 중앙의 근무자실 양쪽으로 샤워실이 있으

며, 수용동 출입구 쪽에는 조리실, 진료실, 다용도실이 위치한다. 반 편 출입구

에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출입문과 데이룸 내 공용 화장실이 있다. 수용동에는 

24개의 수용 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은 중앙의 공동 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4-9, 4-10) 

150 Morgan County Regional Correctional Center (MCRCF), 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2 (BCCX-2), Charles Bass Correctional Complex-1 (CBCX-1), Northwest 
Correctional Complex (NWCX-Annex) (출처: 테네시주 교정본부(TDOC), http://www.tn.gov)

151 분석의 상으로는 일반적 형태인 ‘연결형’의 수용동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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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찰스 배스 교정시설 수용동의 

구성

  

 찰스 배스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은 앞선 테네시 주립 

교도소와 달리 2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의 시설보다 

공간이 한층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약 7.35㎡) 또한, 

책·걸상, 책장, 세면 , 변기가 방에 비치되어 있어 수용

자가 거실 내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더

해 수용 거실 후면의 창 역시 넓어져 거실 내부로의 채

광을 고려했으며 환기 및 냉·난방은 수용동 내 공조 시

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림 4-10)

 한편, 찰스 배스 교정시설은 복도와 공유 거실을 결합

한 형태의 ‘공동 역(Common Area)’이 계획되었다. 

공동 역은 데이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수용 블록 내부의 구

성은 이를 중심으로 수용 거실과 세탁, 다목적실 등의 부속실이 둘러싸게 된다. 

이때, 기존의 전주형과 방사형 수용동에서 복도에 실들이 연결되면서 복도가 감

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에 비해, 공동 역 내부로 복도의 기능과 형

태가 흡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공용 공간의 형태는 수용자가 수용 거실 

외부로 일상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이 공간에

[그림 4-10] 찰스 배스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 



- 120 -

서 다른 수용자와 카드 게임, 화 등의 행위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간 안에서 한정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무자 공간은 수용 블록 내부 중앙에 독립된 실로 

존재하고 있다. 근무자는 독립된 실에서 수용자에 

해 간접 감시를 하게 된다. 또한, 근무자 공간은 상담

실의 기능도 수행하며, 근무자는 이곳에서 서류정리 

등의 업무와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에 해 상담을 하

게 된다. 근무자실은 투명한 벽체로 계획되어 수용자

와 물리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시각적인 교차가 일

어난다. 이러한 근무자실의 위치와 벽체 구성은 근무

자의 수용자에 한 감시를 용이하게 해주지만, 한편

으로는 수용자의 근무자실 내부에 한 시선을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11)

[그림 4-12] 찰스 배스 교정시설의 단면과 감시 구조 (scale: 1/500)

 이러한 찰스 배스 교정시설 수용동의 감시 체계 및 수용동의 공간 구성은 [그

림 4-12]의 단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근무자는 수용동 중앙의 투명한 벽체

로 둘러싸인 근무자실에서 양 측면의 수용 블록을 CCTV와 창을 통해 간접적으

로 원격 감시를 하게 된다. 수용자는 공동 역에서 다른 수용자와 커뮤니티 활

동을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시간을 보낸다.

 수용동의 구성 요소인 팀사무실-근무자실-수용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살

펴보면, 찰스 배스 교정시설은 소규모의 수용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팀사무실이 

수용동 내부에 계획되어 있지 않고 중앙의 근무자실에서 전체 수용동에 해 관

[그림 4-11] 근무자실

(출처: 테네시주 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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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된다. 근무자실 양옆의 두 수용 블록은 문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블록 내부는 데이룸을 중심으로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림 4-13)

[그림 4-13] 찰스 배스 교정시설 

수용동의 구성 요소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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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사례 3: 북서부 교정시설 (NorthWest Correctional 

Complex(NWCX)) (1992, 증축부)

(1) 시설 개요

 북서부 교정시설(NorthWest Correctional Complex (NWCX))은 1981년 길

드형의 수용동 형태로 지어진 이후, 1992년 부속 건물(Annex)을 증축하 다. 

1970년 와 1980년  미국은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기존의 교정시설 인근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존의 시설이 낮은 등급의 수

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152 북서부 교정시설의 증축부 역시 증

축 당시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서부 교정시설의 증축부는 테네시주 교정청(TDOC)에서 언급하고 있는 4개

의 근  교정시설 초기 원형 모델 중 하나로, 4개의 초기 수용동 원형 모델 중 

북서부 교정시설(NWCX)은 인력 운 , 감시, 부지 활용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적

인 안을 제시한 사례로, 이후의 수용동 계획 변화 방향에 향을 주었다. 

152 “As prison populations expanded in the 1970s and 1980s, many satellite institutions 
were opened near or adjacent to existing prisons, usually for minimum-security 
custody.” (출처: Johnston, Norman, Ibid, p.154,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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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4-14] 북서부 교정시설 증축부(NorthWest Correctional 

Complex-Annex(NWCX-Annex))의 수용동 단위 평면 (scale: 1/500) 

(출처: 테네시주 교정청(TDO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 로 연구자 작성)

 

 북서부 교정시설 증축부의 수용동은 약 45° 정도 틀어진 정방형의 수용 블록 

2개가 공용부를 중심으로 양 측면에 붙는 형태이다. 이는 당시 미국 ACA에서 

제시했던 ‘나비 넥타이(보타이) 형태(a bow-tie configuration)’153 수용동의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두 개의 수용 블록이 공용 기능을 제공하는 중앙의 

연결 건물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용 블록은 2-3개의 면이 수용 거실로 

153 “In 1983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published Design Guide for Secur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guide favored unit management and presented 
triangular living units either singly, dispersed within the prison enclosure without 
connecting corridors, or paired, in what has come to be called a bow-tie configuration, 
two nits joined by a connecting building with common service facilities. Cells are on 
two or three sides of the module, on two levels, and designed for direct, barrier-free 
supervision.” (출처: Johnston, Norman, Ibid, p.15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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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이게 된다. 수용동으로의 진입은 ‘이중보안출입구(Sallyport)’154라는 전이 

공간을 거치게 된다. 이중보안출입구 맞은편의 돌출된 근무자실(통제실)에서 신

원 확인 후 수용동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각 수용 블록으로의 진입은 이

중보안출입구와 근무자실 사이의 복도에서 이차적인 신분 확인 후 이루어진다. 

즉, 중앙부의 복도(로비)는 수용동과 각 수용 블록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

으로, 감시를 위한 기존의 일방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복도의 성격에 다음 

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기하는 전이 공간의 역할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4-15] 북서부 교정시설의 수용동 구성 

154 

    “‘이중보안출입구(Sallyport)’는 두 개의 연속된 출입구 사이의 공간으로, 수용 유닛/수용동 외부로의 
허가되지 않은 수용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탈출을 방지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유사 상황 발
생 시 추가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개의 연속된 출입구는 동시에 열리지 않으
며, 첫 번째 출입구를 통과해 출입 및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용동/수용 유닛 내부로의 두 번째 
출입구가 열리게 된다. 출입문은 데이룸 내부/수용동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출처: 김수빈·백진, 교정시설과 거주 공간: 1980년  이후 미국 수용동 평면 계획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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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길드형 수용동 계획이 발전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길드형 수용동에서는 중앙의 공용부가 연결 통로의 역할만을 했

던 것에 비해 북서부 교정시설에서는 중앙 공용부에 중앙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근무자 공간들을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합된 팀사무실의 형태보다는 각

각의 실이 주어졌는데, 수용자의 상담을 위한 ‘Case Manager’실, 수용동 전체 

관리자실(Unit Manager), 수용자 기록 보관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각 수용 

블록은 데이룸, 근무자 스테이션, 샤워실, 다목적실, 세탁실 등의 공유 거실, 수

용 거실로 구성된다. 수용 블록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의 데이룸을 수

용 거실이 둘러싸고 있다. 2층의 수용 거실은 수용 거실 전면의 철제 복도가 계

단을 통해 1층과 연결된다.

 수용 거실은 2인실로, 각 층에는 30개의 수용 거

실이 있어 수용 블록당 120명, 총 240명이 한 수

용동에 거주하게 된다. 수용 거실의 면적은 7.25

㎡로, 찰스 배스 교정시설과 비슷한 넓이를 제공하

고 있다. 배관 샤프트가 2개의 수용 거실 사이에 

계획되었으며, 세면 와 변기가 합쳐져 제공되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있다. 또한, 책·걸상, 책

장, 세면 , 변기가 방에 비치되어 있어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림 

4-16)

 한편, 북서부 교정시설에서는 ‘데이룸(Dayroom)’의 개념이 완전히 자리잡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블록 내부의 데이룸은 복도의 기능을 흡수하여 각 수용 거실

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간의 수용자가 머물며 다양한 인간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화 공간, 샤워실, 세탁실, 다목적실 

등이 함께 계획되면서 이전의 데이룸 계획과 달라진 점은 근무자 역시 데이룸에 

상주하는 거주자로 존재하게 되면서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 데이룸에서는 근무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다른 거주자와의 시

선 교차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시의 효율

성을 도모하 다는 의미 역시 내포한다.

[그림 4-16] 북서부 교정시설 

수용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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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데이룸 내 수용자의 위치를 가구 배치로 조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북서부 교정시설의 데이룸에서는 책·걸상이 분산 배치되면서 근무

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룸 전반에 걸친 관리

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엿보인다. 이렇듯 북서부 교정시설의 데이룸은 근무자

가 데이룸 내에 공간을 갖게 되면서 감시가 일어나는 동시에 다양한 관계를 형

성하게 했지만, 데이룸의 모든 면이 수용 거실로 둘러싸이고 수용자가 분산 배

치되면서, 근무자 후면을 비롯한 곳에 사각지 가 발생하게 되는 계획상의 한계

점을 갖고 있다.

 이렇듯 데이룸 내부에서 수용자의 생활이 부분 일어나게 되면서, 수용자에 

한 관리를 수용 블록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의 팀사

무실과 데이룸 내의 근무자의 업역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각자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되었다. [그림 4-17]의 단면을 보면, 중앙부에서는 

수용동에 한 전반적인 관리 및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데이룸 내부의 근무자는 

수용 블록 내부에서 ‘직접 감독’의 감시 형태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7] 북서부 교정시설의 단면 (scale: 1/500)

 이러한 변화는 수용동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먼저, 팀사무

실과 블록 내 근무자의 관계가 하나의 팀 체제로 움직이게 되면서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중앙부는 로비라는 전이 공간을 중심으로 팀사무실, 수용동 

외부, 수용 블록의 출입 동선이 연결되고 있었으며, 수용 블록 내부는 데이룸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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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북서부 교정시설의 구성 요소간 연결

4.2.4 사례 4: 블레드소 교정시설 (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 (2012)

(1) 시설 개요

 블레드소 교정시설은 2013년 기존 길드형의 ‘남동부 지역 교정센터(SouthEast 

Tennessee State Regional Correctional Facility(STSR))’을 증축하고 명칭을 

변경한 시설로, 앞선 북서부 교정시설의 증축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설이 갖

는 한계와 과밀 수용에 응하기 위해 생기게 된 시설이다. 기존의 시설과 더불

어 지소 개념으로 전체 시설이 운 되고 있으며,155 본 연구의 사례는 새로 지어

진 site-1에 위치한 시설이다. 최소, 중간, 최고 보안 등급의 수용자를 모두 수

용하는 시설이며, 수용 정원은 1,540명이다.

155 ‘지소 1(Site 1)’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2013년 신설된 곳이며 신입 수용자의 분류 및 이후의 수용
을 담당한다. ‘지소 2(Site 2)’는 기존의 ‘테네시 주립 남동부 지역 교정센터’로 999명의 수용자를 수
용하며 출소 전 재사회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소 3(Site 3)’은 여성 수용 지소로, 기숙사 형
식의 개방된 형태로 계획된다. 

   (출처: 테네시주 교정청(TDOC), 
https://www.tn.gov/correction/sp/state-prison-list/bledsoe-count-correctional-complex.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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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그림 4-19] 블레드소 교정시설(Bledsoe County Correctional Complex(BCCX)) 단위 평면 

(scale: 1/500) (출처: 테네시주 교정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 로 연구자 작성)

 블레드소 교정시설의 수용동은 직사각형의 한 면이 사선으로 분절된 형태를 가

진 두 개의 수용 블록이 중앙 공용부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수용 

블록의 형태는 북서부 교정시설 이후 직사각형의 수용 블록 계획에서 발견되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서부 교정시설에서 충분하지 못한 

채광량이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선의 면은 전면 창으로 계획

되어 데이룸에 충분한 채광량과 개방감을 부여한다.

 블레드소 교정시설 수용동의 내부 구성은 [그림 4-20]과 같다. 중앙 공용부에

는 팀사무실과 복도(홀)이 있는데, 팀사무실이 수용동의 입구와 마주보고 있어 

수용동의 출입을 관리하기가 용이하며 출입은 이중보안출입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용부의 양 측면에는 수용 블록이 맞닿아 있는데, 수용 블록은 중앙의 데

이룸에 수용 거실과 공용 부속실(세탁, 샤워, 교실, 화상 전화)이 붙어 있는 구성

을 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시설에서 사각지 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수용 거실은 블록의 두 면에만 배치하되 장변에 최 한 많은 실을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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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근무자의 시야에 최 한 많은 수용 거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 4-20] 블레드소 교정시설 수용동의 구성 

 블레드소 교정시설의 수용 블록은 각각 64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며, 따라서 수

용동에는 총 128명이 수용된다. 수용 거실은 2층 침 를 제공하는 2인실로, 내

부 구성은 이전과 비슷하며 8.3㎡의 면적을 제공한다. 

[그림 4-21] 블레드소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

 블레드소 교정시설의 수용동 내부 공간 역시 복도와 데이룸이라는 두 가지 형

태의 공용부를 통해 연결되고 있으며, 북서부 교정시설에서 각각의 공용부가 수

행하던 역할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가구와 실의 배치를 조정하여 이전 세

의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중앙 공용부의 T자형의 복도는 마주하는 팀사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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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실에서 CCTV 및 감시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감시하는 전이 공간이다.

 이후 각 수용 블록으로의 출입구를 거치면 데이룸으로 연결되는데, 북서부 교

정시설의 데이룸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수용자의 분산 배치와 사각 지

 발생의 문제를 가구와 실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 보인다. 데이룸 

내부에서 수용자가 배치되는 기준인 책·걸상을 근무자와 마주보는 곳에 모아 배

치하 으며, 근무자 후면에는 수용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샤워실과 근무자실 

등 감시의 빈도가 없거나 비교적 낮은 실이 위치한다. 수용자가 감시가 용이한 

곳에 모여있게 되면서 근무자의 감시 범위가 집중되어 ‘근무자 후면의 근무자실

-근무자 데스크-수용자’로 이어지는 데이룸 내에서의 감시 체계가 명확히 성립

될 수 있다. 또한, 근무자의 시야에 장애물이 없도록(barrier-free) 기둥 없이 

계획되었다. (그림 4-21)

[그림 4-21] 블레드소 교정시설 수용동 구성 

요소간 연결 

 이러한 관계는 [그림 4-22]의 단면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중앙의 팀사무

실은 각 수용 블록의 근무자를 업무적으로 쉽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근무자는 데이룸 내부의 근무자 데스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열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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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블레드소 교정시설 수용동의 단면과 감시 구조 (scale:1/500)

 

4.3 소결: 통시적 관점에서의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거주성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시설은 19세기 후반 근 적 교도소의 등장 이후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수용동 원형 모델’을 개발해 오는 등 시설이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해왔다. 통시적 시각에서 테네시주의 교정시설을 근 적 

교도소 등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위 평면을 기반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4.2절의 사례별 평면과 구성에 해 정리한 것은 [표 4-2]와 같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수용동은 중앙부를 기점으로 수용 블록이 양 옆에 계획되는 전반

적인 구성 방식을 보인다. 이후 중앙부는 점차 팀사무실과 팀사무실이 관할하는 

수용동 입구(이중보안출입구)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테네시주의 

수용동은 점차 부정형의 형태로 변화했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는 외복도형의 블록 2개로 구성된 일자형 수용동으로, 본부

와 근무자실로 구성된 중앙부 양 측면에 수용 블록이 붙어 있는 구성을 하고 있

다. 찰스 배스 교정시설은 데이룸형 수용동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설로, 

공동체의 생활이 강조되어 연결 복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수용동이 연결된 ‘길

드형’의 구성이 나타난다. 이후 북서부 교정시설부터 중앙부가 사무실 및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블레드소 교정시설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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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구성

사례 1 

(TSP)

외복도형의 일자형 수용동
중앙 건물(본부, 근무자실) 양 측면에 

수용 블록이 붙어 있음

사례 2 

(CBCX)

데이룸형 수용동이 연결된 형태(길드형)

수용동 두 개가 연결 통로를 통해 연결

되어 있는 형태로, 각 수용동 내부는 중

앙의 근무자실 양 옆에 데이룸을 중심

으로 수용 거실이 둘러싸고 있는 수용 

블록이 붙어 있음

사례 3 

(NWCX)

데이룸형 수용동 (약 45° 회전한 형태)

중앙의 공용부(관리·통제 사무실)를 기

점으로 양 옆에 수용 블록이 붙어 있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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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사례들은 수용동 구성 요소인 팀사무실, 근무자실, 

수용 거실, 공용 공간이 연결되는 방식이 계속해서 명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성 요소간의 연결 방식은 ‘공용 공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경우 복도를 중심으로 중앙의 근무자실과 수용 블록이 연결된다. 

수용 거실 역시 복도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찰스 배스 교정시설은 데

이룸을 중심으로 수용 거실이 둘러서 연결된다. 이후 북서부 교정시설과 블레드

소 교정시설에서는 중앙부는 복도 혹은 홀로 계획되어 팀사무실에서 출입을 통

제하고, 수용 블록 내부는 데이룸을 중심으로 수용 거실과 공유 거실이 둘러싸

고 있다. 이때, 데이룸 내부의 가구 및 실 배치의 조정을 통해 근무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서부 교정시

설은 데이룸 내 수용자의 위치를 결정짓는 책·걸상이 분산 배치되고 근무자 후

면에 수용 거실이 배치되어 사각지 가 발생하고 관계가 분산되는 한계를 보인

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블레드소 교정시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수용 거

실을 근무자와 마주하는 곳에 최 한 배치하고 책·걸상을 한 곳에 모아 배치해 

근무자와 수용자 간 관계가 원활히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동의 형태와 구성이 갖는 특징은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계획 당시 

‘오번제’를 받아들인 것에서 출발한다. 1898년 이전되기 전의 기존 시설은 데이

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이라는 건축가가 계획한 것으로, 그는 미국 북동

사례 4 

(BCCX)

데이룸형 수용동 (직사각형의 한 면이 

사선으로 분절된 형태)

중앙의 공용부(팀사무실)을 중심으로 양 

옆에 수용 블록이 붙어 있는 구성

[표 4-2]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 수용동 분석 사례별 평면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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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욕, 메사추세츠 등지)를 여행하며 

펜실베이니아제와 오번제의 감옥 디자인을 접했다.

 이는 당시 테네시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의 상황과 어우러지게 되는데, 당시 미

국 남부는 남북 전쟁 이후 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한 주 정부의 

불안감은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한 지배권을 다시 찾으려는 것으로 이

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정된 흑인 단속법(Black Codes)156은 많은 흑인들을 

교도소에 갇히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남부 지역의 교도소들은 지역 사업

체와 연결해 죄수들을 임 하여 지역 사회 재건에 수용자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그림 4-23]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빨래, 조리와 같

은 노동 외에도 다리 건설, 거리 청소 등의 다양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림 4-23] 1890년  미국 남부 지역의 교도소 내 수용자의 생활 모습

(출처: Gibson, 상게서, p.7) 

 수용자의 노동력에 한 높은 의존도는 모리슨의 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테

네시주에 ‘오번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이에 더해 유색 인종에 한 차별 역시 

156 해방 후의 흑인의 의무·권리, 무기의 소지·판매의 금지, 직업상의 제한, 주류의 제조·판매·구입의 금
지 등을 정한 것들로서 내용이나 벌칙은 주에 따라 다양하 다. 남부에서는 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
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인되었으나, 실제로는 노예해방에 한 반동이며, 흑인의 흥륭
(興隆)에 한 남부 백인의 본능적인 공포심이 작용한 바가 컸다. (출처: 「두산백과」, 흑인법(Black 
Codes),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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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동의 구성에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 블록은 

각각 백인과 흑인을 분리해서 수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의 관리부를 기

준으로 왼쪽의 ‘Block D’에는 흑인 수용자가, 오른쪽의 ‘Block C’에는 백인 수

용자가 수감되었다. 이러한 시 적·사회적 배경 아래 테네시주의 교정시설 수용

동의 구성 방식은 오번제와 분리 수용의 원칙을 토 로 한 테네시 주립 교도소

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이후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수용 블록 사이에 팀사무실

이 계획된 중앙부가 놓이는 ‘나비넥타이형’ 계획의 흐름과 맞물리게 되며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테네시주 사례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특징으로는 수용 거실이 독거실에서 2인실

로 변화하고 점차 수용자에게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 적 교도소에서 제공하던 독거실을 비롯한 수용동 계획

의 비인간적인 환경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 1812-1870)는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의 동부 참회소(Eastern 

State Penitentiary)를 방문하고 자신의 유람기 『미국 여행 노트(American 

Notes)』(1842)에 시설 내 수용자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중앙 지점에 서서, 이 음울한 공간을 내려다보면, 으스스한 휴식과 조용한 것이 끔찍

하다. 때때로 어떤 외로운 베짜는 사람의 북, 혹은 구두장이의 구두골에서 나른한 소

리가 들리지만, 이것 역시 두꺼운 벽과 무거운 감옥의 문에 부딪혀 일반적인 정적을 

더욱 심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우울한 집에 들어오는 모든 죄수의 머리

와 얼굴 위로 검은 두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장막 속에서, 그는 감옥에

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 감방으로 이끌려, 그의 모든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는 아내

나 자식, 집이나 친구, 어떤 한 생명체의 생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는 교도관들을 보

지만, 그 예외로 그는 결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

한다. 그는 생매장된 사람이다. 더딘 세월 속에서 파헤쳐질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러

운 근심과 끔찍한 절망 외에는 모든 것에 죽은 평균적인 시간 속에 말이다.157

 모든 감방에는 이중 문이 있다: 튼튼한 참나무 문, 쇠문, 그리고 음식이 건네지는 구

멍이 있다. 수용자는 성경, 석판, 연필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목적에 맞게 제공되는 

157 출처: https://law.jr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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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이외의 책, 펜, 그리고 잉크와 종이를 가지고 있다. 그의 면도칼, 접시, 깡통, 그

리고 분지는 벽에 걸려있거나 작은 선반에 빛난다. 신선한 물은 모든 감방에 놓이고, 

그는 그것을 마음 로 그릴 수 있다. 낮 동안, 침  프레임은 벽에 세워져 그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남겨둔다. 그의 베틀, 혹은 작업 , 혹은 바퀴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자고, 깨어나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간을 세어보고 

늙는다.158

[그림 4-24] 디킨스의 “American 

Notes”에 삽입된 수용자의 모습 

(출처:http://www.victorianweb.org/art

/illustration/furniss/123.html)

 

 찰스 디킨스의 기록과 [그림 4-24]에서 독거실 내 수용자의 모습은 당시 비인

간적인 시설 내 수용자의 일상의 단편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은 ‘공존’이 아닌 

‘삭거(索居)’해야 했으며 수용 거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공간이자, 작업 공간

이자, 취침 공간이었다. 그러한 수용 거실을 둘러싸고 있는 복도는 외부의 감시 

인력을 끊임없이 수용자에게 인식시켜주는 청각적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자들 역시 제한된 환경 아래서 생활하고 있었으

158 출처: https://law.jr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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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4-25]와 같이 철저히 억압되어 있었다. 

[그림 4-25] 테네시 주립 교도소의 수용자

(출처: Lewis, Yosie, et al., Ibid, p.25)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는데, 체스터 하임스(Chester Himes, 

1909~1984)의 단편 연재 소설 「Crazy in the Stir」(1934)에서 한 주립 교도소

(Penitentiary)에 갇힌 주인공 레드(Red)의 상황을 통해 비인간적인 환경과 근

무자와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레드(Red)는 경비  앞에 멈춰 섰다. 교도관은 그가 읽고 있는 탐정 이야기 잡지를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레드는 교도관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몸에 힘을 주었다. 그리

고 나서...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단지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전부 다. 레드는 

몸을 돌렸다. 그것은 감옥 안의 ‘규칙’이었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때릴 수 있어도 수용

자는 교도관을 때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중략…)

 레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늘 똑같았다. 두 줄로 늘어선 이층 침 , 콘크리트 바닥

의 중앙에는 테이블과 등받이 없는 벤치들이 평행하게 놓여 있다. 백색 벽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반투명 회색으로 검은 막 가 보이는 더러운 창문, 낮은 콘크리트 천장

을 지탱하는 철제 보(joist)... 침 틀에는 더러워진 더플백과 코트, 신발, 수건, 거울, 

옷걸이 등의 개인 소지품이 걸려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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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다. 그의 주변에는 독서,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구슬

로 만든 가방 만들기, 구슬로 장식한 보석상자 만들기, 타이핑, 말하기, 웃기, 욕하기, 

침  사이를 오가는 행위 등 다양한 활동과 표정으로 포장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 다.159

 

 소설에서 레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늘 똑같은 환경에 지쳐 점차 이성을 잃게 

되고,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교도관을 해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교도소 안의 묵

시적인 규칙에 의해 그럴 수 없다. 교도관은 늘 수용자 위에 군림하며 그를 무

시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된다. 교도관은 부분

의 수용자를 잔인하고 사악한 존재가 아닌, 아프고 부적절하고 역겹고 불성실한, 

즉 ‘도덕적으로 결함된’ 존재로 생각했다.160 

 이후 1950년에는 보다 인간적인 모습의 교도관과 수용자의 환경이 묘사된다. 

네이선 허드(Nathan Heard, 1936~2004)는 그의 소설 『House of Slammer

s』(1983)에서 기존의 수용자에 한 인식과 처우에 의문을 품는 교도관 필그림

(Pilgrims)을 등장시키며 다양한 인식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그는 교도소 안에

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행하던 해커 병장이라는 다른 교도관에 반발하며, 수용자

들이 그와 일상을 공유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필그림은 권위에 한 태도가 흑인 수감자들과 너무 흡사했던 새로운 종류의 흑인 

교정관이었다. 교도소 안의 다른 이슬람교도들과 민족주의 수감자들처럼, 필그림은 해

커의 마음에 신성불가침과 같은 수감자 통제에 필수적인 규칙과 규정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중략…) 당장 나가세요, 병장님. 그리고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당신이 수감자를 하는 방식과 다른 내 것을 만들 겁니다.161

 수용동을 감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가장 바쁘고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교도관이며, 상당히 공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을 것이다. 필그림

은 이러한 지위를 인식하기에 수용자들에게 호감을 가지지는 않지만, 매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162 이러한 소설 속 교도관의 이미

159 Himes, Chester, Crazy in the Stir, Esquire 2, 1934.08., p.28, 직접인용
160 Jacobs, James, Retsky, Harold, “Prison Guard”, Urban Life, Volume: 4, April, 1975, p.24
161 Nathan C. Heard, House of Slammers (New York: Macmillan, 1983), pp.49-53,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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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한 묘사 변화는 곧 교도소 내부의 억압적인 환경에 한 근본적 의문으

로 이어지며, 이후 수용동 내부의 환경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자에게 비교적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6]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수용자의 생활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전 세 의 억압받던 수용자의 생활과 달리 지금의 수용자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크스

(Gresham Sykes, 1922~2010)가 지적했듯 “교도관의 지위는 그들과 그들이 

감시하는 수용자들 사이에 생겨나는 우정의 유 에 의해, 그리고 엄격한 규칙의 

집행을 억제하는 오랜 친숙함에 의해 훼손”163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당시의 

인식 변화가 맞물려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부여하면서도 엄격한 감시 체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간 긴밀한 연결 체계를 갖는 계획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테네시주 교도소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반 하듯 수용

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교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수용동의 역할이 변화한

다. 찰스 배스 교정시설부터는 데이룸이 도입된 계획이 엿보이며, 이후의 계획 

역시 수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주자 간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3장에서는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특징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테

네시주의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은 미국 교정의 흐름과 연속 선상에 있으면서도 

테네시주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 하여 지속적인 이상적인 교도소의 계획, ‘원형 

모델(prototype)’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테네시주의 원형 모델

에 한 관심은 원형을 극복의 상으로 여겨 이전 세 의 원형이 갖는 한계에 

한 지속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점차 수

용자의 일상에 자유를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근무자 역

시 고려해왔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162 Massey, Dennis, “The Modern American Prison Novel (Criminal, Ethnic, Himes, Braly, 
Bunker, Heard), Ph.D.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1985, p.237, 간접인용

163 Sykes, Gresham, The Society of Captiv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pp.130-131, 직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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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수용자

(출처: The Painter: A Portrait of Prison, by Christopher A. Levitt © The artist

Courtesy the Prison Creative Arts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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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 분석

 
5.1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거주성 구현 방식

5.2 한국 교정시설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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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 분석

 지금까지 3, 4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테네시주가 각각 어떤 식으로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을 계획해 왔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

서는 이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별 수용동 계획의 특성과 거주성을 구현하는 요소

들에 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계획이 고착화된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에 시사

할 수 있는 점을 도출하려 한다.

5.1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 교정시설의 비교 분석

 앞서 교정시설의 수용동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수용동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이후 구성 요소인 수용 거실, 공용 공간, 근무자실, 팀사무실

의 계획 방식에 해 각각 살펴본 후 이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적 특성이 근거하는 배경은 이후 각 장의 소결에서 문

학 작품과 회화에서 드러나는 실제 사람의 거주 양상과 비교되어 도출될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항목에 따라 변화상을 각각 

정리한 것은 [표 5-1]과 같다.

미국 테네시주 한국

수용동 전체 구성 

및 형태

수용 블록-중앙부-수용 블록의 원

칙을 따라 구성되며, 점차 부정형의 

형태로 변화

복도에 장방형의 사동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부분 전주형

의 형태를 따름

구성 

요소

수용 거실
점차 이층 침 를 도입한 2인실로 

변화
독거실, 혼거실

공용 공간

복도식의 계획에서 점차 복도가 사

라지고 ‘데이룸’이 복도의 기능을 

흡수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

‘주복도’를 중심으로 한 복도식의 

계획이 주를 이루며, 다목적실이 제

공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

능은 미비함

근무자실

따로 계획된 실없이 복도에 상주하

는 것에서 데이룸 내부에 개방된 

형태의 ‘근무자 스테이션’으로 제공

주로 사동 초입의 ‘근무자실’로 계

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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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을 토 로 정리하면, 한국의 경우 1)　‘복도’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의 

계획이 주를 이루게 되며, 2) 수용 거실로 수용자의 생활이 한정되는 전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와 달리,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의 계획적 특

성은 변화보다는 그 로 답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 사례인 ‘E 교도

소’에서 복도와 다목적실이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고 사동 내부 역시 

기존의 복도에서 폭이 넓어진 홀로 계획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다

시 퇴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의 ‘모범 감옥’을 비롯한 감옥 체계를 그 로 이식

한 것을 시작으로 고고학적 원형 모델에 한 지속적인 인식없이 한국의 전통적

인 ‘남향 선호 사상’과 복도라는 공간이 인식하게 하는 감시 권력을 드러내기 위

해 이를 답습해 온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은 수용 거실 내부에서 

모든 생활을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자 역시 계속해서 복

도를 간헐적으로 순찰해야 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미국의 테네시주는 1) 점차 복도가 사라지고 데이룸 공간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2)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해 2인실 계획이 도입되었고,3) 근무

자 스테이션에서 직접 감독의 감시 방식으로 변화하고 4) 중앙의 팀사무실을 중

심으로 하는 ‘나비 넥타이형’의 수용동 형태로 수용동의 거주성을 구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한 바탕에는 ‘수용동 원형 모델(Prototype)’을 지속적

으로 극복하고 개발해왔음이 있다. 

팀사무실

중앙부에 계획되는 원칙으로, 차츰 

팀사무실의 운용에 있어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

복도를 기준으로 사동과 마주하여 

계획됨

요소 간 연결

중앙부를 거쳐 블록 내부의 복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방식에서 데이

룸을 중심으로 요소들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화

복도를 중심으로 요소들이 연결됨

출입 관리

중앙부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이

중보안출입구를 도입해 효율적 관

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

팀사무실에서 관리

[표 5-1] 미국 테네시주와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 변화 비교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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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테네시주의 이러한 변화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과 ‘시 적·지리적 

배경’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남북 전쟁 이후 사회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오번제에 기반한 초기의 수용자 생활은 점차 과밀 수용의 

문제를 야기했고, 거주 환경의 열악함에 한 인식을 불러왔다. 이와 더불어 점

차 근무자와 수용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수용자에 한 인

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1970년  이후부터 거주자의 생활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곧 수용동의 계획 변화로 이어졌다. 이후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무자의 환경 역시 고려한 보안을 강조한 

계획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리하면, 미국 테네시주와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은 근 적 교도소라는 

‘고고학적 원형’에서 기원한다는 유사성을 갖지만, 차이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테네시주는 오번제에 기반한 고고학적 원형이 갖

는 문제점에 해 인식하고, 데이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형 모델을 개발했

다. 이후 이를 그 로 답습하지 않고 지속해서 이전의 모델을 극복해나갔다는 

점, 변화하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게 이를 뒷받침하는 건축적 계획으로 변

화해왔다는 점에서 통시적으로 수용동의 거주성을 구현해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 시 적 상황의 격변으로 인해 ‘고

고학적 원형’을 그 로 답습했고, 한국의 전통적인 남향 선호 사상과 복도라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의 향이 더해져 수용동의 계획을 복도식의 전주형에 머물

게 했다. 이로 인해 거주자의 새로운 환경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

간 계획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주성을 제 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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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 교정시설에의 시사점

 5.1절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동 계획이 ‘거

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용동 내 거주자가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

 수용동 내부에서 수용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수용 거실로 한정되어 있으

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는 쉽사리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이를 해소해주

는 것이 데이룸, 다목적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다. 수용동 내부에 

계획되는 커뮤니티 공간은 서로 다른 거주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

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다목적실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규모나 활용도 측면에서 미비한 모습을 보인다. 수용동에서 커뮤니티 공간의 역

할이 강조되어 가는 과정은,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점차 복도의 

역할을 데이룸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이 흡수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룸은 

거주자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넓은 공간으로 제공되어 수용 유닛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화상 전화, 세탁, 샤워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거

주자 간 상호 작용 및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데이룸이 반 된 계획을 그 로 한국의 교정시설에 반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수용동 계획은 아직까지 전주형의 복도식 계획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복도가 주를 이루는 계획에서 나아가 점진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의 안으로 제시

될 수 있는 것은 복도와 다목적실이 결합된 형태로 계획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

태의 공간에서는 데이룸과 같이 식사,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한편 이동의 역

할을 수행하는 복도의 기능도 결합되어 있다. 이는 곧 데이룸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여지며, 현 한국 교정시설의 상황에서 여러 실험적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점차 데이룸에 준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수

용동 내에 거주자가 진정으로 ‘공존’하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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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유닛 중심의 계획

 교정시설은 ‘보안’과 ‘통제’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교정시설 수용동의 

계획 변화는 결국 감시와 통제라는 시설의 권력적 목적과 자유에 한 거주자의 

욕구 간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시설의 감시 방식은 한편으로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감시가 제 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역설적으로 수용자에게 다양한 활동을 허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추후 이루어지는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의 계획은 효율적인 감시 구조를 형

성하고 수용자에게 제한된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 유닛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 방식으로의 변

화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미국 테네시주의 사례는 중앙의 공용부와 양옆의 

수용 유닛으로 구성되는 원칙에 기반하여 변화해 왔다. 유닛에 기반한 구성 원

칙은 중앙의 공용부가 팀사무실 역으로 계획되고 데이룸이 많은 프로그램실들

을 포함하는 것에 따라, 수용자의 공간이 수용 유닛 내부로 한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근무자는 유닛 내부의 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중앙의 

공용부는 수용동에 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3) 지속적인 수용동 원형 모델의 극복

 원형 모델(Prototype)은 하나의 계획 방식을 개발한 후 다른 시설들에 계속해

서 복제해나가는, 시설 계획의 모델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형화

된 계획을 제공함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부지 및 시간 활용에 있

어 유리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주자의 생활을 미리 규정지어 버려 실제 

생활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그 로 답습할 경우 문제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주자의 실제 생활을 반

하고 있는지, 기존 모델의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선

진 원형 모델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

의 원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듯 수용동 원형 모델의 적용은 끊임없는 과거의 극복을 통해 효율적인 수

용동 계획이 가능하게 하며, 그 지역의 특색을 반 할 수 있다. 로빈 에반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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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감옥의 개발이 결국 시설에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생활을 규정

한다고 비판한 바 있지만, 원형의 극복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원형 모델의 지

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미국 테네시주가 근 적 교도소 이후 수

용동의 원형 모델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이전 세 의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

해온 것에서 볼 수 있었다. 원형 모델을 극복하는 과정은 시설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생각하는 통시적 관점의 접근과도 일치한다. 시설의 현재 계획이 갖는 

문제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계승하며 거주자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시설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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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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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교정시설의 계획이 지속적인 계획과 문제를 답습하고 있는 현

상을 인지한 데서 출발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교정시설 안의 실제 삶의 양상과 

이를 진정한 거주 공간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건축적 방식에 해 생각해보고자 

함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진정한 거주의 장으로서 시설이 작동

하는 동시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거주자의 실제 생활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기반했다. 

 2장에서는 연구의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과 시설에 

한 통시적 관점에 해 고찰하 다. 먼저, 분석의 상인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인 수용동에 해 이론적으로 고찰하 다. 수용동의 형태와 구성 요소(수용거실, 

공용 공간, 근무자실, 팀사무실)에 해 살펴보았으며, 이들 요소 간의 관계가 

수용동 계획에서 시사하는 바에 해 알아보았다. 이후 미국과 한국의 수용동 

계획의 변화와 현황에 해 정리하는 것을 통해 미국의 교정시설이 교정 패러다

임에 따라 수용동의 계획이 지속해서 변화해 온 것에 비해 한국 교정시설의 수

용동 계획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설에 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고자 자신이 당

면한 그 당시의 시설에 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했던 ‘루이스 칸’과 

‘로빈 에반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루이스 칸은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의 

‘ 감적 원형(fictive origin)’으로 회귀해야 함을, 로빈 에반스는 ‘고고학적 원형

(archaeological origin)’을 지속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주장했다. 시설의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로빈 에반스의 방법론은 평면을 중심으로 실제 공간에서 인물의 

삶을 조해보기 위해 회화, 문학 작품 등의 매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토

로, 통시적 관점에 기인한 ‘평면-건축 외적 매체 속 인물의 실제 삶과 조’하는 

방식을 연구를 총괄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단위 평면’으로, 이는 구성 요소 각각의 특성과 관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요구되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 분석

의 도구로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단위 평면은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1) 형

태와 내부 구성, 2) 구성 요소별 특성, 3) 관계에 집중해서 분석되었으며 이후 

동시  교정시설 거주자들의 생활과 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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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의 사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실

제 생활 양상과 조하 다. 먼저, 각 지역의 ‘중간보안등급’에 해당하는 수용동

의 형태와 구성을 통시적으로 간략히 고찰하는 것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에 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근 적 교도소’, ‘커뮤니티 공간이 나타난 시설’, ‘가장 

최근의 시설’의 사례를 선정한 후, 앞서 2장에서 설정한 방법론적 틀에 기반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각 소결에서는 앞서 분석에서 드러나는 건축적 특징이 

시 적 배경, 실제 생활과 괴리 혹은 일치하는지에 해 조 후 정리하 다. 분

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5장의 바탕이 된다.

 먼저, 한국의 경우 변화보다는 1) 복도식의 전주형 계획, 2) 커뮤니티 공간이 

제 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처음 일본의 ‘모범 

감옥’이 이식된 이후 혼란했던 한국의 근  배경과 더불어 전통적인 남향 사상 

선호, 그리고 복도 공간이 형성하는 교도소의 이미지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미국의 테네시주는 점차 1) 데이룸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고, 

2) 수용 거실이 2인실로 계획되었고, 3) 근무자 스테이션에서 직접 감독의 감시 

방식으로 변화하고 4) 중앙의 팀사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나비 넥타이형’의 수용

동 형태로 변화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시 적 상황으로 오번제의 

수용동 체제가 도입된 데에서 기인한다. 이후 점차 수용자에 한 인식이 변화

하면서 수용 환경이 변화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근무자의 

공간이 변화했다.

 이를 토 로,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의 차이는 오늘날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의 

고고학적 원형으로 작용하는 ‘근 적 교도소’가 수용동 계획의 모델로서 처음 제

시된 이후의 행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첫 근 적 교도소인 

서 문 형무소의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성과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테네시주는 첫 근 적 교도소인 테네시 주립 교도소 이후 지속적으로 이전

의 것을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 교정시설에 시사

하는 바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동 내 거주자가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형성이 필요하다. 

미국은 데이룸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수용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수용자의 생활 반경을 넓혀주고 관계 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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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교정시설 역시 현재의 계

획에서 벗어나, 복도와 결합한 개방된 다목적실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규모

와 기능을 확 해나가는 방향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수용 유닛을 중심으로 한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수용 유닛을 중심으로 

팀에 기반하는 구성 방식은, 수용자의 공간적 범위를 수용 유닛 내부로 한정하

여 수용자의 이동을 제한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근무자의 효

율적인 업무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수용동 원형 모델을 개발해나가는 한편, 정착하지 않고 계속

해서 통시적 관점에서 극복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용동 원형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은 부지 이용, 시간 단축, 건축적 노하우 축적 등의 장점이 있기에 지향

해야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계에 해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태도, 그리고 거주자의 실생활에 한 끊임없는 관심이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거주 공간에 해 평면에서 드러나는 건축적 특성과 실

제 인물의 생활 간의 조를 통해 계획적 함의에 해 알아보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방법론은 시설에서 실제 거주자의 생활

과 건축 공간이 맺는 관계에 해 생각해 보게 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통시적으로 한국과 미국 테네시주 수용동을 고찰했으며, 단순 사료의 

종합을 넘어 한국 교정시설 수용동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주제의 특성과 방법론적 측면 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좀 더 

정확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북유럽 등지

의 사례 역시 포함하는 것이 진정으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교정시설에

의 시사점 도출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데 신빙성이 있겠으나, 지리적 한

계와 보안 시설이라는 특성상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

다. 또한, 회화나 문학 작품의 건축 외적 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자의

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증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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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은 역사적 지평 위에서 시설의 실제 

생활 양상에 해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시설의 환경적 측면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교정시설 관련 연구의 길을 넓혀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건축 외적인 매체와 평면의 연결을 통한 분석 방식은, 공간과 실제 생활의 

상호 관계에 한 인지를 토 로 공간 이해의 또 다른 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공간적 특성에만 치우쳐 있던 관심을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더불

어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설의 계획과 실제 거주 양상 간의 괴리

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 관련 연구는 매번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과거로부터 지

속된 문제점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단초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공간에 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

발해지기를 기 하며 연구를 마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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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Changes of Housing 

Unit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ts Inhabi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Diachrony

- Focused on the State of Tennessee, the U.S. and 

Korea-

Soob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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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in, Baek

 The word ‘Su-in(囚人, prisoner)’ refers to a person in prison and 

reveals the situation of residents in a correctional facility. ‘Su(囚, 

being captured)’ is the embodiment of putting a person in a tightly 

closed square, and ‘in(人, person)’ has to support each massive pillar 

that weighs on him as long as it is in the space. The square area 

surrounding the person was transmuting into a place not meant to 

be a place to live, but a place to restrai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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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begins with the perception of the phenomenon in which 

the correctional facility has lost its essence as an inhabited space 

and is facing a persisting problem and an interest in inhabitants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To regain its original form, the study aims 

to discover a new approach to the facility and rethink its nature as a 

‘place for liv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understand ‘living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from this background, consider the residents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 components of the living space, and 

the relationships they make. Since then, by focusing on the U.S. and 

South Korea on the changes in the housing unit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brand-new perspective 

on access to the correctional facility.

  Louis I. Kahn, who criticized the era of the 1950s, the architects 

for making functionalistic architecture plan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facility, called for a return to “the fictive origin of the 

facility.” Robin Evans returned to the moment when archaeological 

origin has appeared(in the past) to analyze the cause, questioning the 

fact that the house plan has become a corridor plan. Since then, he 

explained the prison from the same perspective. And he criticized 

the phenomenon the plan plays a role in defining the lives of 

residents in the facility. Khan and Evans, in their ways, criticized the 

aspect of institutionalization and referred to the origin, in which 

Khan asserts a return to the ‘fictive origin’ and Evans calls for 

overcoming the ‘archaeological origin.’

 Among them, Evans puts forward specific methodologies from a 

regular perspective based on a ‘plan’. His method is 1) to look at the 

components of the plan, 2) see how the elements reassembled, and 

3) compare the lifestyle of contemporary figures shows on the fiction 

or paintings to the architectural features shown on the floor plan.

 The primary methodology of the analysis in the study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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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Evans’. Subject to the analysis were three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four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state of 

Tennessee, the U.S. The analysis is mainly based on the ‘unit plan’ 

consists of an inmate cell, a corridor, a community space, a guard’s 

office, a team office, and a main entrance of the housing unit. With 

the unit plan, the study examined the form and the composition of 

the housing unit first. Then it narrates each compon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Lastly, the study compared the lifestyle of 

contemporary inmates with external media from architecture, such as 

fiction and paintings.

  First, we could see that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are stick to 

telephone pole plan based on corridors and that the living space of 

the inmates continues to be limited to the cells. There are two 

factors behind this aspect. First is the traditional ideology of Korea 

favors the southward room, and second is the image that the 

corridor makes fits on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phenomenon of 

institutionalization has failed to meet the needs of the change up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inmates.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go, the case of Tennessee state in the U.S. follow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Dayroom, a community space, 

gradually absorbed the corridor, changing the cell into a double 

occupancy room, and forming an efficient surveillance structure. 

Behind the scenes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inmates, 

along with a special situation in the state of Tennessee, the U.S., as 

in Korea. Also, since the advent of modern prisons,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overcoming its 

prototype model from the 1980s.

  Although the plan for a correctional facility in Korea and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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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nnessee, the U.S. has the same identity as starting from an 

example of a modern prison called ‘model prison’, an archeological 

prototype, the subsequent developments creat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se areas.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model prison that Japanese suggests, 

represented by Seodaemun prison. On the other hand, the state of 

Tennessee in the U.S. has developed a new prototype model based 

on Dayroom after the recognition of problems with the 

archaeological origin, such as poor accommodation environments. 

Since then, it has not been used as it is but has continued to think 

about the past and the present simultaneously and overcome the 

previous model, which is in line with actual living patter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proposed implications of the 

housing unit in Korea’s correctional facil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lan community spaces where 

residents in the housing unit can ‘co-exist’. Second, plans for the 

housing unit should be redefined centered on the cell block,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totype model of the housing 

unit and continually overcome it.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is study contraste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actual aspect of 

living appears on the external media from architecture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plan. At las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ase of Tennessee in the U.S. suggested the direction upon the 

housing unit plan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y. This study has thus 

broadened the way of related research through a new approach to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re is a significance in that 

consideration of substantive life in interaction with architectural 

space has been mad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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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is study contraste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actual aspect of 

living appears on the external media from architecture and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plan. At las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ase of Tennessee in the U.S. suggested the direction upon the 

housing unit plan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y. This study has thus 

broadened the way of related research through a new approach to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re is a significance in that 

consideration of substantive life in interaction with architectural 

space has been mad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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